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부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책: 문화회관 및 공공도서관 운영(문화및관광/문화예술)
단위: 문화 회관 운영 (단위:천원)

문화체육관리사업소 2,852,655 2,473,540 379,115

균              7,000

기              4,200

분             22,500

도              2,350

군          2,816,605

문화회관 및 공공도서관 운영(문화및관광/문화예술) 697,464 463,254 234,210

분             22,500

군            674,964

문화 회관 운영 225,633 222,121 3,512

쾌적한 문화회관 시설 유지 관리 225,633 202,121 23,512

101 인건비 4,080 4,080 0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문화회관 청소인부

4,080 04,080

4,08034,000원*2명*60일

201 일반운영비 155,913 142,061 13,852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문화체육회관 운영물품 구입

    ―문화회관 난간 손잡이 광택제 구입

    ―화장실 방향제,물비누,화장지 구입

    ―공연 관람객 음용수 구입

    ―공연장 관람석 의자 스팀 세탁

    ―영화상영 및 행사용 CD구입

    ―문화체육회관 환경정비용 화분 구입

    ―회관 청소용 쓰레기 봉투 구입

    ―회관 물탱크 청소비

    ―노래반주기 업그레이드

    ―무대시설 정기검사수수료

    ―문화체육회관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26,580 15,64042,220

42,220

 4,000  4,000,000원

 200  8,000원*25개

 4,200  350,000원*12월

 1,680  7,000원*20통*12월

 3,180  3,000원*1,060석

 600  50,000원*12월

 2,400  50,000원*4분*12월

 1,000  1,000원*1,000매

3,0001,500,000원*2회

36030,000원*12월

 10,200  340,000원*30기구

 5,400  450,000원*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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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책: 문화회관 및 공공도서관 운영(문화및관광/문화예술)
단위: 문화 회관 운영 (단위:천원)

    ―문화체육회관 방역수수료

    ―소방안전점검수수료

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소방안전협회 및 위험물관리자협회비

    ―문화체육회관 전기료

    ―문화체육회관 상하수도요금

    ―문화회관 화재 보험료

  ○연료비

    ―문화체육회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전기 및 발전기 유지 관리

    ―문화회관 및 체육관 소방설비 유지관리

    ―무대기기 유지관리

    ―자동제어 유지관리

    ―디머 유지관리

    ―음향시설 유지관리

    ―피아노 유지관리

    ―빔프로젝트 유지관리

    ―보일러 펌프 배관 유지비

    ―문화체육회관 유지관리

    ―냉온수기 세관 작업

    ―냉난방 유지관리

4,500750,000원*6회

1,5001,500,000원*1식

115,481 △1,788113,693

47,600

 200  100,000원*2회

36,0003,000,000원*12월

 2,400  200,000원*12월

9,0009,000,000원*1회

31,980

 31,980  1,300원*41ℓ*5시간*120일

34,113

 2,500  500,000원*5종

 1,000  500,000원*2개소

6,000300,000원*20종

3,0003,000,000원*1식

3,0001,000,000원*3개소

3,200800,000원*4개소

600200,000원*3회

500500,000원*1회

 3,000  3,000,000원*1회

4,8131,000원*4,813㎡

4,5004,500,000원*1식

2,0002,000,000원*1식

202 여비 17,280 17,280 0

01  국내여비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운영업무 추진

  ○기획공연업무 추진

17,280 017,280

 10,560  20,000원*11일*4명*12월

6,72070,000원*4명*3일*8회

206 재료비 19,960 17,700 2,260

01  재료비 17,700 2,26019,960

- 2 -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책: 문화회관 및 공공도서관 운영(문화및관광/문화예술)
단위: 문화 회관 운영 (단위:천원)

  ○무대 특수조명램프 구입

  ○조명칼라 필터 구입

  ○무대조명시설 부품 구입

  ○보일러 및 위생설비 부품

  ○급탕보일러 세관

  ○공연장 객석등 교체

  ○냉각탑 청관제 구입

  ○꽃묘 구입

  ○웨이트 구입

  ○공기조화기 필터 구입

 3,500  50,000원*7종*10회

1,20050,000원*12종*2회

2,000400,000원*5종

3,000300,000원*10종

1,0001,000,000원*1식

2,10030,000원*70등

1,0001,000,000원*1식

2,160800원*300본*3종*3회

1,50030,000원*50개

2,5002,500,000원*1식

401 시설비및부대비 23,000 15,000 8,000

01  시설비

  ○냉각탑 필라 교체 및 그늘막 설치

  ○냉온수기 연실 청소

  ○체육관 무대 스피커 받침대 설치

  ○음향반사판 조명케이블 릴 설치

15,000 8,00023,000

 6,000  6,000,000원*1식

7,0007,000,000원*1식

 2,000  1,000,000원*2식

 8,000  4,000,000원*2개

405 자산취득비 5,400 6,000 △6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무선마이크 구입

6,000 △6005,400

5,4002,700,000원*2대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 220,990 97,280 123,710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220,990 97,280 123,710

201 일반운영비 25,390 19,680 5,710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공연 현수막 제작

    ―공연 홍보지 인쇄

    ―영화 상영 현수막 및 팜플렛 제작

  ○급량비

    ―문화회관 및 체육관 각종 행사 근무자

      급식

16,700 5,94022,640

13,040

3,20080,000원*40회

6,0001,000,000원*6회

 3,840  60,000원*8개*8회

2,100

 2,100  7,000원*10명*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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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책: 문화회관 및 공공도서관 운영(문화및관광/문화예술)
단위: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 (단위:천원)

  ○임차료

    ―문화예술공연 버스 임차료

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전국문예회관 연합회 가입비

7,500

 7,500  500,000원*3대*5회

2,980 △2302,750

2,750

 2,750  2,750,000원*1회

301 일반보상금 169,600 75,000 94,600

10  행사실비보상금

  ○군민위안 기획 공연비

  ○영화상영

  ○야외 영화 상영

  ○공연행사자 및 관계자 급식 제공

12  기타보상금

  ○공연단 기념품 구입

70,000 94,600164,600

110,00022,000,000원*5회

30,0002,500,000원*12회

17,6008,800,000원*2회

 7,000  7,000원*50명*20회

5,000 05,000

5,00020,000원*50명*5회

405 자산취득비 26,000 2,600 23,4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팔로우 스포트라이트 구입

2,600 23,40026,000

 26,000  26,000,000원*1대

공공도서관 운영 250,841 143,853 106,988

분             22,500

군            228,341

쾌적한 도서관 운영 207,841 90,853 116,988

201 일반운영비 66,221 58,323 7,898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도서관 사무용품 구입

    ―북앤드 구입

    ―도서관 홍보 소식지 인쇄

    ―복사용지 구입

    ―도서관 유지 운영 물품 구입

    ―도서관 견학자 음용수 구입

23,030 4,69027,720

17,780

 1,440  30,000원*4종*12월

7501,500원*500개

700700,000원*1회

48020,000원*2박스*12월

 1,200  100,000원*12월

 400  1,000원*200명*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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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책: 문화회관 및 공공도서관 운영(문화및관광/문화예술)
단위: 공공도서관 운영 (단위:천원)

    ―화장실 방향제 및 휴지 구입

    ―도서관 청소용 쓰레기 봉투 구입

    ―도서관 회원증 및 각종 서식 유인

    ―도서관 비치용 신문 구입

    ―도서관 비치용 잡지 구입

    ―도서관 각종 강좌 홍보 현수막 제작

    ―도서정리용품 십진분류라벨 등 구입

    ―도서 보수용 필모록스 및 라벨키퍼 구

      입

    ―비도서자료(CD 및 테이프)케이스

    ―교육장 교육용 유인물 구입

    ―실내 조경용 소품(화분 등) 구입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운영수당

    ―도서관 운영위원회 수당

    ―문화강좌 강사 수당

  ○급량비

    ―특근자 급식

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전국 도서관 대회 부담금

    ―정화조 청소 수수료

    ―각종 도서관협회비

    ―소방안전협회비

    ―상하수도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1,800  150,000원*12월

 600  1,500원*400장

 800  100,000원*8종

 1,620  15,000원*9종*12월

 2,340  13,000원*15종*12월

 1,000  50,000원*2종*10회

 600  200원*3,000장

 500  100,000원*5롤

 250  500원*500장

 200  20,000원*5종*2회

 600  100,000원*6월

2,500250,000원*10개

9,100

 2,100  70,000원*15명*2회

7,00070,000원*5종*20회

840

8407,000원*3명*40회

35,293 3,20838,501

13,800

200100,000원*2명

300300,000원*1회

500100,000원*5회

4040,000원*1회

60050,000원*12월

1,200100,000원*12월

7,200600,000원*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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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책: 문화회관 및 공공도서관 운영(문화및관광/문화예술)
단위: 공공도서관 운영 (단위:천원)

    ―전산교육장 통신요금

    ―교육방송 및 유선방송

    ―우편요금

    ―도서관 화재보험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정수기 유지 관리

    ―복사기 유지 관리

    ―컬러복사기 유지 관리비

    ―프린터 유지 관리

    ―전산화기기 유지 관리

    ―냉난방기 유지 관리

    ―전산교육장 컴퓨터 유지 관리

    ―빔프로젝트 유지 관리

    ―디지털실 기기 유지 관리

    ―도서관리 DB서버 유지 관리

    ―청사 유지 관리

1,200100,000원*12월

1,200100,000원*12월

36030,000원*12월

1,0001,000,000원*1회

16,8481,300원*27리터*4시간*120일

7,853

40050,000원*4개*2회

500500,000원*1대

500500,000원*1대

900150,000원*6대

1,0001,000,000원*1식

1,0001,000,000원*1식

 500  500,000원*1식

700700,000원*1식

500500,000원*1식

 800  800,000원*1식

1,0531,000원*1,053㎡

202 여비 17,280 17,280 0

01  국내여비

  ○군립도서관 업무 추진(관내)

  ○군립도서관 업무 추진(관외)

17,280 017,280

 10,560  20,000원*4명*11일*12월

 6,720  70,000원*4명*3일*8회

301 일반보상금 5,720 3,300 2,420

10  행사실비보상금

  ○도서관 자원 봉사자 급식비

  ○문화강좌 공연비(인형극, 뮤지컬)

  ○어린이강좌 참가자 간식비

12  기타보상금

  ○도서 수집에 따른 보상금

300 2,4202,720

 420  7,000원*6명*10회

 2,000  400,000원*5회

 300  2,500원*40명*3회

3,000 03,000

70035,000원*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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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책: 문화회관 및 공공도서관 운영(문화및관광/문화예술)
단위: 공공도서관 운영 (단위:천원)

  ○문화강좌 강연에 따른 보상금

  ○독서감상문 시상

  ○다독자 시상

  ○독서퀴즈 시상

 300  30,000원*10명

70010,000원*70장

30010,000원*30장

1,00010,000원*100장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4,000 96,000

01  시설비

  ○도서관 자료실 증축 공사

03  시설부대비

  ○도서관 자료실 증축 공사에 따른 시설부

    대비

4,000 95,10099,100

 99,100  99,100,000원*1식

0 900900

 900  100,000,000원*0.9%

405 자산취득비 18,620 7,950 10,67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이용자 휴게공간 응접세트 구입

  ○장서 점검기 구입

  ○자전거거치대 구입

  ○자료실 서가(복식7단 양면)구입

  ○신문열람대 구입

  ○강의용 무선마이크 구입

  ○정보화교육장 및 도서관 컴퓨터 구입

7,950 10,67018,620

 1,000  1,000,000원*1식

1,5001,500,000원*1식

2,7002,700,000원*1식

 1,600  800,000원*2개

1,320660,000원*2개

500500,000원*1개

 10,000  1,000,000원*10대

공공도서관 운영(이양) 43,000 53,000 △10,000

분             22,500

군             20,500

307 민간이전 8,000 8,000 0

분              5,000

군              3,000

02  민간경상보조

  ○문고지원 도서 구입

8,000 08,000

8,0008,000,000원

분              5,000

군              3,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30,000 30,000 0

분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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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책: 문화회관 및 공공도서관 운영(문화및관광/문화예술)
단위: 공공도서관 운영 (단위:천원)

308 자치단체등이전 군             15,000

06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000 030,000

30,00030,000,000원

분             15,000

군             15,000

405 자산취득비 5,000 15,000 △10,000

분              2,500

군              2,500

02  도서구입비

  ○군립도서관 자료 구입

15,000 △10,0005,000

5,0005,000,000원

분              2,500

군              2,500

체육공간 조성(문화및관광/체육) 290,309 427,386 △137,077

종합운동장 체육시설물 관리 290,309 212,386 77,923

종합운동장 및 둔덕산 시설물 유지 관리 290,309 196,234 94,075

101 인건비 11,220 11,220 0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운동장 청소 인부

  ○항일독립기념탑·열린문화마당 예초 및

    조경인부

  ○잔디구장 관리 청소 인부

11,220 011,220

3,06034,000원*5명*18일

 4,080  34,000원*2명*30일*2개소

 4,080  34,000원*5명*24일

201 일반운영비 104,879 59,534 45,345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운동장 및 게이트볼장 화장실 물비누,

      화장지 구입

    ―체육시설물 관리 소모품 구입

    ―체육시설물 운영 현수막 제작

    ―청소용 쓰레기봉투 구입

    ―게이트볼장 소방점검수수료

    ―자가용 전기 설비 정기검사수수료

2,700 13,59416,294

12,794

 2,400  200,000원*12월

 900  25,000원*3종*12월

 600  60,000원*5종*2개소

 540  1,500원*30일*12월

 1,500  1,500,000원*1개소

 450  450,000원*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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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책: 체육공간 조성(문화및관광/체육)
단위: 종합운동장 체육시설물 관리 (단위:천원)

    ―종합운동장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테니스장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전천후게이트볼장 전기안전관리대행수

      수료

    ―게이트볼장 정수기 유지 관리

    ―분뇨 수거료

  ○급량비

    ―관리업무 추진 특근자 급량비

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전력기술인 협회비

    ―둔덕산 가로등 전기요금

    ―스프링쿨러 전기요금

    ―종합운동장 가로등 전기요금

    ―전천후게이트볼장  전기요금

    ―종합운동장 전기요금

    ―열린문화마당 전기요금

    ―열린문화마당 상하수도요금

    ―종합운동장 상하수도요금

    ―전천후게이트볼장 상하수도요금

    ―전천후게이트볼장 전화요금

  ○연료비

    ―종합운동장 관리실 연료

    ―잔디예초기 연료

    ―경운기(배통기)연료

    ―배낭식 예초기 연료

  ○차량비

 2,104  175,300원*12월

 1,320  110,000원*12월

 1,320  110,000원*12월

 660  55,000원*12월

1,000100,000원*10개소

3,500

 3,500  7,000원*5명*100일

56,834 31,75188,585

49,240

100100,000원*1회

60050,000원*12월

1,440180,000원*8월

 1,200  100,000원*12월

 8,400  700,000원*12월

24,0002,000,000원*12월

1,200100,000원*12월

 300  25,000원*12월

 9,600  800,000원*12월

 1,200  100,000원*12월

 1,200  100,000원*12월

10,274

 7,800  1,000원*13ℓ*5시간*120일

1,4211,000원*49ℓ*29일

4291,300원*30ℓ*11일

6241,300원*48ℓ*10일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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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책: 체육공간 조성(문화및관광/체육)
단위: 종합운동장 체육시설물 관리 (단위:천원)

    ―운동장 관리 차량 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전천후게이트볼장 경기라이트 유지 관

      리

    ―체육관 경기라이트 유지

    ―체육시설물관리기계 유지(잔디예초기,

      배토기, 경운기 등)

    ―운동장 전기시설 및 가로등 유지 관리

    ―둔덕산 등산로 가로등 유지 관리

    ―화장실 유지 관리

    ―보안등 유지 관리

    ―운동장 청사 유지 관리

    ―전천후게이트볼장 청사 유지 관리

2,0002,000,000원

27,071

 700  70,000원*10등

7,700100,000원*77등

 2,000  500,000원*4대

 3,500  70,000원*50등

 2,100  70,000원*30등

2,500100,000원*25개소

3,50070,000원*50등

2,2791,000원*2,279㎡

 2,792  1,000원*2,792㎡

202 여비 21,600 25,920 △4,320

01  국내여비

  ○체육시설물 관리 추진(관내)

  ○체육시설물 관리 추진(관외)

25,920 △4,32021,600

 13,200  20,000원*5명*11일*12월

 8,400  70,000원*5명*3일*8회

203 업무추진비 1,000 1,0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시책업무추진

1,000 01,000

 1,000  1,000,000원

206 재료비 14,660 13,660 1,000

01  재료비

  ○운동장 일원 수목 월동용품 구입

    ―철사

    ―거적

    ―말목

    ―포집기

  ○운동장 및 둔덕산 수목관리

    ―약제

    ―발효계분

13,660 1,00014,660

2,010

1506,000원*25㎏

1806,000원*30장

1801,200원*150개

1,5003,000원*500개

840

24080,000원*3회

3003,000원*100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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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책: 체육공간 조성(문화및관광/체육)
단위: 종합운동장 체육시설물 관리 (단위:천원)

    ―비료

  ○천연잔디구장 관리

    ―배토사

    ―규산 및 유기질

    ―병해충 농약대

    ―화학비료

    ―잔디영양제

    ―천연잔디 및 마사토 구입

  ○테니스장 관리

    ―조명 램프 구입 외

3003,000원*100포

8,310

1,260200원*6,300㎡*1회

1,5005,000원*300포

1,800600,000원*3회

750150,000원*5회

1,000500,000원*2회

 2,000  2,000원*1,000㎡

3,500

3,50070,000원*50등

401 시설비및부대비 136,450 84,000 52,450

01  시설비

  ○종합운동장 본부석 건물 드라이비트 시공

  ○종합운동장 주차선 도색 공사

  ○문화체육시설 유지 관리 보수

  ○종합운동장 본부석 및 계단보수

03  시설부대비

  ○종합운동장 본부석 건물 드라이비트 시공

    부대비

  ○문화체육시설 유지관리 보수 부대비

83,500 51,928135,428

 57,478  57,478,000원*1식

 8,050  35,000원*230대

 49,500  49,500,000원

 20,400  60,000원*340㎡

500 5221,022

 522  58,000,000원*0.9%

 500  50,000,000원*1%

405 자산취득비 500 900 △4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전동톱 구입

900 △400500

500500,000원*1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사회복지/노인ㆍ청소년) 658,475 448,510 209,965

균              7,000

기              4,200

도              2,350

군            644,925

청소년센터 운영 활성화 574,965 350,950 224,015

내실있는 청소년센터 운영 480,245 327,250 15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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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책: 청소년 육성 및 보호(사회복지/노인ㆍ청소년)
단위: 청소년센터 운영 활성화 (단위:천원)

101 인건비 50,960 25,342 25,618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매표소 관리인부임

  ○남녀 탈의실(샤워장)관리 인부임

  ○청소년센터 건물 청소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매표소 근무자 피복비

25,342 25,61850,960

17,68034,000원*2명*260일

 17,680  34,000원*2명*260일

 8,840  34,000원*1명*260일

6,560

75750,456,000원*15/1,000

75750,456,000원*15/1,000

2,52350,456,000원*50/1,000

2,52350,456,000원*50/1,000

200100,000원*2명*1회

201 일반운영비 380,565 270,248 110,317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 구입

    ―수영장, 헬스장 회원카드 제작

    ―교양교실 교육 교재 유인

    ―청소년센터 운영 각종 일지 유인

    ―운영 홍보 현수막 제작

    ―청소년센터 신문 구독

    ―청소년센터 운영 각종 소모품 구입

    ―복사용지 구입

    ―칼라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교체

    ―프린터 토너 구입

    ―화장실 휴지, 비누 등 소모품 구입

    ―청소년센터 청소용품 구입

    ―청소용 쓰레기봉투 구입

43,520 38,07681,596

57,020

2,16030,000원*6명*12월

 1,000  1,000,000원*1식

 1,000  10,000원*20권*5회

 1,000  50,000원*20종

 1,440  60,000원*2개소*12회

 720  12,000원*5종*12월

 3,600  50,000원*6명*12월

2,40020,000원*10박스*12개월

 1,000  500,000원*1대*2회

2,000200,000원*5대*2회

 3,600  100,000원*3종*12월

 3,600  50,000원*6종*12월

1,000500원*2,000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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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책: 청소년 육성 및 보호(사회복지/노인ㆍ청소년)
단위: 청소년센터 운영 활성화 (단위:천원)

    ―양호실 구급약품 구입

    ―수영장 소모품(헬파, 킥보드 등)

    ―체력단련실 소모품 구입

    ―청소년센터 수영장 청소용역비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승강기 안전유지관리수수료

    ―냉동기 검사수수료

    ―소방안전점검수수료

    ―청소년센터 방역수수료

    ―무인방범관리 용역비

    ―물탱크 청소수수료

  ○운영 수당

    ―교양 교실 강사 수당(기본료)

    ―교양 교실 강사 수당(초과분)

  ○급량비

    ―특근자 급량비

    ―휴일 및 야간근무자 급식비

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정보자료실 인터넷회선 사용료

    ―청소년센터 전화료

    ―청소년센터 전기료

    ―청소년센터 상하수도 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소방안전협회 및 위험물 관리자 협회비

    ―청소년센터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비

  ○연료비

400200,000원*2회

 1,000  1,000,000원*1식

 1,000  50,000원*10종*2회

 2,000  1,000,000원*2회

4,800400,000원*12월

 7,200  300,000원*2대*12월

400200,000원*2대*1회

1,5001,500,000원*1회

6,000500,000원*12회

4,200350,000원*12월

4,0002,000,000원*2회

19,200

 3,360  70,000원*4개반*12회

 15,840  30,000원*4개반*11시간*12회

5,376

4,0327,000원*6명*8일*12월

 1,344  7,000원*2명*8회*12월

226,728 72,241298,969

121,000

 1,200  100,000원*12월

3,600300,000원*12월

72,0006,000,000원*12월

 36,000  3,000,000원*12월

3,0001,500,000원*2회

 200  100,000원*2회

 5,000  5,000,000원*1식

13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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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책: 청소년 육성 및 보호(사회복지/노인ㆍ청소년)
단위: 청소년센터 운영 활성화 (단위:천원)

    ―수영장 보일러용 유류대

  ○시설장비유지비

    ―건물유지관리비

    ―수영장 수중 청소기 유지 보수비

    ―체력단련기구 유지 보수비

    ―복사기 유지 보수

    ―모사전송기 유지 보수

    ―보일러 세관비

    ―수영장 여과기 활성탄 교체

    ―자동제어 유지보수비

    ―지열시스템 유지 관리(냉난방)

    ―공조기 필터 교체

    ―대강당 방송 장비 유지관리비

    ―예비용 발전기 유지 관리비

    ―대강당 무대기기 유지 관리비

    ―각종 펌프 및 모터 유지관리비

    ―수영장 전등 및 전력기기 유지 관리

    ―옥외 가로등 유지 관리비

    ―냉동기 세관비

    ―소방시설 유지 보수

    ―위생설비 유지 보수

    ―보일러 유지관리

 130,572  1,300원*31ℓ*9시간*30일*12월

47,397

4,5774,577㎡*1,000원

 1,000  500,000원*1대*2회

 3,600  300,000원*12회

1,000500,000원*1대*2회

 600  300,000원*1대*2회

3,0001,500,000원*2대*1회

 5,000  5,000,000원*1식*1회

1,800300,000원*3식*2회

 3,000  3,000,000원*1식

2,800700,000원*2대*2회

 2,000  2,000,000원*1회

 2,500  500,000원*5종

 3,000  300,000원*10종

 2,000  200,000원*10대

 2,000  50,000원*20종*2회

1,40070,000원*20등

1,0001,000,000원*1대*1회

3,0003,000,000원*1식

1,0001,000,000원*1식

3,120130,000원*2대*12월

202 여비 25,920 12,960 12,960

01  국내여비

  ○센터운영 기본 업무(관내)

  ○센터운영 업무 추진(관외)

12,960 12,96025,920

 15,840  20,000원*6명*11일*12월

 10,080  70,000원*6명*3일*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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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책: 청소년 육성 및 보호(사회복지/노인ㆍ청소년)
단위: 청소년센터 운영 활성화 (단위:천원)

206 재료비 22,800 18,700 4,100

01  재료비

  ○보일러 청관제 구입

  ○보일러 연수기 소금 구입

  ○수영장 정수약품 구입

  ○수영장 정수약품 자동 센서 구입

  ○전기 및 기계설비 작업용 공구 구입

  ○전등기구 전기관련 소모품 구입

  ○대강당 무대조명램프 및 음향장비 구입

18,700 4,10022,800

1,8003,000원*50ℓ*12월

1,200100,000원*12월

12,0001,000,000원*12월

 2,400  400,000원*3종*2회

 1,400  70,000원*20종

 2,000  20,000원*20종*5회

 2,000  50,000원*20종*2회

쾌적한 청소년 수련공간 지원 94,720 23,700 71,020

201 일반운영비 10,720 7,600 3,120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정보자료실 비치용 잡지 구입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활용 비품

    ―동아리방 운영 비품 구입

    ―시설 이용객 음용수 및 종이컵 구입

    ―실내조경용 소품(화분 등) 구입

    ―청소년센터 정수기 대여료

7,600 3,12010,720

10,720

 1,440  12,000원*10종*12월

 3,000  50,000원*5종*12월

60050,000원*12월

 1,800  6,000원*25통*12월

 1,000  1,000,000원

 2,880  80,000원*3대*12월

207 연구개발비 30,000 0 30,000

02  전산개발비

  ○청소년센터 홈페이지 구축

0 30,00030,000

 30,000  30,000,000원*1식

401 시설비및부대비 46,000 0 46,000

01  시설비

  ○수영장 초급 전용라인 휀스 공사

  ○청소년센터 시설 유지 관리 보수

  ○세미나실 음향 장비 및 빔프로젝트 설치

0 46,00046,000

 20,000  20,000,000원*1식

 20,000  20,000,000원*1식

 6,000  6,000,000원*1식

- 15 -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책: 청소년 육성 및 보호(사회복지/노인ㆍ청소년)
단위: 청소년센터 운영 활성화 (단위:천원)

405 자산취득비 8,000 16,100 △8,1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교구 수납장 구입

  ○음악실 악기 구입

16,100 △8,1008,000

3,0003,000,000원*1대

5,0001,000,000원*5종

건전 청소년 육성 63,300 77,400 △14,100

균              7,000

기              4,200

도              2,350

군             49,750

시.군 참여위원회 운영(기금) 3,000 3,000 0

기              1,500

군              1,500

201 일반운영비 3,000 3,000 0

기              1,500

군              1,500

03  행사운영비

  ○시군참여위원회 운영

3,000 03,000

3,0003,000,000원

기              1,500

군              1,500

청소년 공부방 운영(균특) 14,000 14,000 0

균              7,000

군              7,000

307 민간이전 14,000 14,000 0

균              7,000

군              7,000

02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14,000 014,000

14,00014,000,000원

균              7,000

군              7,000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기금) 5,400 10,000 △4,600

기              2,700

도              1,350

군              1,350

201 일반운영비 5,400 10,000 △4,600

기              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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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책: 청소년 육성 및 보호(사회복지/노인ㆍ청소년)
단위: 건전 청소년 육성 (단위:천원)

201 일반운영비 도              1,350

군              1,350

03  행사운영비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10,000 △4,6005,400

5,4005,400,000원

기              2,700

도              1,350

군              1,350

고3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도비) 3,350 3,350 0

도              1,000

군              2,350

201 일반운영비 3,350 3,350 0

도              1,000

군              2,350

03  행사운영비

  ○고3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

3,350 03,350

 3,350  3,350,000원

도              1,000

군              2,350

청소년 육성 활동 지원 19,050 18,650 400

201 일반운영비 12,550 12,150 400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향토순례대행진 교재 제작

    ―향토순례대행진 현수막 제작

    ―육성유공자 표창패 제작

    ―청소년증 제작

  ○운영수당

    ―지방청소년위원회 수당

    ―청소년 참여위원회 수당

  ○임차료

    ―향토순례대행진 버스임차

12,150 40012,550

3,650

 1,000  5,000원*200부

 300  60,000원*5종

2,10070,000원*30명

2505,000원*50명

4,900

 700  70,000원*5명*2회

 4,200  70,000원*30명*2회

4,000

 4,000  500,000원*4대*2일

301 일반보상금 6,500 6,5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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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책: 청소년 육성 및 보호(사회복지/노인ㆍ청소년)
단위: 건전 청소년 육성 (단위:천원)

10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참가비

  ○청소년 체험활동 참가비

  ○향토순례대행진 참가자 급식

6,500 06,500

1,00050,000원*20명

 1,500  50,000원*10명*3일

4,0004,000,000원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3,500 3,400 100

201 일반운영비 2,500 2,400 100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청소년보호 홍보물 제작

  ○급량비

    ―유해환경 단속반 급식

2,400 1002,500

400

 400  20,000원*5개*4종

2,100

 2,100  7,000원*20명*15일

301 일반보상금 1,000 1,000 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금

1,000 01,000

 1,000  50,000원*20건

한빛장학회 불우청소년 장학사업 15,000 25,000 △10,000

307 민간이전 15,000 25,000 △10,000

02  민간경상보조

  ○한빛장학회 불우청소년 장학사업 지원

25,000 △10,00015,000

 15,000  500,000원*30명

청소년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20,210 20,160 50

청소년 수련시설 유지관리 20,210 20,160 50

101 인건비 8,160 8,160 0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소년 수련원 환경정비 인부임

8,160 08,160

 8,160  34,000원*4명*60일

201 일반운영비 12,050 12,000 50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수련원 세탁물(모포)정비

    ―수련원 취사장비 및 비품구입

02  공공운영비

3,400 03,400

3,400

1,4007,000원*200장

 2,000  200,000원*10종

8,600 508,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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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책: 청소년 육성 및 보호(사회복지/노인ㆍ청소년)
단위: 청소년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수련원 전기.전화요금

    ―수련원 정화조 청소수수료

    ―수련원 가스화재 책임보험 가입

    ―수련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수련원 전기안전점검비

  ○시설장비유지비

    ―수련원 장비유지비

6,650

4,200350,000원*12월

 500  500,000원*1개소

 300  300,000원*1식

 1,500  1,500,000원*1식

15037,500원*4회

2,000

2,000200,000원*10종

행정운영경비(문화체육관리사업소)(기타/기타) 1,206,407 1,134,390 72,017

인력운영비 1,140,497 1,075,420 65,077

인력운영비 1,140,497 1,054,739 85,758

101 인건비 1,089,317 1,004,699 84,618

01  기본급

  ○봉급

    ―5급(30호봉)

    ―6급(26호봉)

    ―7급(15호봉)

    ―기능7급(27호봉)

    ―기능8급(23호봉)

    ―기능9급(15호봉)

    ―기능10급(5호봉)

  ○상여금

    ―정근수당

02  수당

  ○초과근무수당

    ―5급

    ―6급 및 기능6급

    ―7급 및 기능7급

    ―8급 및 기능8급

535,401 21,892557,293

514,424

35,5362,961,300원*1명*12월

149,1242,485,400원*5명*12월

44,7051,862,700원*2명*12월

27,2852,273,700원*1명*12월

210,4821,948,900원*9명*12월

36,1201,505,000원*2명*12월

11,172931,000원*1명*12월

42,869

42,869514,424,000원*1/12

131,617 18,167149,784

72,615

4,7039,796원*1명*40시간*12월

 19,949  8,312원*5명*40시간*12월

 10,739  7,457원*3명*40시간*12월

 28,867  6,682원*9명*40시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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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책: 행정운영경비(문화체육관리사업소)(기타/기타)
단위: 인력운영비 (단위:천원)

    ―9급 및 기능9급

    ―기능10급

  ○산불비상근무자 초과근무수당

    ―5급

    ―6급 및 기능6급

    ―7급 및 기능7급

    ―8급 및 기능8급

    ―9급 및 기능9급

    ―기능10급

  ○정액수당

    ―가족수당

      ㆍ배우자

      ㆍ존속,비속

    ―자녀학비보조수당

      ㆍ중학생

      ㆍ고등학생(가)

    ―정근수당가산금

      ㆍ25년이상

      ㆍ15년이상 20년 미만

      ㆍ10년이상 15년 미만

      ㆍ5년이상 10년 미만

    ―위험근무수당

      ㆍ을종

    ―대우공무원수당

      ㆍ6급

      ㆍ7급

      ㆍ기능9급

    ―모범공무원수당

    ―특수업무수당

      ㆍ안전관리수당

 5,754  5,993원*2명*40시간*12월

2,6035,422원*1명*40시간*12월

4,541

2949,796원*1명*6시간*5월

1,2478,312원*5명*6시간*5월

6727,457원*3명*6시간*5월

1,8056,682원*9명*6시간*5월

3605,993원*2명*6시간*5월

1635,422원*1명*6시간*5월

72,628

19,680

10,08040,000원*21명*12월

9,60020,000원*40명*12월

11,127

1,02851,400원*5명*4회

10,099420,790원*6명*4회

24,960

14,040130,000원*9명*12월

 9,600  80,000원*10명*12월

 720  60,000원*1명*12월

60050,000원*1명*12월

3,360

3,36040,000원*7명*12월

10,081

5,7272,485,400원*4명*4.8%*12월

2,6202,273,700원*2명*4.8%*12월

1,7341,505,000원*2명*4.8%*12월

30050,000원*1명*6월

2,520

1,80030,000원*5명*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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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책: 행정운영경비(문화체육관리사업소)(기타/기타)
단위: 인력운영비 (단위:천원)

      ㆍ사서수당

      ㆍ장려수당

        ※통신시설

    ―업무대행수당

03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

04  교통보조비

  ○5급

  ○6~7급

  ○8급이하

05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

06  가계지원비

  ○가계지원비

07  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

09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청소년센터 수영, 헬스장 운영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간식비

    ―피복비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인부임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24020,000원*1명*12월

480

48040,000원*1명*12월

60050,000원*1명*12월

31,200 1,56032,760

32,760130,000원*21명*12월

30,000 1,44031,440

1,680140,000원*1명*12월

12,480130,000원*8명*12월

17,280120,000원*12명*12월

49,422 2,02151,443

51,443514,424,000원*1.2/12

82,370 3,36885,738

85,738514,424,000원*2.0/12

27,457 1,12128,578

28,578514,398,000원/12월*1/30*20일

117,232 35,049152,281

72,051

30,49839,100원*3명*260일

10,16630,498,000원*4/12

6,10039,100원*3명*52일

1,76039,100원*3명*15일

 11,437  (39,100원/8시간)*1.5*2시간*260일*3명

9,150(39,100원*1.5)*3명*52일

2,3403,000원*3명*260일

600100,000원*3명*2회

36,198

20,33239,100원*2명*260일

6,77820,332,000원*4/12

4,06739,100원*2명*52일

1,17339,100원*2명*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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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책: 행정운영경비(문화체육관리사업소)(기타/기타)
단위: 인력운영비 (단위:천원)

    ―시간외근무수당

    ―간식비

  ○도서관 장서관리  인부임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가산금

  ○도서관,문화회관 시설물 관리 인부임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2,288  (39,100원/8시간)*1.5*13시간*12월*2명

1,5603,000원*2명*260일

15,260

8,39032,900원*1명*255일

2,7978,389,500원*4/12

1,71132,900원*52일*1명

56032,900원*1명*17일

 963  (32,900원/8시간)*13시간*1.5*1명*12월

8398,389,500원*0.1

28,772

16,77932,900원*2명*255일

5,5938,389,500원*4/12*2명

3,42232,900원*2명*52일

 1,925  (32,900원/8시간)*13시간*1.5*2명*12월

1,05332,900원*2명*16일

203 업무추진비 5,040 5,040 0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문화체육관리사업소 부서 운영

840 0840

84040,000원*21명

4,200 04,200

 4,200  350,000원*12월

204 직무수행경비 46,140 45,000 1,140

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소장

02  직급보조비

  ○5급

  ○6급, 기능6급

  ○7급, 기능7급

  ○8급, 기능8~9급

  ○기능10급

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800 01,800

1,800150,000원*1명*12월

31,200 1,14032,340

3,000250,000원*1명*12월

9,300155,000원*5명*12월

5,040140,000원*3명*12월

13,860105,000원*11명*12월

1,14095,000원*1명*12월

12,000 0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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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책: 행정운영경비(문화체육관리사업소)(기타/기타)
단위: 인력운영비 (단위:천원)

  ○대민활동비(6급이하) 12,00050,000원*20명*12월

기본경비 65,910 58,970 6,940

기본경비 65,910 58,970 6,940

201 일반운영비 57,930 49,830 8,100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구입

    ―문화회관 관련 부책 구입

    ―일간신문 구입

    ―복사기 토너 구입

    ―기본 사무용품 구입

    ―문화회관 및 군립도서관 무인방범용역

      비

  ○운영수당

    ―종합운동장 일직

    ―종합운동장 숙직

    ―군립도서관 일직

    ―군립도서관 숙직

    ―청소년센터 일직

    ―청소년센터 숙직

  ○급량비

    ―비상근무자 급량비(산불, 재해)

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전화요금(문화체육회관)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43,830 11,30055,130

10,720

2,40020,000원*10박스*12월

2,000200,000원*5대*2회

35050,000원*7종

78013,000원*5종*12월

42070,000원*6월

57030,000원*19명

 4,200  350,000원*12월

40,420

5,550111일*1명*50,000원

10,950365일*1명*30,000원

2,60052일*1명*50,000원

9,360312일*1명*30,000원

2,60050,000원*1명*52일

9,36030,000원*1명*312일

3,990

 3,990  7,000원*19명*30일

6,000 △3,2002,800

2,800

600250원*200통*12월

1,800150,000원*12월

40020,000원*20건

202 여비 7,980 7,140 840

01  국내여비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업무 추진

7,140 8407,980

 7,980  70,000원*19명*2일*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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