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스포츠산업과

정책: 생활체육 육성

단위: 체육시설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과 3,596,014 3,857,384 △261,370

기 205,865

도 6,171

군 3,383,978

생활체육 육성 3,546,014 3,802,544 △256,530

기 205,865

도 6,171

군 3,333,978

체육시설 관리 771,908 1,487,552 △715,644

공설운동장 유지관리 188,164 236,423 △48,259

101 인건비 48,240 27,599 20,641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8,240 27,599 20,641

○공설운동장 유지관리 인부임

21,000

○영벽정 축구장 유지관리 인부임

4,200

○다지리 축구장 유지관리 인부임

4,200

○하니움 주변 녹지 유지관리 인부임

16,800

○유지관리 인부 고용, 산재보험료(하니움,공설

,능주,다지리) 2,040

84,000원 * 5명 * 5일 * 10회

84,000원 * 5명 * 2일 * 5회

84,000원 * 5명 * 2일 * 5회

84,000원 * 5명 * 5일 * 8회

510,000원 * 4개소

201 일반운영비 42,024 28,324 13,700

01 사무관리비 27,540 12,840 14,700

○공설운동장 오수정화조 청소

840

○공설운동장 및 잔디광장 가로등 소모품 구입 9,700

○공설운동장 유지보수 10,000

○공설운동장 사무실 관리 운영비 7,000

12,000원 * 35톤 * 2회

02 공공운영비 14,484 15,484 △1,000

○공설운동장 사무실 무인경비 용역비

924

○공설운동장,영벽정축구장,인조잔디축구장 유

지관리 7,000

○잔디깍이(예취기 등) 유류 구입

4,560

○승용 잔디깍이 유지관리비

2,000

77,000원 * 12월

1,900원 * 600ℓ * 4회

1,000,000원 * 2대

206 재료비 20,000 20,000 0

01 재료비 20,000 20,000 0

○공설운동장, 영벽정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

육상트랙 유지관리 20,000

301 일반보상금 900 1,000 △100

08 사회복무요원보상금 900 1,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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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스포츠산업과

정책: 생활체육 육성

단위: 체육시설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공설운동장 관리 공익요원 근무복(동절기,하

절기) 900300,000원 * 3명

401 시설비및부대비 77,000 159,500 △82,500

01 시설비 74,000 158,600 △84,600

○조경수목(소나무 등) 병해충방제

16,000

○조경수목 엽면시비 및 토양개량(비료주기 등)

15,000

○풍차화장실 주변 야생화 화단 조성 20,000

○잔디광장 토피아리 보수 3,000

○용대연못 급수시설 공사 20,000

8,000,000원 * 2회

50,000원 * 300주

03 시설부대비 3,000 900 2,100

○공설운동장 각종 시설공사 3,000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운영 471,694 429,108 42,586

101 인건비 12,024 9,848 2,176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024 9,848 2,176

○하니움 휴일 및 야간근무자 급량비

7,350

○하니움 실내체육관 매트설치 및 수거 인부임

3,024

○하니움 시설업무 직원 작업복 구입

900

○하니움 청소인부 작업복 구입

750

7,000원 * 7명 * 150일

84,000원 * 9명 * 4회

300,000원 * 3명

250,000원 * 3명

201 일반운영비 250,470 276,760 △26,290

01 사무관리비 174,466 208,216 △33,750

○지열 냉난방시스템 소모품 구입(지열히트펌프

외 20종) 5,000

○하니움 각종 청소용구 및 소모품 구입(유리세

정제, 밀걸레 등) 2,616

○하니움 화장실 관리 소모품 구입(화장지, 핸

드타월 등) 24,000

○하니움 샤워실 관리물품 구입(타월,슬리퍼 등

) 1,200

○하니움 실.내외 청소용 쓰레기봉투 구입

4,600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외부 청소 용역

13,800

○하니움 적벽실, 만연홀 의자 청소 용역

3,500

○하니움 적벽실, 만연홀 카페트 청소 용역

4,000

○하니움 환경정비에 따른 꽃박스 꽃 구입

5,000

○하니움 소독 및 방역 7,850

218,000원 * 12월

2,000,000원 * 12월

100,000원 * 12월

920원 * 500매 * 10박스

6,900,000원 * 2회

4,000원 * 875개

4,000,000원 * 1회

2,500,000원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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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스포츠산업과

정책: 생활체육 육성

단위: 체육시설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내부소독 3,400

― 외부방역 4,450

○하니움 EHP실내기 청소 및 약품세척

2,100

○하니움 흡수식 냉.난방기 세관 및 약품교체

7,800

○하니움 공조실, 기계실 설비소모품 구입(12개

월) 25,000

○하니움 보일러 세관 및 부속기기 소모품

2,500

○하니움 은동이온 살균장치 구입

4,000

○하니움 공기 정화기 필터 교환

8,500

○하니움 분수대 부속기기 교환 및 약품 등 구

입 1,000

○하니움 통신, 음향실 소모품 구입 5,000

○하니움 통신시설 방화벽장비 점검 및 유지보

수 6,000

○하니움 교환기(키폰) 장비 유지보수(분기별)

1,000

○하니움 CCTV 장비 유지보수(분기별)

2,000

○하니움 인터넷(백본) 서버 장비 유지보수

6,000

○하니움 실내체육관 전광판 3개소 유지보수

9,000

○하니움 조명 및 전선 기구설비 소모품 구입 20,000

○하니움 소방전기설비 소모품 구입 3,000

680,000원 * 5회

890,000원 * 5회

150,000원 * 14개소

3,900,000원 * 2대

2,500,000 * 1대

2,000,000원 * 2대

850,000원 * 10대

500,000원 * 12월

250,000원 * 4회

500,000원 * 4회

500,000원 * 12월

300,000,000원 * 3/100

02 공공운영비 76,004 68,544 7,460

○하니움 무인경비 용역비 7,320

○하니움 가스안전 정기검사 수수료

300

○하니움 전기안전공사 안전점검 수수료

11,000

○하니움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480

○하니움 승강기 보수유지 관리(FM) 용역

14,400

○하니움 배수펌프 집수정 청소용역

2,800

○하니움 공조설비 배출구, 흡입구, 팬코일판

청소용역 2,000

○하니움 중앙제어 및 자동제어 시스템 유지보

수 용역 10,000

○하니움 소방시설 방화관리 업무대행 용역

7,920

610,000원 * 12월

300,000원 * 1회

5,500,000원 * 2회

120,000원 * 4대

300,000원 * 4대 * 12월

1,400,000원 * 2회

1,000,000원 * 2회

660,000원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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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스포츠산업과

정책: 생활체육 육성

단위: 체육시설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하니움 저수조탱크 청소용역

3,300

○하니움 장비 및 시설관리 유지비(12월) 10,000

○하니움 발전기 설비 유류 구입

760

○하니움 발전기설비 점검 및 유지 보수비

3,000

○하니움 항온항습기 및 패키지 가스보충,필터

교환 2,100

○하니움 침구 구입 및 침구 세탁

600

○하니움 소방안전협회비 24

1,650,000원 * 2회

1,900원 * 400ℓ

3,000,000원 * 1회

50,000원 * 3종 * 4회

24,000원 * 1회

401 시설비및부대비 209,200 136,000 73,200

01 시설비 206,200 136,000 70,200

○하니움 시설물 안전관리 정기점검 용역

12,000

○하니움 시설 유지보수 28,200

○하니움 엘리베이터(누드) 유리 보수 20,000

○하니움 PT(지하실) 조명 교체공사 10,000

○하니움 주변 보도블럭 교체공사 10,000

○하니움 회랑뒤 음수대 재정비공사 10,000

○하니움 등 CCTV 추가설치 공사

6,000

○하니움 이용대 연못 LED경관 조명 및 수질정

화형 부유분수 설치 110,000

6,000,000원 * 2회

3,000,000원 * 2개소

03 시설부대비 3,000 0 3,000

○하니움 각종 시설공사 3,000

생활체육시설보수 40,000 233,420 △193,420

401 시설비및부대비 40,000 233,420 △193,420

01 시설비 40,000 231,260 △191,260

○생활체육시설 개.보수공사(궁도장,게이트볼장

,축구장 등) 20,000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운동기구) 설치 20,000

이용대체육관 운영 64,050 54,601 9,449

101 인건비 4,980 3,621 1,359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980 3,621 1,359

○휴일 및 야간근무자 급량비

3,780

○기간제근로자 작업복 구입(하절기,동절기)

1,200

7,000원 * 3명 * 15일 * 12월

200,000원 * 3명 * 2회

201 일반운영비 59,070 50,980 8,090

01 사무관리비 30,970 42,480 △11,510

○사무실 사무용품 등 구입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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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스포츠산업과

정책: 생활체육 육성

단위: 체육시설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정수기 렌탈 유지관리비

1,200

○구급약품 구입 200

○방송 및 통신 소모품 구입 3,000

○각종 청소용구 및 소모품 구입

1,200

○화장실 소모품 구입 3,600

○샤워실 물품 구입 1,200

○쓰레기봉투 구입 920

○저수조 탱크 청소 1,650

○조명 및 전선기구설비 소모품 구입 3,000

○외부청소 용역 5,000

○소독 및 방역 용역 3,000

― 내부소독 1,300

― 외부소독 1,700

○기계설비 소모품 구입 2,000

○CCTV 장비 유지보수 1,000

○보일러 소모품 구입 1,000

○소방전기설비 소모품 구입 1,000

50,000원 * 2대 * 12개월

100,000원 * 2회

100,000원 * 12월

300,000원 * 12개월

100,000원 * 12월

920원 * 500매 * 2박스

1,650,000원 * 1회

5,000,000원 * 1회

650,000원 * 2회

850,000원 * 2회

500,000원 * 2회

02 공공운영비 28,100 8,500 19,600

○소방시설 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 2,000

○이용대체육관 시설 유지관리 20,000

○패키지 냉·난방기 가스보충 및 필터교환

1,500

○무인경비 용역비 3,600

○조명 자동제어시스템 유지보수 1,000

750,000원 * 2회

300,000원 * 12개월

전천후 게이트볼장 운영 8,000 5,000 3,000

201 일반운영비 8,000 5,000 3,000

01 사무관리비 1,200 0 1,200

○전천후 게이트볼장 소방전기설비 소모품 구입 1,200

02 공공운영비 6,800 5,000 1,800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 유지관리 5,000

○전천후 게이트볼장 소방시설 안전관리 업무대

행 용역 1,800150,000원 * 12회

체육활동 지원 2,135,626 1,736,762 398,864

기 205,865

도 6,171

군 1,923,590

체육행사 및 참가자 지원 948,620 757,700 190,920

201 일반운영비 4,000 5,000 △1,000

03 행사운영비 4,000 0 4,000

○각종대회 개최, 전지훈련 지원 소모품 구입비

4,000200,000원 * 20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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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스포츠산업과

정책: 생활체육 육성

단위: 체육활동 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301 일반보상금 7,900 7,900 0

09 행사실비보상금 7,900 7,900 0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자 일비보상

5,400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참가자 일비보상

2,500

180,000원 * 30명

50,000원 * 50명

307 민간이전 936,720 739,800 196,92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729,000 679,800 49,200

○화순군체육회장기대회 개최비 50,000

○전라남도민 체육대회 출전경비 175,000

○체육회 각종대회 유치개최에 따른 장비 임차

및 운영비 20,000

○화순군체육회 대회 출전선수 위문 격려 5,000

○전국단위 각종대회 출전선수 지원 5,000

○전국단위대회 입상자 장려금 3,000

○도단위 각종대회 출전선수 지원 3,000

○전국체전 참가 출전선수 지원 13,000

○전국체전 참가 출전선수 격려 3,000

○전국소년체전 출전선수 지원 13,000

○전국소년체전 출전선수 격려 3,000

○엘리트체육 전지훈련 지원 15,000

○화순체육 영재육성 지원 10,000

○화순군생활체육회장기대회 60,000

○생활체육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50,000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경비 80,000

○화순군생활체육회 각종 대회유치 및 개최에

따른 장비임차 및 운영비 20,000

○생활체육 종목별 전국대회 출전비 20,000

○생활체육 종목별 도대회 출전비 20,000

○체육단체 및 동호인 운영비 지원 40,000

○화순어린이 축구단 운영비 20,000

○궁동장 고전비 지원 24,000

○전라남도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참가 5,000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25,000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경비 30,000

○제1회 전라남도 여성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7,000

○생활체육회 사업 운영 앰프구입

10,0002,000,000원 * 5개

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47,720 0 147,720

○화순군체육회 운영비 지원 25,200

○화순군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32,000

○화순군체육회 간사 인건비 15,000

○화순군체육회 사무실 임차료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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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스포츠산업과

정책: 생활체육 육성

단위: 체육활동 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화순군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40,000

○화순군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26,520

○화순군생활체육회 사무실 임차료 5,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60,000 60,000 0

○읍.면면의날 체육행사 지원 60,000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지원 700,000 515,000 185,000

201 일반운영비 125,000 130,000 △5,000

03 행사운영비 125,000 130,000 △5,000

○전국 및 도단위 규모 등 대회 유치 및 개최운

영비 45,000

○전지훈련 및 스토브리그 개최에 따른 운영비

80,000

2,250,000원 * 20회

8,000,000원 * 10회

307 민간이전 575,000 385,000 190,0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575,000 385,000 190,000

○제4회 화순군수배 전국복싱대회 20,000

○제18회 화순군수배 전국 남녀 궁도대회 40,000

○제14회 화순고인돌배 전국마라톤 대회 30,000

○제4회 무등산기 배구대회 5,000

○제5회 화순고인돌배 전국클럽대항 축구대회 30,000

○하니움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50,000

○제3회 국민생활체육 화순군자연속愛배 전남.

광주 야구대회 10,000

○제6회 화순군수배 광주.전남 생활체육 테니스

대회 20,000

○2015 전라남도 클럽대항 청소년생활체육대회

개최비 10,000

○제6회이용대올림픽제패기념 전국초.중.고.대

배드민턴 대회 150,000

○제25회 용인대총장기 전국태권도대회 150,000

○제11회 영산강 사랑 시도민 한마음 걷기대회 30,000

○호심배 골프대회 30,000

체육바우처 사업 68,562 65,118 3,444

기 47,993

도 6,171

군 14,398

307 민간이전 68,562 65,118 3,444

기 47,993

도 6,171

군 14,398

02 민간경상사업보조 68,562 65,118 3,444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142개소) 68,562

기 47,993

도 6,171

군 1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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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스포츠산업과

정책: 생활체육 육성

단위: 체육활동 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384,244 366,244 18,000

기 157,872

군 226,372

301 일반보상금 5,000 5,000 0

09 행사실비보상금 5,000 5,000 0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참가 보상 5,000

307 민간이전 379,244 361,244 18,000

기 157,872

군 221,372

02 민간경상사업보조 379,244 361,244 18,000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 50,500

○생활체육지도자 명절수당 13,000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97,152

기 48,576

군 48,576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18,592

기 109,296

군 109,296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34,200 32,700 1,500

307 민간이전 34,200 32,700 1,5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34,200 0 34,200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용품 지원 5,000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5,000

○어린이 체능 교실 2,200

○청소년 체능교실(청소년생활체육대회참가) 2,200

○생활체육교실 운영(생활체육활성화) 9,000

○여성생활체육교실 3,000

○광장수업 운영 7,800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627,640 578,230 49,410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627,640 578,230 49,410

201 일반운영비 4,200 4,200 0

02 공공운영비 4,200 4,200 0

○직장운동경기부(배드민턴) 차량운영 유지비

4,200350,000원 * 12월

301 일반보상금 623,440 574,030 49,410

10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 623,440 574,030 49,410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623,440

― 기본급 378,000

― 상여금 15,000

― 가족수당 2,880

― 훈련수당 3,600

3,500,000원 * 9명 * 12월

625,000원 * 2명 * 12월

120,000원 * 2명 * 12월

150,000원 * 2명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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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스포츠산업과

정책: 생활체육 육성

단위: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경기력 향상수당 4,200

― 지도자 수당 6,000

― 직장운동경기부 4대보험 부담금

37,800

― 포상금 20,000

― 복리후생비(직급보조비,급식비)

6,240

― 명절휴가비 50,400

― 선수단 운영비 60,000

― 전국배드민턴실업연맹 연회비 5,000

― 전지훈련비 15,000

― 전국규모 배드민턴대회 출전경비

15,000

― 선수 재해보험료 4,320

175,000원 * 2명 * 12월

250,000원 * 2명 * 12월

350,000원 * 9명 * 12월

260,000원 * 2명 * 12월

2,800,000원 * 9명 * 2회

5,000,000원 * 3회

5,000,000원 * 3회

40,000원 * 9명 * 12월

체육시설 대관 10,840 0 10,840

체육시설 대관 10,840 0 10,840

201 일반운영비 10,840 0 10,840

01 사무관리비 10,840 0 10,840

○문화예술,스포츠 행사 대관 운영 및 홍보비 10,000

○위성방송료 84070,000원 * 12월

행정운영경비(스포츠산업과) 50,000 54,840 △4,840

기본경비 50,000 54,840 △4,840

기본경비 50,000 54,840 △4,840

201 일반운영비 30,000 34,840 △4,840

01 사무관리비 30,000 34,840 △4,840

○일반수용비(부서운영) 15,000

○급량비(부서운영) 15,000

202 여비 20,000 20,000 0

01 국내여비 20,000 20,000 0

○부서운영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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