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스포츠산업과

정책: 생활체육 육성

단위: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스포츠산업과 7,454,138 7,477,692 △23,554

균 165,000

기 243,941

도 7,156

군 7,038,041

생활체육 육성 7,073,266 6,948,422 124,844

균 165,000

기 243,941

도 7,156

군 6,657,169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819,314 809,900 9,414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운영 819,314 809,900 9,414

201 일반운영비 4,000 4,000 0

02 공공운영비 4,000 4,000 0

○직장운동경기부(배드민턴) 차량운영 유지비 4,000

301 일반보전금 815,314 805,900 9,414

10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 815,314 805,900 9,414

○ 화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590,514

― 기본급 493,266

― 상여금 1,939

― 가족수당 3,120

― 훈련수당 3,600

― 경기력 향상수당 4,200

― 지도자 수당 6,000

― 복리후생비(직급보조비,급식비) 6,240

― 명절휴가비 15,755

― 처우개선비 2,327

― 직장운동경기부 4대보험 부담금 54,067

○포상금 30,000

○퇴직금 50,000

○선수단 운영비 85,000

○전국배드민턴실업연맹 연회비 5,000

○전지훈련비 20,000

○전국(국제) 규모 배드민턴대회 출전경비 30,000

○선수 재해보험료 4,800

체육시설 대관 10,712 7,560 3,152

체육시설 대관 10,712 7,560 3,152

101 인건비 2,912 0 2,912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912 0 2,912

○하니움 청원경찰 급량비 2,912

201 일반운영비 7,800 7,560 240



부서: 스포츠산업과

정책: 생활체육 육성

단위: 체육시설 대관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사무관리비 7,800 7,560 240

○하니움 대관 운영 및 홍보비 6,000

○위성방송료 840

○하니움 숙직자 침구 구입 및 세탁 960

체육활동 지원 2,165,703 1,569,484 596,219

기 243,941

도 7,156

군 1,914,606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101,019 80,480 20,539

기 52,513

도 6,752

군 41,754

307 민간이전 101,019 80,480 20,539

기 52,513

도 6,752

군 41,754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01,019 80,480 20,539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75,019

기 52,513

도 6,752

군 15,754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군비추가분) 26,000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4,480 0 4,480

기 3,136

도 404

군 940

307 민간이전 4,480 0 4,480

기 3,136

도 404

군 94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4,480 0 4,480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4,480

기 3,136

도 404

군 940

체육행사 및 참가자 지원 760,000 682,500 77,500

201 일반운영비 2,000 2,000 0

03 행사운영비 2,000 2,000 0

○각종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지원 소모품 구입

비 2,000

307 민간이전 758,000 678,000 80,0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496,000 518,000 △22,000

○제28회 서울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 출전 1,000

○제4회 전국지체장애인파크골프대회 출전 1,000

○제11회 전국 지체장애인체육대회 출전 3,000



부서: 스포츠산업과

정책: 생활체육 육성

단위: 체육활동 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제59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출전 200,000

○제49회 전국소년체전 출전선수 지원 13,000

○제49회 전국소년체전 출전선수 격려 3,000

○제4회 전라남도 어린이생활체육대축전 출전 3,000

○각종대회 출전선수 위문 격려 5,000

○각종 대회유치 개최에 따른 장비임차 및 운영 10,000

○엘리트 전국단위대회 입상자 장려금 지원 5,000

○엘리트체육 전지훈련 지원 10,000

○엘리트 도단위 각종대회 출전선수 지원 10,000

○엘리트 전국단위 각종대회 출전선수 지원 10,000

○화순 체육영재 육성 지원 30,000

○생활체육 종목별 전국대회 출전 20,000

○생활체육 종목별 도대회 출전 30,000

○체육단체 및 동호인 운영비 지원 50,000

○화순 어린이축구교실 운영 30,000

○궁도장 고전비 지원 24,000

○제4회 전라남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 8,000

○제28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30,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262,000 160,000 102,000

○제17회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장기 노인게이

트볼대회 7,000

○제6회 화순군게이트볼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 10,000

○제3회 화순군수배 축구대회 15,000

○2020 화순군 청소년 스포츠 동아리대회 20,000

○전지훈련팀 유치 지원 100,000

○2020 화순군체육회장기 종목별 대회 90,000

○제4회 화순군수배 등산대회 20,000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지원 585,000 125,000 460,000

201 일반운영비 30,000 30,000 0

03 행사운영비 30,000 30,000 0

○전국 및 도단위 규모 등 대회 유치 개최 운영

비 30,000

307 민간이전 555,000 95,000 460,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555,000 95,000 460,000

○제6회 영호남 화합 호국검도대전 15,000

○제3회 화순군수배 배구대회 15,000

○제32회 무등기 전국 어린이·어머니·교직원

배구대회 30,000

○제6회 너릿재옛길 혹서기 마라톤대회 10,000

○제8회 화순군자연속愛배 전남광주 야구대회 10,000

○제4회 화순적벽배 탁구대회 20,000



부서: 스포츠산업과

정책: 생활체육 육성

단위: 체육활동 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제4회 전남회장기 고단자검도대회 및 제27회

전남회장기 생활체육검도대회 20,000

○제9회 화순군수배 전국 복싱대회 20,000

○제11회 화순군수배 전남광주 생활체육 테니스

대회 20,000

○제4회 화순군수배 호남 그라운드골프대회 20,000

○제3회 화순군수배 족구대회 15,000

○제19회 화순고인돌 전국 마라톤대회 40,000

○제5회 화순적벽배 클럽대항 축구대회 30,000

○제6회 화순적벽배 배드민턴 축제 50,000

○제11회 이용대배 전국 학교대항 배드민턴 선

수권대회 200,000

○제58회 전남서남부권 15개 시군 게이트볼대회 10,000

○제5회 전라남도협회장기 배드민턴 대회 30,000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92,720 91,500 1,220

307 민간이전 92,720 91,500 1,22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92,720 91,500 1,220

○생활체육지도자 명절휴가비(설, 추석) 12,000

○생활체육지도자 연수 및 워크숍 15,000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 47,000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정액급식비) 지원

18,720130,000원 * 12명 * 12월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31,200 34,200 △3,000

307 민간이전 31,200 34,200 △3,0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31,200 34,200 △3,000

○어린이 체능교실 2,200

○청소년 체능교실(청소년생활체육대회참가) 2,200

○여성생활체육교실 3,000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7,000

○광장수업 운영 7,800

○생활체육교실 운영(생활체육활성화)

9,000500,000원 * 3개소 * 6월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115,872 107,232 8,640

기 57,936

군 57,936

307 민간이전 115,872 107,232 8,640

기 57,936

군 57,936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15,872 107,232 8,640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15,8722,414,000원 * 4명 *12월

기 57,936

군 57,936



부서: 스포츠산업과

정책: 생활체육 육성

단위: 체육활동 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260,712 241,272 19,440

기 130,356

군 130,356

307 민간이전 260,712 241,272 19,440

기 130,356

군 130,356

02 민간경상사업보조 260,712 241,272 19,440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60,7122,414,000원*9명*12월

기 130,356

군 130,356

화순군체육회 지원 214,700 207,300 7,400

307 민간이전 214,700 207,300 7,400

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14,700 207,300 7,400

○화순군체육회 운영 지원 50,000

○화순군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138,700

○화순군체육회 사무실 임차료 8,000

○화순군체육회 차량 렌트 및 차량운영비 18,000

체육시설 관리 4,077,537 4,561,478 △483,941

균 165,000

군 3,912,537

공설운동장 유지관리 448,711 761,286 △312,575

101 인건비 111,467 100,907 10,560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880 1,880 0

○공설운동장 휴일 및 야간근무자 급량비 1,280

○공설운동장 시설관리 직원 작업복 및 작업화

구입 6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9,587 99,027 10,560

○공설운동장 유지관리 인부임 37,400

○영벽정 축구장 유지관리 인부임 6,411

○다지리 축구장 유지관리 인부임 6,411

○하니움 주변 녹지 유지관리 인부임 53,425

○녹지 유지관리 인부 4대 보험료 5,940

201 일반운영비 73,019 63,019 10,000

01 사무관리비 7,500 7,500 0

○공설운동장 사무실 관리 운영비 7,000

○전동승용예취기 보험료 500

02 공공운영비 65,519 55,519 10,000

○공설운동장 청소용 쓰레기봉투 등 구입 7,360

○공설운동장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칩(120ℓ )

구입 549

○공설운동장 오수정화조 청소 640



부서: 스포츠산업과

정책: 생활체육 육성

단위: 체육시설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잔디깍이(예취기 등) 유류 구입 2,970

○승용 잔디깎이 유지관리비 4,000

○공설운동장 유지보수 50,000

206 재료비 3,000 3,000 0

01 재료비 3,000 3,000 0

○공설운동장 및 축구보조구장, 영벽정구장, 다

지리구장, 육상트랙 등 유지관리 3,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61,225 594,360 △333,135

01 시설비 259,000 590,500 △331,500

○하니움 남문 남자화장실 리모델링 15,000

○조경수목(소나무, 반송 등) 병해충방제 40,000

○관목류 수형조절 및 전지작업 20,000

○소나무 전지작업(반송, 적송 등) 30,000

○조경수목 동해 방지제 살포 6,000

○공설운동장 및 하니움 잔디밭 비료·살충제

살포 10,000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모래 포설공사 10,000

○공설운동장 및 하니움 조경수 보식 60,000

○다지리 축구장 점수판(전광판) 설치 30,000

○CCTV설치(공설운동장, 축구보조구장, 영벽정

구장, 다지리구장) 20,000

○축구보조구장 관람석 막구조 도색 공사 10,000

○옥외 가로등 노후 분전반 교체공사 8,000

03 시설부대비 2,225 3,860 △1,635

○공설운동장 각종 시설공사 2,225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운영 1,524,920 1,166,672 358,248

101 인건비 15,950 13,260 2,690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720 8,160 2,560

○하니움 휴일 및 야간근무자 급량비 6,720

○하니움 시설업무 직원 작업복 구입 4,0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230 5,100 130

○하니움 휴일 및 야간근무자 급량비 960

○하니움 실내체육관 매트설치 및 수거 인부임 4,270

201 일반운영비 379,652 334,412 45,240

01 사무관리비 146,500 148,280 △1,780

○하니움 지열냉난방시스템 소모품 구입 15,000

○하니움 각종 청소용구 및 소모품 구입 2,400

○하니움 화장실 관리 소모품 구입 18,000

○하니움 샤워실 관리물품 구입 1,000

○하니움 실·내외 청소용 쓰레기봉투 등 구입 8,280



부서: 스포츠산업과

정책: 생활체육 육성

단위: 체육시설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하나움 환경정비에 따른 꽃박스 구입(화분 및

꽃) 5,000

○하니움 내·외부 소독 및 방역 8,000

○하니움 EHP실내기 청소 및 약품세척 5,600

○하니움 흡수식 냉.난방기 세관 및 약품세척 10,000

○하니움 공조실, 기계실 설비소모품 구입(12개

월) 30,000

○하니움 보일러 세관 및 부속기기 소모품 2,500

○하니움 은동이온 살균장치 구입 4,500

○하니움 공기조화기 필터 교환 8,500

○하니움 전기 소모품 구입 15,000

○하니움 통신, 음향실 소모품 구입 3,000

○하니움 실내체육관 전광판 3개소 유지보수 9,000

○하니움 교육동(지하1,2층) 정수기 렌탈료 720

02 공공운영비 233,152 186,132 47,020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외부 청소 용역 14,000

○하니움 이용대연못 바닥 청소 및 준설용역 26,000

○하니움 무인경비 용역비 10,800

○하니움 CCTV 임차료 6,732

○하니움 중앙제어 및 자동제어 시스템 유지보

수 용역 12,000

○하니움 승강기 보수유지 관리(FM) 용역 16,330

○하니움 저수조 탱크 청소 용역 3,300

○하니움 배관펌프 집수정 청소용역 2,800

○하니움 공조설비 배출구, 흡입구, 팬코일판

청소 용역 2,000

○하니움 항온항습기 및 패키지 가스보충 및 필

터교환 3,000

○하니움 가스안전 정기검사 수수료 400

○하니움 소방시설 방화관리 업무대행 용역 9,720

○하니움 전기안전공사 안전점검 수수료 9,000

○하니움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480

○하니움 발전기 설비 유류구입 640

○하니움 발전기 설비 점검 및 유지보수비 1,600

○하니움 소방안전협의회비 50

○하니움 전력제어, 조명(제어), 무대조명 유지

보수 10,000

○하니움 장비 및 시설관리 유지비 12,000

○하니움 저수조 탱크 및 바닥분수대 수질검사

수수료 300

○하니움 바닥분수설비 정비 및 보수 20,000

○하니움 옥상 및 지하 우수배수구 청소용역 3,000

○하니움 옥상 냉각탑탱크 청소용역 2,000



부서: 스포츠산업과

정책: 생활체육 육성

단위: 체육시설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하니움 적벽실, 만연홀 의자 및 카페트 청소

용역 20,000

○하니움 바닥분수대 약품 구입 및 청소 용역 1,500

○하니움 중앙제어 UPS 배터리 교체 5,000

○하니움 지열시스템(2호기) 판형 열교환기 교

체 공사 10,000

○하니움 보일러 등 연통 보수 교체 5,000

○하니움 흡수식 냉온수기 냉매펌프 교체 5,000

○하니움 옥상 냉각탑 충진제(냉각핀) 교체 14,000

○하니움 자가용수전설비 특고압 퓨즈 교체 3,000

○하니움 수전설비 축전지 교체공사(LBS반) 3,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122,318 819,000 303,318

01 시설비 1,117,000 816,000 301,000

○하니움 시설물 안전관리 정기점검(상,하반기)

용역 12,000

○하니움 자동제어 DDC 교체공사(3,4면) 20,000

○하니움 화장실 칸막이 교체작업 55,000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및 주변 체육시설 LED

교체 공사 400,000

○하니움 시설 유지보수 50,000

○하니움 목사고을 앞 비가림시설 공사 40,000

○하니움 적벽실 및 만연홀 무대 바닥 샌딩 공

사 10,000

○하니움 목사고을, 세미나 1,2실 카페트 교체

공사 20,000

○하니움 준옥상 바닥 방수 공사 30,000

○하니움 사각정자 연못 목교 및 도보데크 교체 10,000

○하니움 전력용 콘덴서 교체 공사 10,000

○하니움 적벽실 방송설비 교체 공사 160,000

○이용대연못 주변 분무냉방장치 설치 300,000

03 시설부대비 5,318 3,000 2,318

○하니움 각종 시설공사 5,318

405 자산취득비 7,000 0 7,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 0 7,000

○하니움 목사고을 공기청정기 구입 2,000

○하니움 체육관동 지하 제습기 구입 5,000

이용대체육관 운영 87,670 132,892 △45,222

101 인건비 5,820 3,680 2,140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820 3,680 1,140

○이용대체육관 휴일 및 야간근무자 급량비 4,320

○이용대체육관 시설관리 직원 작업복 구입(2회

) 5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0 0 1,000



부서: 스포츠산업과

정책: 생활체육 육성

단위: 체육시설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이용대체육관 시설업무 직원 작업복 구입(2회

) 1,000

201 일반운영비 57,710 50,510 7,200

01 사무관리비 11,480 6,580 4,900

○이용대체육관 구급약품 구입 300

○이용대체육관 각종 청소용구 및 소모품 구입 600

○이용대체육관 화장실 소모품 구입 2,160

○이용대체육관 내 샤워실 물품 구입 600

○이용대체육관 청소용 쓰레기봉투 구입(50ℓ ) 920

○이용대체육관 기계설비 소모품 구입 2,000

○이용대체육관 소화기, 화재감지기 교체 3,700

○이용대체육관 정수기 렌탈 유지관리비 1,200

02 공공운영비 46,230 43,930 2,300

○이용대체육관 소방시설 안전관리 업무대행 용

역 2,640

○이용대체육관 시설 유지관리 20,000

○이용대체육관 냉·난방기(스탠드형 포함) 가

스보충 및 필터교환, 약품청소 용역 4,000

○이용대체육관 무인경비 용역비 3,600

○이용대체육관 조명 자동제어시스템 유지보수 2,000

○이용대체육관 CCTV 임차료 540

○이용대체육관 저수조 탱크 청소 용역 1,650

○이용대체육관 소독 및 방역 용역 4,800

○이용대체육관 외부청소 용역 7,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4,140 78,702 △54,562

01 시설비 23,300 78,000 △54,700

○이용대체육관 화장실 강제 급배기 설치 공사 20,000

○이용대체육관 내 배드민턴실업팀 사무실 냉난

방기 설치 3,300

03 시설부대비 840 702 138

○이용대체육관 각종 시설공사 840

전천후 게이트볼장 운영 13,120 8,000 5,120

201 일반운영비 3,120 8,000 △4,880

01 사무관리비 1,200 6,200 △5,000

○전천후 게이트볼장 소방전기 소모품 구입 1,200

02 공공운영비 1,920 1,800 120

○전천후 게이트볼장 소방시설 안전관리 업무대

행 용역 1,92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 0 10,000

01 시설비 10,000 0 10,000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 유지관리 10,000



부서: 스포츠산업과

정책: 생활체육 육성

단위: 체육시설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생활체육시설보수 767,316 320,628 446,688

401 시설비및부대비 767,316 320,628 446,688

01 시설비 763,000 318,000 445,000

○궁도장(4개소) 유지관리 10,000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50,000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구입 200,000

○동복면 군자정 사대 확장 및 외벽 보수공사 60,000

○도암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농지보전부담금 13,000

○테니스장 하드코트 설치 및 보수 270,000

○테니스장 관람석 막구조 설치공사 70,000

○북면게이트볼장 사무실 신축 90,000

03 시설부대비 4,316 2,628 1,688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4,316

체육진흥시설 지원(생활) 1,235,800 1,500,000 △264,200

균 165,000

군 1,070,800

308 자치단체등이전 650,000 1,500,000 △850,000

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 650,000 1,500,000 △850,000

○화순 야구장 건립비 지원 6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85,800 0 585,800

균 165,000

군 420,800

01 시설비 585,800 0 585,800

○하니움 복싱체육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5,800

○하니움 복싱체육관 건립사업 550,000

균 165,000

군 385,000

군민문화종합센터 324,872 477,270 △152,398

문화센터시설관리 324,872 477,270 △152,398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 324,872 477,270 △152,398

101 인건비 19,600 13,200 6,4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600 13,200 6,400

○수영장 강사, 안전요원 및 환경미화원 피복비 7,600

○문화센터 새벽 근무자 특근 급량비 12,000

201 일반운영비 228,272 222,070 6,202

01 사무관리비 155,592 155,592 0

○군민종합문화센터 쓰레기 봉투 구입 4,600

○군민종합문화센터 수목 및 화초 유지 관리 4,500

○군민종합문화센터 장비 유지보수 5,800

○군민종합문화센터 청소용품 및 화장실 관리

소모품 구입 15,000



부서: 스포츠산업과

정책: 군민문화종합센터

단위: 문화센터시설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군민종합문화센터 소독 및 방역 8,450

○군민종합문화센터 기계 및 전기 소모품 구입 25,000

○군민종합문화센터 보일러 유지보수 11,600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 물품 구입 4,800

○군민종합문화센터 정수기 유지관리 4,032

○수영장 샤워실 물품 구입 2,400

○수영장 필터 구입 및 교환 10,900

○수영장 잔류염소 측정기 센서 교체

1,600

○수영장 여과기 여제 교체

10,000

○수영장 매표 회원관리시스템 및 운영물품 구

입 7,420

○군민종합문화센터 발전기설비 점검 및 유지보

수비 2,000

○수중 로봇청소기 유지보수 2,000

○수영장 수질관리 물품 구입 19,490

○수영강습 보조용품 구입 등 운영물품 구입 1,500

○승강기 소모품 구입 1,000

○냉·난방기(지열시스템 포함) 종합 청소 13,500

1,600,000원 * 1회

5,000,000원 * 2기 * 1회

02 공공운영비 72,680 66,478 6,202

○군민종합문화센터 실내바닥 청소 및 왁스작업 24,000

○군민종합문화센터 발전기 유류 구입 390

○군민종합문화센터 장비 및 시설관리 유지비 20,000

○군민종합문화센터 안전관리 대행 용역 21,360

○군민종합문화센터 정기검사 및 점검 수수료 3,840

○수영장 저수조 유지보수 3,090

401 시설비및부대비 77,000 242,000 △165,000

01 시설비 77,000 241,000 △164,000

○군민종합문화센터 시설물 안전관리 정기 점검

용역 4,000

○수영장 바닥청소 8,000

○군민종합문화센터 시설 유지보수 등 65,000

행정운영경비(스포츠산업과) 56,000 52,000 4,000

기본경비 56,000 52,000 4,000

기본경비 56,000 52,000 4,000

201 일반운영비 25,000 25,000 0

01 사무관리비 25,000 25,000 0

○일반수용비(부서운영) 14,000

○급량비(부서운영) 11,000

202 여비 31,000 27,000 4,000

01 국내여비 31,000 27,000 4,000



부서: 스포츠산업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스포츠산업과)

단위: 기본경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운영 3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