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체육시설관리과

정책: 체육시설관리과 운영

단위: 체육시설물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체육시설관리과 (조정)

체육시설관리과 1,640,804 1,520,467 120,337

체육시설관리과 운영 1,532,736 1,412,669 120,067

체육시설물 관리 964,736 1,053,669 △88,933

체육시설 운영 903,506 992,439 △88,933

101 인건비 82,138 81,734 404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2,138 81,734 404

○실내수영장 하절기 안전근무자 인부임 4,824

― 기본급 4,824

○유달경기장,목포체육관 제초작업 인부임

2,895

○부주산 테니스장,유달경기장 환경정비 인부임 33,338

― 기본급 24,313

― 간식비 2,008

― 주휴수당 5,017

― 명절휴가비 800

― 교통보조비 1,200

○목포체육관 환경정비 인부임 16,670

― 기본급 12,157

― 간식비 1,004

― 명절휴가비 400

― 주휴수당 2,509

― 교통보조비 600

○부주산 체육공원 제초작업 인부임(테니스장,

축구장,족구장) 3,474

○카누경기장 잡초제거 인부임

1,737

○부주산 테니스장 코치 수당 19,200

― A급 11,520

― B급 7,680

48,240원*2명*50일

48,240원*5명*3일*4회

48,240원*2명*252일

2,000원*2명*251일*2회

48,240원*2명*52일

200,000원*2명*2회

50,000원*2명*12월

48,240원*1명*252일

2,000원*1명*251일*2회

200,000원*1명*2회

48,240원*1명*52일

50,000원*1명*12월

48,240원*6명*3일*4회

48,240원*3명*4일*3회

80,000원*20명*12월*60%

80,000원*20명*12월*40%

201 일반운영비 704,512 718,063 △13,551

01 사무관리비 50,918 56,126 △5,208

○일반수용비 50,918

― 목포체육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0,236

― 유달경기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3,108

― 체육시설(체육관,수영장,경기장)방화관리

대행업무 수수료 7,800

― 체육시설 내 임대시설 감정평가 수수료

1,000

― 목포체육관 냉동기 정기검사 수수료

350

853,000원*12월

259,000원*12월

650,000원*12월

200,000원*5개소

350,000원*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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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체육시설관리과

정책: 체육시설관리과 운영

단위: 체육시설물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체육관,수영장 보일러 정기검사 수수료(2톤

3대) 540

― 체육관 보일러 성능검사 수수료(2톤)

500

― 소방안전관리협회비 100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60

―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1,872

ㆍ 실내수영장 1,080

ㆍ 부주산 파크골프장 사무실

792

― 목포체육관 세정군 비데수수료

1,194

― 목포체육관,부주산 정수기임대 수수료

671

― 목포체육관외 2개소 호남방송 수수료

528

― 유달경기장 장애인승강기 수수료

960

― 유달경기장, 부주산 인터넷 수수료

672

― 실내수영장 욕수 수질검사 수수료

437

― 실내수영장 양수장 및 저수조탱크 청소

2,000

― 실내수영장 정수탱크 청소 1,600

― 분뇨 및 오수정화조 청소(체육관,수영장,경

기장,파크골프장) 6,000

― 실내수영장 자동발매기 유지관리 및 소모품

구입 3,240

ㆍ실내수영장 자동발매기 유지보수비

2,160

ㆍ감열롤지 1,080

― 체육시설 운동용품 구입(체육관,경기장,파

크골프장,카누경기장) 500

ㆍ네트(배구,테니스,축구,족구,배드민턴)

500

― 체육관 도시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수

수료 350

― 가스사용시설 단독정압기 분해점검 수수료

2,000

― 청소용역 수수료 1,600

― 청소용품 구입(롤화장지등 10종)

3,600

180,000원*3대*1회

250,000원*2대*1회

100,000원*1회

60,000원*1회

90,000원*1개소*12월

66,000원*1개소*12월

19,900원*5개소*12월

55,900원*1개소*12월

44,000원*12월

80,000원*1개소*12월

56,000원*12월

36,400원*12월

1,000,000원*2회

800,000원*2회

30원*200,000ℓ

180,000원*12월

30,000원*3롤*12월

100,000원*5개

350,000원*1회

2,000,000원*1회

400,000원*4회

300,000원*12월

02 공공운영비 653,594 661,937 △8,343

○공공요금 및 제세 223,450

― 전기료(체육관,수영장,유달경기장,파크골프

장,테니스장,족구장,측구장,공원내가로등)

142,14011,845,000원*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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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체육시설관리과

정책: 체육시설관리과 운영

단위: 체육시설물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상,하수도료(체육관,수영장,유달경기장,파

크골프장) 72,000

― 중,소형 승합차 4,710

ㆍ자동차세 390

ㆍ정기검사수수료 150

ㆍ책임보험료 990

ㆍ종합보험료 1,980

ㆍ환경개선부담금 1,200

― 교통유발 부담금 4,400

― 우편료 200

ㆍ일반우편 116

ㆍ등기우편 84

○연료비 340,744

― 체육관 및 수영장 난방 336,000

― 체육관 및 유달경기장 숙직실 등 난방

2,500

― 예취기 등 연료비 1,800

― 유달경기장 성화대 LPG가스 구입

444

○시설장비유지비 60,000

― 건물 및 기계장비 유지비

42,000

― 유달경기장 전광판 관리대행수수료

18,000

○차량선박비 29,400

― 연료비 24,960

ㆍ업무용차량 3,432

ㆍ34인승 중형버스

21,528

― 차량수리비 4,440

ㆍ업무용차량 840

ㆍ34인승 중형버스 3,600

6,000,000원*12월

65,000원*3대*2회

25,000원*3대*2회

330,000원*3대*1회

660,000원*3대*1회

200,000원*3대*2회

4,400,000원*1회

240원*40회*12월

1,750원*4회*12월

28,000,000원*12월

500,000원*5개월

150,000*12월

37,000원*12통*1회

3,500,000원*12월

600,000,000원*3%

1,300원*220ℓ *12월

1,300원*690ℓ *2대*12월

70,000원*12월

150,000원*2대*12월

202 여비 2,256 1,642 614

01 국내여비 2,256 1,642 614

○체육시설 선진지 시,도견학 2,256225,600*2명*5회

206 재료비 46,600 48,000 △1,400

01 재료비 46,600 48,000 △1,400

○실내수영장 정수약품 구입(고분자응집제등)

6,000

○보일러 청관약품(청관제 외) 6,000

○전기재료 구입(메탈램프 외 7종)

4,800

○동절기 체육시설 진입도로 제설작업 염화칼슘

구입 2,250

500,000*12월

500,000원*12월

400,000원*12월

15,000원*150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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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체육시설관리과

정책: 체육시설관리과 운영

단위: 체육시설물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체육시설 잔디보식 및 복토 3,100

― 마사토 구입(15톤트럭) 1,600

― 잔디구입 1,500

○목포체육관 보일러실 기계 재료 구입 2,000

― 압력게이지 외 7종 2,000

○체육시설 병충해 방제농약 구입

6,300

○테니스장 관리 물품 구입 6,000

○화재예방용 소방용품 구입 3,150

― 분말소화기 3.3kg 1,500

― 소방호스(40mm,이중호스) 1,050

― 소방호스 관창(40mm) 600

○체육관,수영장,유달경기장 방송실 재료구입(

마이크잭 외 2종) 3,000

○부주산테니스장 코트 관리용 앙투카(20kg) 구

입 4,000

400,000원*4대

500원*3,000매

2,000,000원*1식

35,000원*30병*6회

500,000원*12월

50,000원*30대

35,000원*30개

20,000원*30개

1,000,000원*3개소

40,000원*100포

307 민간이전 50,000 50,000 0

05 민간위탁금 50,000 50,000 0

○부주산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50,00050,000,000원*1식

405 자산취득비 18,000 93,000 △75,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8,000 93,000 △75,000

○유달경기장 승차식 잔디깎기

15,000

○체육시설 환경정비 예초기 구입(목포체육관,

유달경기장,부주산 체육공원) 3,000

15,000,000원*1대

1,000,000원*3대

목포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 운영 61,230 61,230 0

201 일반운영비 3,000 3,000 0

01 사무관리비 3,000 3,000 0

○목포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 암벽장 루트작업

장비 임차료 3,000500,000원*6회

307 민간이전 58,230 58,230 0

05 민간위탁금 58,230 58,230 0

○목포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 민간위탁금

58,23058,230,000원*1식

체육시설 정비 568,000 359,000 209,000

체육시설 기능 보강 568,000 359,000 209,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68,000 359,000 209,000

01 시설비 568,000 359,000 209,000

○부주산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

150,000

○유달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75,000

150,000,000원*1식

75,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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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체육시설관리과

정책: 체육시설관리과 운영

단위: 체육시설 정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목포실내체육관 본부석 관람석 의자교체

20,000

○목포실내체육관 오폐수 하수관로 연결공사

15,000

○목포실내체육관 감시용카메라(cctv)및DVR 교

체공사 25,000

○실내수영장 남여 샤워실 바닥타일 교체공사

30,000

○실내수영장 경영풀 부분 타일교체및 입수계단

보수 20,000

○실내수영장 체온유지실 바닥방수및 벽체 교체

공사 20,000

○실내수영장 풀장 뒷편 1층 외벽 창문틀 교체

공사 25,000

○실내수영장 천정 등기구 교체

30,000

○실내수영장 남자탈의실 락카(사물함)교체공사

25,000

○유달경기장 외부 스탠드 방수공사

20,000

○유달경기장 내외벽 콘크리트 보수공사

20,000

○유달경기장 외곽 하수관로 정비

8,000

○실내체육관 궁도장 내외벽페인트 도장공사

15,000

○카누경기장 장애인 휴계시설및 휠체어 리프트

설치 공사 20,000

○양을산 저수조(물탱크) 안전휀스 설치공사

15,000

○실내수영장 경영풀 드레인배관 및 오수관로

차폐막설치 20,000

○체육시설 민원처리 및 응급복구비

15,000

2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8,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행정운영경비(체육시설관리과) 108,068 107,798 270

인력운영비(체육시설관리과) 29,210 29,210 0

인력운영비(체육시설관리과) 29,210 29,210 0

101 인건비 29,210 29,210 0

01 보수 29,210 29,210 0

○휴일근무수당 29,21060,853원*16명*30일

기본경비(체육시설관리과) 78,858 78,588 270

기본경비(체육시설관리과) 78,858 78,588 270

201 일반운영비 44,358 42,993 1,365

01 사무관리비 44,358 42,993 1,365

○일반수용비 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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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체육시설관리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체육시설관리과)

단위: 기본경비(체육시설관리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기본사무용품비 1,600

― 기본청소용품비 200

― 복사기유지관리(드럼) 1,800

― 복사용지구입 1,200

― 프린터 및 팩스유지관리(토너구입등) 3,488

ㆍ부주산 관리사무실 사무용기기 임차료

528

ㆍ프린터토너 2,520

ㆍ팩스토너 440

― 당직실 침구세탁비(체육관,경기장)

400

○운영수당 23,750

― 일,숙직비 23,750

○급량비 10,920

― 실내수영장 새벽근무자 매식비

4,200

― 실내수영장 여름철 연장근무 매식비

3,360

― 체육시설 각종대회 및 행사준비 특근매식비

3,360

○피복비 1,000

― 작업복 300

― 안전화 300

― 청경정복 400

100,000원*16명

200,000원*1회

450,000원*1대*4회

20,000원*5박스*12월

44,000원*12월

280,000원*3대*3회

110,000원*1대*4회

50,000원*8회

50,000원*1명*475일

7,000원*2명*300일

7,000원*16명*30일

7,000원*16명*3회*10월

30,000원*10명

30,000원*10명

100,000원*4명

202 여비 30,720 31,815 △1,095

01 국내여비 30,720 31,815 △1,095

○체육시설 기본업무수행 관내여비

30,72020,000원*16명*8회*12월

203 업무추진비 3,780 3,780 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0 3,780 0

○체육시설관리과 3,780350,000원*12월*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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