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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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체육시설관리과

체육시설관리과 2,064,328 1,953,349 110,979

균 210,000

시 1,854,328

체육시설관리과 운영 1,942,608 1,832,622 109,986

균 210,000

시 1,732,608

체육시설물 관리 974,608 1,270,622 △296,014

체육시설 운영 915,378 1,209,392 △294,014

101 인건비 132,477 140,262 △7,785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2,477 140,262 △7,785

○실내수영장 하절기 수영강사 인부임 10,464

― 기본급 10,464

○부주산 테니스장,실내수영장 주변 환경정비

인부임 45,623

― 기본급 35,160

― 간식비 1,008

― 주휴수당 7,256

― 생활임금 보전수당 2,199

○부주산 체육공원 잡초제거 인부임 2,758

― 기본급 2,512

― 생활임금보전수당 246

○카누경기장 잡초제거 인부임 1,921

― 기본급 1,675

― 생활임금보전수당 246

○부주산 테니스장 코치 수당 15,600

― A급 10,800

― B급 4,800

○목포실내체육관 실내 환경정비 기간제 인부임 23,412

― 기본급 17,580

― 간식비 504

― 주휴수당 3,628

― 생활임금 보전수당 1,100

― 교통보조금 600

○실내수영장 탈의실 환경정비 기간제 인부임 23,412

― 기본급 17,580

― 간식비 504

― 주휴수당 3,628

― 생활임금 보전수당 1,100

― 교통보조금 600

○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기관부담금 4,687

―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392

69,760원*3명*50일

69,760원*2명*252일

2,000원*2명*252일*1회

69,760원*2명*52일

91,600원*2명*12월

69,760원*3명*3일*4회

20,480원*3명*4회

69,760원*3명*2일*4회

20,480원*3명*4회

100,000원*15명*12월*60%

100,000원*10명*12월*40%

69,760원*1명*252일

2,000원*1명*252일

69,760원*1명*52일

91,600원*1명*12월

50,000원*1명*12월

69,760원*1명*252일

2,000원*1명*252일

69,760원*1명*52일

91,600원*1명*12월

50,000원*1명*12월

21,543,720원*3.2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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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체육시설관리과

―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237

― 국민연금부담금 1,939

― 산재보험부담금 408

― 고용보험부담금 711

○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4,600

― 기간제근로자퇴직금 4,600

1,392,000원*8.51%*2명

21,543,720원*4.5%*2명

21,543,720원*0.946%*2명

21,543,720원*1.65%*2명

2,300,000원*2명

201 일반운영비 715,101 789,974 △74,873

01 사무관리비 57,685 58,023 △338

○일반수용비 57,685

― 목포실내체육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1,040

― 유달경기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304

― 체육시설(목포실내체육관,실내수영장,유달

경기장)방화관리 대행업무 수수료 7,800

― 체육시설 내 임대시설 감정평가 수수료

1,500

― 목포실내체육관 냉동기 정기검사 수수료

350

― 목포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보일러(2톤)

정기검사 수수료 540

― 목포실내체육관 보일러(2톤) 성능검사 수수

료 750

―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3,072

ㆍ실내수영장 1,680

ㆍ유달경기장 600

ㆍ부주산 관리사무실 792

― 목포실내체육관,유달경기장 비데 임차 수수

료 1,504

― 목포실내수영장 정수기 임차 수수료

478

― 부주산 테니스코트장 정수기 임차 수수료

360

― 유달경기장 장애인승강기 유지관리 수수료

480

― 실내수영장 욕수 수질검사 수수료

437

― 실내수영장 회원용 카드 구입

800

― 부주산 테니스장 사용료 영수증 제작

1,640

― 실내수영장 자동발매기 유지보수비

2,400

― 부주산 테니스장 회원용 카드 구입

200

920,000원*12월

192,000원*12월

650,000원*12월

750,000원*2개소

350,000원*1회

180,000원*3대*1회

250,000원*3대*1회

140,000원*1개소*12월

100,000원*6월

66,000원*1개소*12월

17,900원*7대*12월

39,800원*12월

30,000원*12월

40,000원*12월

36,400원*12월

400원*2,000매

3,280원*500매

200,000원*12월

400원*500매



부서: 체육시설관리과

정책: 체육시설관리과 운영

단위: 체육시설물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실내수영장 청소용 고압세척기 수리비

400

― 체육시설 운동용품 구입(목포실내체육관,유

달경기장,부주산 테니스장) 4,800

― 체육시설물 관리용품 구입

12,000

― 목포실내체육관 도시가스 특정사용시설 정

기검사 수수료 400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자가 측정비

3,000

―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200

― 실내수영장 탈수기 수리비 380

― 부주산 체육시설 이용안내 홍보물 제작

500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수당

350

200,000원*2대

400,000원*12월

1,000,000원*12월

400,000원*1회

1,000,000원*3대

25,000원*4대*2회

38,000원*10대

100,000원*5개소*1회

70,000원*5명

02 공공운영비 657,416 731,951 △74,535

○공공요금 및 제세 299,899

― 전기료(목포실내체육관,실내수영장,유달경

기장,부주산 체육공원 등) 144,000

― 상,하수도료(목포실내체육관,실내수영장,유

달경기장,부주산 체육공원 등)

144,000

― 관용차량(승합, 34인승 중형버스) 5,240

ㆍ자동차세 600

ㆍ차량보험료 2,640

ㆍ환경개선부담금 2,000

― 교통유발 부담금 4,400

― 소방안전협회비 100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60

― 목포실내체육관,유달경기장,부주산 사무실

인터넷 사용료 1,439

― 목포실내체육관,유달경기장,부주산 사무실

유선방송 사용료 423

― 우편료 237

ㆍ일반우편 144

ㆍ등기우편 93

○연료비 244,531

― 목포실내체육관 및 실내수영장 난방

240,000

― 목포실내체육관 및 유달경기장 숙직실 등

난방 2,731

― 예취기 등 연료비 1,800

○시설장비유지비 86,400

― 건물 및 기계장비 유지비

48,000

12,000,000원*12월

12,000,000원*12월

75,000원*4대*2회

660,000원*4대*1회

250,000원*4대*2회

4,400,000원*1회

100,000원*1회

60,000원*1회

119,840원*12월

35,200원*12월

300원*40회*12월

1,930원*4회*12월

20,000,000원*12월

546,070원*5월

150,000원*12월

4,000,000원*12월



부서: 체육시설관리과

정책: 체육시설관리과 운영

단위: 체육시설물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유달경기장 전광판 관리대행수수료

14,400

― 실내체육관 및 실내수영장 보일러 세관

9,000

― 실내수영장 양수장 및 저수조탱크 청소

2,000

― 실내수영장 정수탱크 청소

2,000

― 체육시설 정화조 청소 6,000

― 실내수영장 바닥외 5개소 청소 등

5,000

○차량선박비 26,586

― 연료비 23,746

ㆍ관용차량(승합) 2,794

ㆍ관용차량(34인승 중형버스)

20,952

― 차량수리비 2,840

ㆍ관용차량(승합) 840

ㆍ관용차량(34인승 중형버스)

2,000

1,200,000원*12회

3,000,000원*3대

1,000,000원*2회

1,000,000원*2회

30원*200,000ℓ

5,000,000원*1식

1,164원*200ℓ *1대*12월

1,164원*500ℓ *3대*12월

70,000원*1대*12월

500,000원*4회

202 여비 2,400 2,400 0

01 국내여비 2,400 2,400 0

○체육시설 민원조정 자료 수집 및 선진지 견학

2,400100,000원*2명*12회

206 재료비 60,000 60,000 0

01 재료비 60,000 60,000 0

○실내수영장 약품 재료비 26,000

○파크골프장 재료비 4,000

○체육시설 공통 재료비(시설물유지 소모품 등)

30,000

26,000,000원*1식

4,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405 자산취득비 5,400 141,756 △136,356

01 자산및물품취득비 5,400 141,756 △136,356

○수영장 청소용 고압세척기 구입

1,500

○실내수영장 강사실 제습기 구입

500

○실내수영장 탈의실 드라이기 구입

1,600

○실내수영장 탈의실 탈수기 구입

960

○수영강사실,여자탈의실 직원 휴게실냉장고 구

입 840

1,500,000원*1대

500,000원*1대

80,000원*20개

160,000원*6대

420,000원*2대

목포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 운영 59,230 61,230 △2,000

201 일반운영비 1,000 3,000 △2,000

01 사무관리비 1,000 3,000 △2,000



부서: 체육시설관리과

정책: 체육시설관리과 운영

단위: 체육시설물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주산 국제클라이밍센터 암벽장 루트작업 장

비 임차료 1,000500,000원*2회

307 민간이전 58,230 58,230 0

05 민간위탁금 58,230 58,230 0

○부주산 국제클라이밍센터 민간위탁금

58,23058,230,000원*1식

체육시설 정비 968,000 562,000 406,000

균 210,000

시 758,000

체육시설 기능 보강 268,000 562,000 △294,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68,000 562,000 △294,000

01 시설비 268,000 562,000 △294,000

○실내체육관 및 체육시설물 유지 및 개보수비

150,000

○부주산 체육시설물 유지 및 개보수비

60,000

○클라이밍센터 기능보강 20,000

○국민체육센터(88체육관)정밀안전점검용역

18,000

○국민체육센터(88체육관)리모델링 실시설계 용

역 20,000

15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실내수영장 노후시설 기능보강 700,000 0 700,000

균 210,000

시 49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700,000 0 700,000

균 210,000

시 490,000

01 시설비 700,000 0 700,000

○실내수영장 노후시설 기능보강

700,000700,000,000원*1식

균 210,000

시 490,000

행정운영경비(체육시설관리과) 121,720 120,727 993

인력운영비(체육시설관리과) 44,730 40,527 4,203

인력운영비(체육시설관리과) 44,730 40,527 4,203

101 인건비 44,730 40,527 4,203

01 보수 44,730 40,527 4,203

○휴일근무수당 44,73088,750원*14명*36일

기본경비(체육시설관리과) 76,990 80,200 △3,210

기본경비(체육시설관리과) 76,990 80,200 △3,210

201 일반운영비 44,050 41,500 2,550

01 사무관리비 44,050 41,500 2,550



부서: 체육시설관리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체육시설관리과)

단위: 기본경비(체육시설관리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일반수용비 7,200

― 기본사무용품비 1,400

― 기본청소용품비 150

― 체육관 사무실 사무용기기 임차료

1,920

― 복사용지 구입 1,380

― 레이저 프린터 토너 구입

1,422

― 부주산 관리사무실 사무용기기 임차료

528

― 당직실 침구세탁비(목포실내체육관,유달경

기장) 400

○운영수당 24,200

― 일,숙직비 24,200

○급량비 10,000

― 실내수영장 새벽근무자 매식비

4,800

― 체육시설 각종대회 및 행사준비 특근매식비

3,600

― 실내수영장 야간 연장근무자 매식비

1,600

○ 피복비 2,650

― 수영강사 슈트 구입 1,750

― 부주산 테니스강사 운동화 구입

300

― 청경정복 450

― 안전화 150

100,000원*14명

150,000원*1회

160,000원*1대*12회

23,000원*5박스*12월

237,000원*3대*2회

44,000원*12월

50,000원*2개소*4회

50,000원*1명*484일

8,000원*2명*300일

8,000원*15명*3회*10월

8,000원*4명*100일*50%

350,000원*5세트

150,000원*2명

150,000원*3명

50,000원*3명

202 여비 30,240 36,000 △5,760

01 국내여비 30,240 36,000 △5,760

○체육시설 기본업무수행 관내여비

30,24020,000원*14명*10회*12월*90%

203 업무추진비 2,700 2,700 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00 2,700 0

○체육시설관리과 2,700250,000원*12월*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