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문화체육과
정책: 문화사업 진흥(문화및관광/문화예술)
단위: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 (단위:천원)

문화체육과 1,793,390 2,598,455 △805,065

기             95,698

분             25,075

시            184,499

구          1,488,118

문화사업 진흥(문화및관광/문화예술) 1,009,090 1,626,915 △617,825

분             18,775

시             32,500

구            957,815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 79,000 64,255 14,745

분             14,375

시             32,500

구             32,125

남구문화원 활성화 지원 61,000 58,000 3,000

분             14,375

시             32,500

구             14,125

307 민간이전 61,000 58,000 3,000

분             14,375

시             32,500

구             14,125

02  민간경상보조

  ◎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보조

  ◎ 지방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

58,000 3,00061,000

 36,000  36,000,000원*1개소

분              1,875

시             26,250

구              7,875

 25,000  25,000,000원*1년

분             12,500

시              6,250

구              6,250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 지원 18,000 6,255 11,745

203 업무추진비 5,000 6,000 △1,0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문화예술진흥 및 활동 지원

6,000 △1,0005,000

 5,000  5,000,000원*1년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문화체육과
정책: 문화사업 진흥(문화및관광/문화예술)
단위: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 (단위:천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13,000 0 13,000

01  시설비

  ◎ 고산골 조각작품 설치

    ○ 조각 제작비

    ○ 기단석 제작비(운반.설치포함)

    ○ 명패석 제작비

0 13,00013,000

13,000

5,000500,000원*10점

 6,500  650,000원*10점

1,500150,000원*10점

대덕문화전당 운영 및 관리 875,900 1,446,900 △571,000

분              4,400

구            871,500

대덕문화전당 민간 위탁 운영 758,900 724,400 34,500

분              4,400

구            754,500

307 민간이전 758,900 724,400 34,500

분              4,400

구            754,500

02  민간경상보조

  ◎ 대덕문화전당 문화학교 운영비지원

05  민간위탁금

  ◎ 대덕문화전당 민간위탁 운영비

4,400 04,400

 4,400  4,400,000원*1개소

분              4,400

720,000 34,500754,500

 754,500  754,500,000원*1개소

문예회관건립(대덕문화전당개보수) 117,000 722,500 △605,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13,000 720,000 △607,000

01  시설비

  ◎ 대덕문화전당 시설물 개보수 시설비

    ○ 건물 방수 공사 및 건물 주변 바닥 정

      비

    ○ 주차장 시설 정비

    ○ 야외광장 편의시설 정비

    ○ 공연동 화장실 정비

720,000 △607,000113,000

113,000

 50,000  50,000,000원*1식

30,00030,000,000원*1식

 3,000  3,000,000원*1식

30,00030,000,000원*1식

405 자산취득비 4,000 0 4,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0 4,0004,00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문화체육과
정책: 문화사업 진흥(문화및관광/문화예술)
단위: 대덕문화전당 운영 및 관리 (단위:천원)

  ◎ 분장실 분장대 ,옷장, 의자 등 구입

 4,000  4,000,000원*1식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 54,190 95,760 △41,570

대덕제 행사 지원 54,190 92,760 △38,570

201 일반운영비 4,190 2,760 1,430

01  사무관리비

  ◎ 급량비

  ◎ 운영수당

    ○ 대덕제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2,760 1,4304,190

 1,950  (5,000원*6명*20일)+(5,000원*135명*2일)

2,240

 2,240  70,000원*8명*4회

307 민간이전 50,000 90,000 △40,000

04  민간행사보조

  ◎ 대덕제 행사 운영

90,000 △40,00050,000

50,00050,000,000원*1회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문화및관광/문화재) 52,800 327,800 △275,000

분              6,300

시             43,500

구              3,000

지역문화재 육성 및 보존 관리 52,800 327,800 △275,000

분              6,300

시             43,500

구              3,000

무형문화재 전승 및 공개행사 지원 52,800 52,800 0

분              6,300

시             43,500

구              3,000

301 일반보상금 37,200 37,200 0

시             37,200

12  기타보상금

  ◎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 지원금

37,200 037,200

 37,200  37,200,000원*1년

시             37,200

307 민간이전 15,600 15,600 0

분              6,300

시              6,300

구              3,00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문화체육과
정책: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문화및관광/문화재)
단위: 지역문화재 육성 및 보존 관리 (단위:천원)

02  민간경상보조

  ◎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 영·호남 교류 음악회(판소리) 지원

15,600 015,600

 12,600  12,600,000원*1년

분              6,300

시              6,300

 3,000  3,000,000원*1회

생활체육 육성(문화및관광/체육) 495,457 426,291 69,166

기             95,698

시             49,099

구            350,660

공공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12,966 15,859 △2,893

동네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12,966 15,859 △2,893

201 일반운영비 7,120 6,880 240

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 체육관련 서식 인쇄

    ○ 여가체육 홍보(현수막 등)

02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구민체육광장 상하수도료

    ○ 구민체육광장 정화조 청소 수수료

  ◎ 시설장비유지비

    ○ 구민체육광장 및 동네체육시설 유지관

      리비

320 240560

560

200200원*10종*100매

 360  30,000원*12월

6,560 06,560

1,560

 960  80,000원*12월

 600  600,000원*1년

5,000

 5,000  5,000,000원*1년

203 업무추진비 2,500 2,5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체육진흥활성화 추진

2,500 02,500

2,5002,500,000원*1년

301 일반보상금 3,346 6,479 △3,133

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

  ◎ 구민체육광장 및 동네체육시설 공익근무

    요원 보상

    ○ 봉급(병장)

6,479 △3,1333,346

 3,346

1,17097,500원*1명*12월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문화체육과
정책: 생활체육 육성(문화및관광/체육)
단위: 공공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단위:천원)

    ○ 중식비

    ○ 교통비

    ○ 피복비

      · 근무복

      · 근무모

      · 근무화

      · 방한복

1,3205,000원*22일*1명*12월

5812,200원*22일*1명*12월

275

14070,000원*1명*2회

55,000원*1명*1회

8040,000원*1명*2회

5050,000원*1명*1회

체육행사 운영 지원 61,200 58,100 3,100

씨름왕 선발대회 8,500 8,200 300

307 민간이전 8,500 8,200 300

04  민간행사보조

  ◎ 씨름왕선발대회 운영비

    ○ 구 씨름왕선발대회

    ○ 시 씨름왕선발대회(단체전 및 개인전)

8,200 3008,500

8,500

5,5005,500,000원*1회

 3,000  3,000,000원*1회

생활체육대회 52,700 49,900 2,800

201 일반운영비 1,700 3,100 △1,400

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 생활체육 등 유공자 표창

03  행사운영비

  ◎ 생활체육대축전 홍보 및 용품 구입

  ◎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우승기 제작

0 800800

800

 800  80,000원*10명

3,100 △2,200900

 500  500,000원*1회

 400  200,000원*2개종목

307 민간이전 51,000 46,800 4,200

04  민간행사보조

  ◎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

  ◎ 앞산사랑 가족 건강걷기대회 지원

  ◎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원

  ◎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46,800 4,20051,000

 24,500  24,500,000원*1년

 10,000  10,000,000원*1회

 1,500  1,500,000원*1회

 15,000  15,000,000원*1회

운동부 운영 및 지원 210,775 194,772 16,00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문화체육과
정책: 생활체육 육성(문화및관광/체육)
단위: 운동부 운영 및 지원 (단위:천원)

사격팀운영 210,775 194,772 16,003

301 일반보상금 210,775 194,772 16,003

11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

  ◎ 사격팀 운영

    ○ 인건비

      · 기본급

      · 정근수당

      · 훈련수당

      · 활동정보비

      · 급식비

      · 가계지원비

      · 명절휴가비

      · 퇴직금

    ○ 대회출전경비

    ○ 전국체육대회출전경비

    ○ 전지훈련비(동계,하계,전국체전)

    ○ 합숙훈련비

    ○ 입상 보상금

    ○ 입상 현수막 제작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고용보험료

    ○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사대사용료

    ○ 용품구입비

      · 총기 구입

      · 실탄 구입

        - 10m

        - 25m

194,772 16,003210,775

210,775

142,810

81,0001,350,000원*5명*12월

8,1001,350,000원*60%*5명*2월

8,1001,350,000원*10%*5명*12월

36030,000원*1명*12월

15,000250,000원*5명*12월

 12,150  1,350,000원*15%*5명*12월

8,1001,350,000원*60%*5명*2회

10,00010,000,000원*1명

12,000300,000원*5명*8회

1,0001,000,000원*1회

 6,000  2,000,000원*3회

4,500500,000원*9회

3,0001,000,000원*3회

 480  (100,000원+60,000원)*3회

 3,504  139,035,000원*2.52%

1,808139,035,000원*1.3%

6,257139,035,000원*4.5%

3,532139,035,000원*2.54%

1443,532,000원*4.05%

1,44040,000원*3명*12월

24,300

3,6001,800,000원*2정

10,200

4,20035원*120,000발

6,000300원*20,000발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문화체육과
정책: 생활체육 육성(문화및관광/체육)
단위: 운동부 운영 및 지원 (단위:천원)

      · 표적지 구입

        - 10m

        - 25m

      · 피복비

        - 츄리닝 및 운동화 구입

        - 방한복 구입

      · 사격화 구입

      · 사격안경 구입

4,000

1,60040원*40,000매

2,400600원*4,000매

4,500

 3,000 300,000원*2회*5명

1,500300,000원*1회*5명

1,000250,000원*4명

1,000250,000원*4명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193,896 157,560 36,336

기             95,698

시             49,099

구             49,099

시도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 44,900 11,000 33,900

기             22,450

시             11,225

구             11,225

301 일반보상금 35,000 0 35,000

기             17,500

시              8,750

구              8,75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스포츠 바우처사업

0 35,00035,000

35,00035,000,000원*1년

기             17,500

시              8,750

구              8,750

307 민간이전 9,900 11,000 △1,100

기              4,950

시              2,475

구              2,475

02  민간경상보조

  ◎ 장수체육대학 운영

11,000 △1,1009,900

4,5004,500,000원*1년

기              2,250

시              1,125

구              1,125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문화체육과
정책: 생활체육 육성(문화및관광/체육)
단위: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단위:천원)

  ◎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 5,4005,400,000원*1년

기              2,700

시              1,350

구              1,350

생활체육지도자 148,996 146,560 2,436

기             73,248

시             37,874

구             37,874

307 민간이전 148,996 146,560 2,436

기             73,248

시             37,874

구             37,874

02  민간경상보조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 소외계층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46,560 2,436148,996

125,568125,568,000원*1년

기             62,784

시             31,392

구             31,392

 2,500  2,500,000원*1년

시              1,250

구              1,250

 20,928  20,928,000원*1년

기             10,464

시              5,232

구              5,232

여가레져활동촉진 16,620 0 16,620

여가레져활동지원 16,620 0 16,620

201 일반운영비 16,620 0 16,620

01  사무관리비

  ◎ 남구사랑 가요대학 물품 유지관리비

  ◎ 남구사랑 가요대학 강사 수당

0 16,62016,620

 1,500  1,500,000원*1년

 15,120  70,000원*5회*4명*12월*0.9

평생 학습 체제 구축(교육/평생ㆍ직업교육) 19,000 25,153 △6,153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19,000 25,153 △6,153

평생학습운영 활성화 19,000 25,153 △6,15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문화체육과
정책: 평생 학습 체제 구축(교육/평생ㆍ직업교육)
단위: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단위:천원)

201 일반운영비 5,000 18,153 △13,153

01  사무관리비

  ◎ 평생학습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18,153 △13,1535,000

 5,000  5,000,000원*1개소

301 일반보상금 2,000 2,000 0

10  행사실비보상금

  ◎ 글로벌 앞산캠프 행사실비 보상금

2,000 02,000

 2,000  2,000,000원*1년

307 민간이전 12,000 0 12,000

02  민간경상보조

  ◎ 남구 문화대학 운영비 지원

0 12,00012,000

 12,000  12,000,000원*1회

교육의 질 향상(교육/유아및초중등교육) 129,660 79,200 50,460

시             59,400

구             70,260

교육재정 지원 118,800 79,200 39,600

시             59,400

구             59,400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118,800 79,200 39,600

시             59,400

구             59,400

308 자치단체등이전 118,800 79,200 39,600

시             59,400

구             59,400

06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79,200 39,600118,800

118,800118,800,000원*1년

시             59,400

구             59,400

우리고장 알리기 10,860 0 10,860

구정체험학교 운영 10,860 0 10,860

201 일반운영비 10,860 0 10,860

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우리고장 남구이야기 」발간

  ◎ 임차료

0 10,63010,630

8,000

 8,000  8,000,000원*1년

2,00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문화체육과
정책: 교육의 질 향상(교육/유아및초중등교육)
단위: 우리고장 알리기 (단위:천원)

    ○ 초등학생을 위한 구정체험학교운영 버

      스 임차

  ◎ 운영수당

    ○「우리고장 남구이야기 」실무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02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우리고장 남구이야기 」발송 우송료

 2,000  2,000,000원*1년

630

 630  70,000원*3명*3회

0 230230

230

 230  460원*500부

행정운영경비(문화체육과)(기타/기타) 87,383 98,281 △10,898

인력운영비 43,701 55,359 △11,658

인건비 43,701 55,359 △11,658

101 인건비 40,701 51,159 △10,458

02  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51,159 △10,45840,701

40,701

3,5279,796원*30시간*1명*12월

11,9708,312원*30시간*4명*12월

13,4237,457원*30시간*5명*12월

9,6236,682원*30시간*4명*12월

2,1585,993원*30시간*1명*12월

203 업무추진비 3,000 4,200 △1,20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1,2003,000

3,000250,000원*12월

기본경비 43,682 42,922 760

기본경비 43,682 42,922 760

201 일반운영비 7,682 8,362 △680

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 부서운영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실 방염 롤스크린 구입비

  ◎ 급량비

8,362 △9507,412

3,812

 3,332

  ((20,000원*15명*1년)+(23,000원*14명*12월

  ))*0.8

 480  80,000원*6개

3,60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문화체육과
정책: 행정운영경비(문화체육과)(기타/기타)
단위: 기본경비 (단위:천원)

    ○ 특근급식비

02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행정업무 수행 우편물 발송

      · 등기

      · 일반

 3,600  (5,000원*15명*5식*12월)*0.8

0 270270

270

270

2101,750원*10건*12월

60250원*20건*12월

202 여비 36,000 34,560 1,440

01  국내여비

  ◎ 기본업무추진여비

34,560 1,44036,000

 36,000  20,000원*10일*15명*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