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해수욕장경영과

정책: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단위: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해수욕장경영과

해수욕장경영과 6,914,409 5,540,982 1,373,427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6,837,469 4,661,850 2,175,619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 6,416,729 4,084,629 2,332,100

해수욕장 운영 887,215 890,535 △3,320

201 일반운영비 146,890 189,700 △42,810

01 사무관리비 139,890 183,200 △43,310

대천해수욕장 운영 17,570

-현수막 제작 1,600

-해수욕장 운영 관리 계획서 인쇄 1,500

-해수욕장 운영 결산보고서 인쇄 1,500

-해수욕장 운영 사무용품 2,000

-해수욕장 운영 유공자 표창패 제작 4,500

-해수욕장 근무자 식권 인쇄 720

-해수욕장 시설사용료 징수권 인쇄 4,250

-해수욕장 근무자 제공용 생수 등 1,500

해수욕장 운영요원 합동 친절교육 1,000

피복비 12,000

-해수욕장 근무자 모자 9,000

-해수욕장 근무자 상의 3,000

급량비 81,120

-해수욕장 근무자 급식비 81,120

임차료 18,200

-임시 근무지 설치 및 철거 3,200

-해변도로 모래정비 15,000

대천해수욕장 리플렛 제작 10,000

02 공공운영비 7,000 6,500 500

차량유류비(트랙터) 7,000

207 연구개발비 8,000 8,000 0

01 연구용역비 8,000 8,000 0

대천해수욕장 고객만족도 조사 8,000

301 일반보상금 162,020 162,020 0

12 기타보상금 162,020 162,020 0

대천해수욕장 아르바이트 대학생 162,020

307 민간이전 545,000 500,000 45,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45,000 40,000 5,000

대천해수욕장 개장행사 45,000

05 민간위탁금 500,000 460,000 40,000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 500,000

405 자산취득비 25,305 30,815 △5,510



부서: 해수욕장경영과

정책: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단위: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5,305 30,815 △5,510

파워앰프 3,405

컬럼스피커(20W) 1,800

컬럼스피커(30W) 3,000

무전기 구입(35대) 10,500

대천해수욕장 CCTV종합상황실 모니터 구입 6,600

대천해수욕장 시설물 관리 4,462,853 2,254,831 2,208,022

101 인건비 28,493 87,742 △59,249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8,493 87,742 △59,249

보령머드멀티랜드 화장실 청소인부 26,379

-기본급 16,080

-주휴수당 3,350

-월차수당 804

-휴일근로 2,625

-급량비 1,560

-위험수당 600

-교통비 360

-명절휴가비 1,000

보령머드멀티랜드 화장실 청소인부 4대보험료 2,114

-산재보험료 845

-건강보험 423

-고용보험 423

-국민연금 423

201 일반운영비 455,360 463,489 △8,129

01 사무관리비 63,400 65,400 △2,000

해수욕장 안내표지판 정비 10,000

대천해수욕장 꽃밭, 꽃길조성 35,000

방송실 음반 구입 3,000

대천해수욕장 CCTV종합 상황모니터 보수 3,000

용역비 12,400

-복합관광안내센터 방역소독(방송실,사무실) 1,800

-청소 상황실 방역소독 600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5,000

-보안점검 수수료 5,000

02 공공운영비 391,960 398,089 △6,129

공공요금(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86,400

-만남의 광장 분수대 19,800

-분수광장 분수대 39,600

-복합관광안내센터 27,000

기타시설물 전기요금 13,110

-관광안내소 5,400



부서: 해수욕장경영과

정책: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단위: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임시안내소 450

-급수대 4,500

-샤워장 360

-1지구 야영장 2,400

기타시설물 상하수도 요금 39,000

-급수대 및 샤워장 25,000

-간이샤워장 14,000

통신료 22,860

-관광안내소 전화요금 600

-방송실 전화요금 360

-대천해수욕장 CCTV 통신회선 사용료 21,000

-인터넷 사용료(관광안내소, 물품보관소) 900

보험료 28,700

-해수욕장 시설물 영조물 배상 자기부담금 1,500

-관광편의시설 화재보험료 3,000

-해수욕장시설물 영조물 배상보험료 24,200

보령머드멀티랜드마크 운영비 37,270

-수도요금 18,000

-전기요금 4,800

-승강기 점검비 1,800

-시설장비유지비 12,000

-영조물 배상보험료 450

-카드 전화회선 사용료 100

-카드 단말기 사용료 120

기타 시설장비유지비 87,000

-CCTV 수리 3,000

-바닥분수 유지보수 20,000

-무전기 수리 1,000

-안내소 시설물 정리 3,000

-급수대 보수 10,000

-간이샤워장 보수 5,000

-파고라 차광막 수리 3,000

-시설물 도색 5,000

-해변도로 계단보수 5,000

-해변진입계단 시설 보수 7,000

-임시전기 설치 및 철거 3,000

-파고라 의자 보수 4,000

-방송장비 및 방송선로 유지관리 3,000

-광장(5개소) 보도블럭 보수 15,000

차량 선박비 31,620

-해수욕장 관리용 트랙터 수리 10,000

-해수욕장 관리용 차량 유류 및 수리 16,800



부서: 해수욕장경영과

정책: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단위: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불법행위 지도단속용 오토바이 정비 1,200

-해수욕장 관리용 차량 보험료 1,400

-불법행위 지도단속용 오토바이 보험료 600

-불법행위 지도단속용 오토바이 연료비 1,620

바닥분수,급수대,샤워장 등 준설 36,000

해변 LED 전광판 유지보수 1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679,000 1,701,200 977,800

01 시설비 2,668,092 1,695,800 972,292

대천해수욕장 야영장 및 가로공원 수목정비 25,000

만남의 광장 바닥 분수 교체 695,590

에코로드 벤치시설 보수 15,000

제1지구 만남의광장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148,920

제1지구 녹지대 정비 및 쉼터 조성 300,000

만남의 광장 공영샤워장 리모델링 317,966

가족 및 연인의 거리 조성 200,000

간이샤워장 설치 80,000

제2지구 전면도로 보수공사 317,696

제1지구 가로등 설치 60,000

제3망루 LED전광판 보수 44,000

대천해수욕장 해변도로 CCTV설치 25,000

해수욕장지구대 태극관 석면철거 교체공사 60,000

대천해수욕장 제1지구 지선도로 정비공사 148,920

대천해수욕장 제2지구 내 테마거리 조성 200,000

대천해수욕장 제2지구 야영장 법면보수공사 30,000

03 시설부대비 10,908 5,400 5,508

만남의 광장 바닥 분수 교체 4,410

제1지구 만남의광장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1,080

만남의 광장 공영샤워장 리모델링 2,034

제2지구 전면도로 보수공사 2,304

대천해수욕장 제1지구 지선도로 정비공사 1,08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300,000 0 1,300,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300,000 0 1,300,000

대천해수욕장 제2지구 전신 지중화 사업 1,300,000

무창포타워 유지관리 333,086 150,714 182,372

101 인건비 4,386 37,694 △33,308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386 37,694 △33,308

제초작업 및 공원관리 4,386

-기본급 4,250

-산재보험료 136

201 일반운영비 77,700 83,020 △5,320



부서: 해수욕장경영과

정책: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단위: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사무관리비 21,200 21,880 △680

무창포타워 운영 11,600

-사무용품 및 화장실 청소용품 1,000

-시설사용료 입장권 등 인쇄 4,000

-정수기 임대료 1,800

-급량비 4,800

용역비 9,600

-무인경비 용역 3,600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400

-승강기 정기점검 수수료 3,600

02 공공운영비 56,500 61,140 △4,640

무창포전망타워 운영 56,500

-전기요금 24,000

-통신요금 1,200

-상하수도 요금 2,400

-환경개선부담금 300

-시설물 유지관리 10,000

-건축물 화재 등 보험료 5,000

-인터넷 사용료 600

-시설물 영조물배상 자기부담금 1,800

-CCTV 통신회선 사용료 1,200

-무창포타워 엘리베이터 보수 5,000

-무창포타워 계단보수 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50,000 30,000 220,000

01 시설비 250,000 30,000 220,000

무창포타워 사면 호우피해 보강공사 200,000

무창포타워 누수보수 공사 50,000

405 자산취득비 1,000 0 1,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 0 1,000

보관용 금고 구입 1,000

대천해수욕장 청소관리 733,575 658,549 75,026

101 인건비 720,525 645,899 74,626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20,525 571,713 148,812

쓰레기수거 등 환경정화 인부(상시) 372,225

-기본급 174,200

-주휴수당 50,920

-월차수당 8,040

-휴일근무수당 35,700

-급량비 15,600

-위험수당 6,000

-교통비 3,600



부서: 해수욕장경영과

정책: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단위: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명절휴가비 10,000

-기타수당 39,725

-4대보험 28,440

대천해수욕장 청소인부(개장기간) 348,300

-기본급 167,500

-주차수당 26,800

-월차수당 6,700

-휴일근무수당 100,500

-위험수당 5,000

-급량비 13,000

-교통비 3,000

-4대보험 25,800

201 일반운영비 13,050 12,650 400

01 사무관리비 4,550 4,550 0

해수욕장 청소용품(30종) 2,000

청소상황실 생수공급 650

청소상황실 임시 전기설치 및 철거 500

환경미화원 물품(안전조끼,신발) 1,000

청소상황실 운영물품 400

02 공공운영비 8,500 8,100 400

통신료 1,000

-전화요금(청소상황실) 600

-회선료 400

청소차량 유지관리 7,100

-보험료 700

-청소차량 유류비 4,000

-수리수선 2,400

가로청소용 손수레 유지관리 400

기반시설 및 유지관리 329,740 0 329,740

무창포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 212,909 0 212,909

101 인건비 132,909 0 132,909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2,909 0 132,909

환경정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1,891

-기본급 36,180

-주휴수당 4,824

-월차수당 1,206

-휴일수당 7,560

-급량비 2,340

-위험수당 900

-교통비 540

-명절휴가비 3,000



부서: 해수욕장경영과

정책: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단위: 기반시설 및 유지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대보험료 5,341

불법행위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3,420

-기본급 21,440

-주휴수당 2,680

-월차수당 536

-휴일수당 4,200

-급량비 1,040

-위험수당 400

-교통비 240

-4대보험료 2,884

물놀이 안전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7,598

-기본급 24,120

-주휴수당 3,015

-월차수당 603

-휴일수당 4,725

-급량비 1,170

-위험수당 450

-교통비 270

-4대보험료 3,245

201 일반운영비 80,000 0 80,000

01 사무관리비 15,000 0 15,000

사무관리비 15,000

02 공공운영비 65,000 0 65,000

공공운영비 65,000

무창포해수욕장 운영지원 116,831 0 116,831

201 일반운영비 45,540 0 45,540

01 사무관리비 14,200 0 14,200

해수욕장 개장 초청장 및 장비 임차 등 4,000

무창포해수욕장 근무자 급식비 10,200

02 공공운영비 31,340 0 31,340

무창포해수욕장 및 독산해변 해상구조장비 운영 17,180

-오일 1,000

-연료비 9,180

-장비수선비 4,000

-구조장비보험료 3,000

무창포해수욕장 상설무대 전기안전 관리비 2,160

무창포해수욕장 영조물 행정공제회비 12,000

301 일반보상금 71,291 0 71,291

12 기타보상금 71,291 0 71,291

아르바이트 학생 51,860

-보상금 23,450



부서: 해수욕장경영과

정책: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단위: 기반시설 및 유지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휴일근무수당 16,800

-주차,월차수당 6,030

-급식비 4,080

-상해보험료 1,500

구조대 급식 및 전의경 간식 17,799

-구조대 11,424

-전의경 간식 6,375

해양경찰 근무자 급식 1,632

무창포해수욕장 운영지원 91,000 577,221 △486,221

기반시설 유지관리 91,000 357,124 △266,124

401 시설비및부대비 91,000 136,000 △45,000

01 시설비 91,000 136,000 △45,000

무창포 해수욕장 부표설치 10,000

푼툰 설치 1,000

개장 대비 백사장 정리 20,000

무창포(제3주차장) 진입로 정비공사 40,000

무창포 놀이시설 보수 20,000

행정운영경비 76,940 879,132 △802,192

기본경비 76,940 60,500 16,440

기본경비 76,940 60,500 16,440

201 일반운영비 44,540 26,320 18,220

01 사무관리비 44,540 26,320 18,220

부서운영 수용비 20,000

당직비 14,460

-일직 7,020

-재택 7,440

급량비 8,640

해수욕자사업소 방역소독 용역 1,440

202 여비 22,000 12,000 10,000

01 국내여비 22,000 12,000 10,000

일반직,청원경찰(14명) 22,000

203 업무추진비 4,200 0 4,20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0 4,2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405 자산취득비 6,200 12,180 △5,98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6,200 12,180 △5,980

사무용 책상 및 서랍장 1,200

보관용 금고 구입 1,000

스테플러 제본천공기 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