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문예시설관리과

정책: 문화시설 운영

단위: 문화시설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문예시설관리과

문예시설관리과 2,339,029 2,202,980 136,049

국 100,000

시 2,239,029

문화시설 운영 2,276,895 2,101,317 175,578

국 100,000

시 2,176,895

문화시설관리 2,276,895 2,101,317 175,578

국 100,000

시 2,176,895

문화예술회관 운영 1,185,600 1,138,011 47,589

국 100,000

시 1,085,600

101 인건비 48,644 44,010 4,634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8,644 44,010 4,634

○회관 청소인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7,159

― 기본급 25,782

― 주휴수당 5,428

― 간식비 1,976

― 교통보조비 1,200

― 명절휴가비 800

― 생활임금보전수당 1,973

○기획공연 공연안내 주차요원 인부임

3,132

○병충해방지 약제 인부임

2,506

○조경수 전지 인부임 2,506

○잔디밭 제초작업 인부임

3,341

52,190원*2명*247일

52,190원*2명*52일

2,000원*2명*247일*2회

50,000원*2명*12월

200,000원*2명*2회

82,174원*2명*12월

52,190원*5명*1일*12회

52,190원*4명*3일*4회

52,190원*4명*4일*3회

52,190원*4명*4일*4회

201 일반운영비 530,070 514,561 15,509

국 84,940

시 445,130

01 사무관리비 188,023 172,090 15,933

○일반수용비 79,247

― 쓰레기봉투(50리터)구입 713

― 쓰레기봉투(100리터) 구입

702

― 화장실용 소모품 구입(화장지 등)

3,600

― 청소용품 구입(걸레,스프레이,광택제 등)

1,500

― 숙직실 침구류 세탁비 720

― 무인경비용역료 4,380

― 임대시설물 감정평가료 1,000

― 정수기 임대 수수료 1,176

990원*60장*12월

1,950원*30장*12월

300,000원*12월

2,500원*50개*12월

60,000원*12월

365,000원*12월

500,000원*2회

49,000원*2대*12월

- 520 -



부서: 문예시설관리과

정책: 문화시설 운영

단위: 문화시설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비데 임대 수수료 5,776

― 방화관리업무대행수수료(회관)

7,200

― 지하저수조(물탱크)청소비

5,200

― 회관 기계실 냉온수기 세관

8,000

― 가스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300

― 회관 전기시설 정밀점검 수수료

2,600

― 승객 및 화물용승강기 관리대행 수수료

3,840

―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회관)

240

― 증기보일러 정기검사수수료

500

― 전기시설물 정기검사수수료 900

― 기획공연 홍보용 TV광고료

30,000

― 공연장 소독료 900

○운영수당 57,670

―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참석수당

770

― 일숙직수당(회관, 센터)

48,300

― 일숙직 수당(문학관) 6,000

― 일숙직 수당(종합예술갤러리)

2,600

○급량비 8,736

― 문화예술회관 문예행사 특근매식비

8,736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 16,080

― 현수막 제작 5,280

― 포스터 제작 4,000

― 리후렛 제작 4,800

― 배너 제작 2,000

○ 문화예술회관 연중상설 소장작품전 홍보물

제작 2,950

― 현수막 제작 2,200

― 리후렛 750

○예술작품 노후액자 교체 3,000

○문화교실 개전식 홍보비 900

○문화교실 수강생 작품발표회 추진

2,00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홍보물 및 교재 제작

9,940

18,510원*26대*12월

600,000원*12월

4,000원*650㎥*2회

8,000,000원*1식

300,000원*1회

2,600,000원*1회

160,000원*2대*12월

120,000원*2대*1회

500,000원*1대*1회

900,000원*1회

5,000,000원*6회

240원*750㎡*5회

70,000원*11명*1회

50,000원*2명*365일+50,000원*2명*118일

50,000원*1명*120일

50,000원*1명*52일

7,000원*13명*8회*12월

110,000원*6매*8회

500원*1,000매*8회

300원*2,000매*8매

50,000원*5매*8회

110,000원*4매*5회

300원*500매*5회

300,000원*10점

900,000원*1식

2,000,000원*1식

9,940,000원*1식

국 9,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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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시설관리과

정책: 문화시설 운영

단위: 문화시설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자부담)

7,50025,000,000원*30%

02 공공운영비 257,047 257,471 △424

○공공요금 및 제세 179,839

― 한국문예예술회관 연합회 협회비

4,000

― 한문연 연수단원4대보험료

1,200

― 문화예술회관 전기요금 118,200

― 문화예술회관 상·하수도 요금

10,800

― 문화예술회관 냉난방 가동용 가스료

36,000

―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분) 120

― 문화예술회관 교통유발부담금

3,600

― 관용차량 소형승합 자동차세(78버3736)

140

― 관용차량 소형승합 자동차책임보험료

89

― 관용차량 소형승합 자동차종합보험료

300

― 가스손해배상책임보험료 100

― 건물배상공제회비(회관) 992

― 소방안전협회비(회관) 50

― 전기안전관리 협회비(회관) 120

― 일반전화 및 인터넷사용료 3,000

― 우편요금 1,128

ㆍ일반우편 648

ㆍ등기우편 480

○연료비 5,208

― 비상발전기 연료비(경유)

480

― 소형승합차연료비(경유)

3,888

― 잡초제거용 예초기 연료비(휘발유)

504

― 수목방제작업용 연료비(휘발유)

336

○시설장비유지비 72,000

― 건물 및 기계장비 유지비

72,000

4,000,000원*1회

120,000원*1명*10월

9,850,000원*12월

900,000원*12월

3,000,000원*12월

60,000원*2회

3,600,000원*1회

70,000원*1대*2회

88,990원*1대*1회

300,000원*1대*1회

100,000원*1회

991,830원*1회

50,000원*1회

120,000원*1회

250,000원*12월

270원*200건*12월

4,000원*10건*12월

1,200원*400ℓ *1대

1,200원*270ℓ *1대*12월

1,400원*90L*4회

1,400원*120L*2회

6,000,000원*12월

03 행사운영비 85,000 85,000 0

○기획전시 도록 제작비 10,00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50,000

5,000,000원*2회

50,000,000원*1식

국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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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시설관리과

정책: 문화시설 운영

단위: 문화시설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25,00025,000,000원*1식

국 25,000

202 여비 11,806 7,220 4,586

국 5,060

시 6,746

01 국내여비 11,806 7,220 4,586

○문화시설견학 및 홍보활동 관외여비

3,373

○한문연 정기총회 및 이사회 참석 관외여비

3,373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활동 관외여비

5,060

210,800원*4명*4회

210,800원*4명*4회

210,800원*4명*6회

국 5,060

206 재료비 39,680 36,320 3,360

01 재료비 39,680 36,320 3,360

○수목관리용 병충해방제농약

880

○수목관리용 비료 1,250

○냉각탑 소독제(레지오넬라균) 구입

3,000

○전시실 벽면 도색 유성(무광)페인트 구입

1,000

○전시장 전시용품 구입 3,000

○회관 시설 보수용 자재구입 3,000

○소방 화재감지기 구입(연탐) 800

○소화기 구입 300

○소방 호스 구입 1,000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무용 고무판 테이프

2,400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무대기계 감속기 오일

외 1,200

○문화예술회관 전기용품(전자개폐기외 6종)

1,800

○문화예술회관 변전실 진공차단기 구입

3,000

○문화예술회관 무대공연 용품 구입 17,050

― 무대조명 램프구입 15,600

― 공연장 무선마이크용 건전지(듀라셀9V)

1,000

― 공연장 무선마이크용 건전지(듀라셀1.5V)

450

22,000원*20병*2회

25,000원*50포

60,000원*50개

20,000원*50리터

3,000,000원*1식

3,000,000원*1식

10,000원*80개

30,000원*10개

50,000원*20본

8,000원*300개

5,000원*20L*12월

150,000원*12월

3,000,000원*1식

50,000원*312개

5,000원*200개

1,500원*300개

301 일반보상금 410,400 400,400 10,000

국 10,000

시 400,400

09 행사실비보상금 336,400 326,4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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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시설관리과

정책: 문화시설 운영

단위: 문화시설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기획공연 추진 300,000

○문화의 날 추진 26,40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추진 10,000

300,000,000원*1식

2,200,000원*12개월

10,000,000원*1식

국 10,000

11 기타보상금 74,000 74,000 0

○문화교실 강사수당 14,000

○꿈의 오케스트라 강사료 지급

60,000

100,000원*7개반*20회

60,000,000원*1식

401 시설비및부대비 120,000 110,500 9,500

01 시설비 120,000 110,500 9,500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개보수비 105,000

○공연장 무대기계장치 정기 정밀점검 용역

15,000

105,000,000

15,000,000원*1식

405 자산취득비 25,000 25,000 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5,000 25,000 0

○음향 디지털 콘솔 구입 25,00025,000,000원*1대

시민문화체육센터 운영 785,923 700,048 85,875

101 인건비 17,897 2,966 14,931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897 2,966 14,931

○시민문화체육센터 조경수 병충해방지 약제 인

부임 1,253

○시민문화체육센터 조경수 전지 인부임

7,516

○시민문화체육센터 잔디밭 잡초제거 인부임

3,341

○공연장 안전관리요원 인부임

3,341

○생활임금보전수당 2,446

52,190원*3명*2일*4회

52,190원*8명*6일*3회

52,190원*4명*4일*4회

52,190원*8명*8회

8,178원* 23명*13일

201 일반운영비 490,074 525,323 △35,249

01 사무관리비 98,262 133,487 △35,225

○일반수용비 91,794

― 시민문화체육센터 무인경비 용역료

2,640

― 시민문화체육센터 물탱크 청소비

1,980

― 시민문화체육센터 냉각탑 소독비

500

― 시민문화체육센터 공연장 소독비

1,800

― 시민문화체육센터 가스 정기검사 수수료

400

― 시민문화체육센터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480

220,000원*12월

3,000원*330㎡*2회

500,000원*1회

300,000원*6회

400,000원*1회

120,000원*4대*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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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시설관리과

정책: 문화시설 운영

단위: 문화시설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시민문화체육센터 승강기 점검대행 수수료

3,960

― 시민문화체육센터 소방시설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2,200

― 시민문화체육센터 화장실 소모품비

3,600

― 시민문화체육센터 쓰레기종량제 봉투

1,170

― 시민문화체육센터 공연장의자 및 카페트 세

탁 2,000

― 시민문화체육센터 자가용전기설비 정밀안전

진단 수수료 3,000

― 시민문화체육센터 청소용역비

60,600

― 시민문화체육센터 비데 렌탈 수수료

2,244

― 시민문화체육센터 정수기 렌탈 수수료

2,820

― 시민문화체육센터 음식물분쇄기 렌탈 수수

료 600

― 시민문화체육센터 숙직실 환경개선비

300

― 시민문화체육센터 공연장 피아노 조율비

1,500

○급량비 6,468

― 시민문화체육센터 공연 행사추진에 따른 특

근매식비 6,468

330,000원*12월

2,200,000원*1회

300,000원*12월

1,950원*50장*12월

1,000,000원*2회

3,000,000원*1식

2,525,000원*2명*12월

17,000원*11대*12월

47,000원*5대*12월

25,000원*2대*12월

300,000원*1회

100,000원*3대*5회

7,000원*11명*7일*12월

02 공공운영비 391,812 391,836 △24

○공공요금 및 제세 391,072

― 시민문화체육센터 전기요금

216,000

― 시민문화체육센터 일반전화 및 인터넷 사용

료 1,380

― 시민문화체육센터 상하수도 공과금

120,000

― 시민문화체육센터 교통 유발 부담금

4,000

― 시민문화체육센터 일반 우편요금

486

― 시민문화체육센터 등기 우편요금

720

― 시민문화체육센터 가스손해배상 책임 보험

료 100

― 시민문화체육센터 소방안전관리 협회비

50

― 시민문화체육센터 전기안전관리 협회비

120

― 시민문화체육센터 무선마이크 전파 사용료

216

18,000,000원*12월

115,000원*12월

10,000,000원*12월

4,000,000원*1회

270원*150건*12월

4,000원*15건*12월

100,000원*1회

50,000원*1회

120,000원*1회

3,000원*18대*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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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시설관리과

정책: 문화시설 운영

단위: 문화시설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시민문화체육센터 냉난방 가동 도시가스 사

용료 48,000

○연료비 740

― 시민문화체육센터 비상발전기 연료비(경유)

600

― 시민문화체육센터 예초기 연료비(휘발유)

140

○시설장비유지비 0

4,000,000원*12월

1,200원*500L*1회

1,400원*100L

202 여비 2,952 3,159 △207

01 국내여비 2,952 3,159 △207

○문화시설견학 및 홍보활동 관외여비

2,952210,800원*7명*2회

206 재료비 18,000 18,000 0

01 재료비 18,000 18,000 0

○시민문화체육센터 관리운용 재료구입(무대공

연 용품등) 18,0001,500,000원*12월

401 시설비및부대비 230,000 145,000 85,000

01 시설비 230,000 145,000 85,000

○시민문화센터 시설물 유지보수비

230,000230,000,000원*1식

405 자산취득비 27,000 5,600 21,4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7,000 5,600 21,400

○귀빈실, 연회장 냉난방기 교체

21,000

○시민문화체육센터 전기안전관리용 열화상측정

장비 구입 2,500

○시민문화체육센터 전기안전관리용 전력분석용

클램프 메터 구입 1,500

○시민문화체육센터 전기안전관리용 다기능 메

터 구입 1,000

○시민문화체육센터 전기안전관리용 절연저항

측정기(고압,저압) 구입 1,000

4,200,000원*5대

2,500,000원*1대

1,500,000원*1대

1,000,000원*1대

500,000원*2대

목포문학관 관리 및 운영 305,372 263,258 42,114

101 인건비 3,382 2,005 1,377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382 2,005 1,377

○문학관 잡초제거 및 잔디깎기 인부임

1,671

○문학관 및 갤러리 조경수 전지 인부임

1,253

○생활임금보전수당 458

52,190원*4명*2일*4회

52,190원*4명*2일*3회

8,178원*8명*7일

201 일반운영비 169,460 137,545 31,915

01 사무관리비 80,474 50,039 30,435

○일반수용비 76,344

― 복사용지 1,20020,000원*5박스*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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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시설관리과

정책: 문화시설 운영

단위: 문화시설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칼라복사기 수선 500

― 칼라복사기 토너구입 1,320

― 프린터 및 팩스 토너 474

― 문학관 발매기 롤지구입 800

― 특별전 초청장 제작 900

― 한국문학관협회 연회비 200

― 전국박물관협회 연회비 300

― 쓰레기종량제 봉투 구입

702

― 문학관 청소 및 화장실 소모품구입(화장지

등) 1,800

― 전시관 상영용 영상물 구입

500

― 문학관 내부 및 외부 청소

2,960

― 문학 도서 구입 1,800

― 문학관 안내용 리플릿 제작

4,000

― 개관10주년 전시패널 및 사인물교체

2,000

― 문학관 도서기증자 기증패 제작

350

― 문학관 무인경비 대행수수료

2,640

― 문학관 정수기렌탈비 528

―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8,400

― 문학관 전기시설물 정기검사수수료

900

― 방화관리 대행 수수료 3,000

―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수수료

1,920

― 문학관 홍보용 봉투 제작 2,500

― 수장고 전시품 보관용 상자

2,000

― 야외갤러리 작품교체 및 관리비

2,400

― 수장고 및 전시실 제습기 청소

1,950

― 문학관 청사 내·외청소 용역비

30,300

○운영수당 770

― 문학관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770

○급량비 3,360

― 주요업무추진 및 주말 전시관 운영 특근매

식비 3,360

500,000원*1회

330,000원*1대*4색

237,000원*2회

40원*20,000매

1,000원*300장*3회

200,000원*1회

300,000원*1회

1,950원*30장*12월

150,000원*12월

100,000원*5개*1회

1,850원*1,600평*1회

12,000원*150권

400원*5,000부*2종

100,000원*20개소

70,000원*5명

220,000원*12월

11,000원*4대*12월

700,000원*12월

900,000원*1식

250,000원*12월

160,000원*1대*12월

500원*5,000장

100,000원*20개

50,000원*4회*12개

130,000원*45대*1/3

2,525,000원*1명*12개월

70,000원*11명*1회

7,000원*4명*10일*12월

02 공공운영비 47,986 47,506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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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시설관리과

정책: 문화시설 운영

단위: 문화시설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공공요금및제세 43,186

― 문학관 전기요금 36,000

― 문학관 상하수도 사용료 600

― 교통유발부담금 500

― 문학관 전자정부전용회선료

3,314

― 민간인용 인터넷 사용료

792

― 사무실 위성방송료 180

― 문학관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

1,800

○시설장비유지비 4,800

― 건물 및 장비 유지비 4,800

3,000,000원*12월

50,000원*12월

500,000원*1회

276,100원*12월

22,000원*3대*12월

15,000원*12월

300원*3,000개교*2회

400,000원*12월

03 행사운영비 41,000 40,000 1,000

○목포문학제 행사운영 11,000

○문예대학 운영 20,000

○어린이문학교실 운영 10,000

11,000,000원*1회

1,000,000원*20회

5,000,000원*2회

202 여비 2,530 2,708 △178

01 국내여비 2,530 2,708 △178

○문학관,박물관대회 및 회의참석

1,265

○전시품 수집, 조사에 따른 여비

1,265

210,800원*2명*3회

210,800원*2명*3회

206 재료비 4,500 4,500 0

01 재료비 4,500 4,500 0

○문학 체험 활동 재료 구입

2,000

○전시품 방균 방충 처리제 2,500

5,000원*200명*2회

50,000원*50개

307 민간이전 111,500 111,500 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111,500 111,500 0

○김우진문학제 7,000

○박화성문학페스티벌 7,000

○차범석 연극공연 7,000

○박화성백일장대회 3,000

○목포시낭송대회 2,000

○김현 문학제 5,000

○목포문학상 공모전 50,000

○청소년문학상 추진 25,000

○뱃길백리선상시낭송회 1,000

○도서지역청소년문학워크숍 1,500

○예향목포시화전 3,000

7,000,000원*1식

7,000,000원*1회

7,000,000원*1회

3,000,000원*1회

2,000,000원*1회

5,000,000원*1회

50,000,000원*1회

25,000,000원*1회

1,000,000원*1회

1,500,000원*1회

3,000,000원*1회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 5,000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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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시설관리과

정책: 문화시설 운영

단위: 문화시설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시설비 10,000 5,000 5,000

○문학관 CCTV 교체(디지털 고화질)

5,000

○문학관 안내데스크 및 입간판 보수

5,000

5,000,000원*1식

5,000,000원*1식

405 자산취득비 4,000 0 4,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 0 4,000

○문학관 유인매표시스템 구입

4,0004,000,000원*1식

행정운영경비(문예시설관리과) 62,134 101,663 △39,529

기본경비(문예시설관리과) 62,134 62,254 △120

기본경비(문예시설관리과) 62,134 62,254 △120

201 일반운영비 12,274 12,394 △120

01 사무관리비 12,274 12,394 △120

○일반수용비 12,274

― 기본사무용품비 2,400

― 회관 및 센터 복사기 유지관리비(토너 등)

1,980

― 회관 및 센터 프린터, 팩스 유지관리비

2,844

― 복사기 수선비 1,000

― 복사용지 구입 3,600

― 기본 청소용품비 450

100,000원*24명

330,000원*2대*3회

237,000원*2대*3회*2개소

500,000원*2대

20,000원*15박스*12월

150,000원*3개소

202 여비 46,080 46,080 0

01 국내여비 46,080 46,080 0

○문예시설관리 기본업무수행 관내여비

46,08020,000원*24명*8회*12월

203 업무추진비 3,780 3,780 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0 3,780 0

○문예시설관리과 3,780350,000원*12월*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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