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활성화

단위: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목포자연사박물관

목포자연사박물관 1,681,963 2,013,760 △331,797

국 45,000

도 10,000

시 1,626,963

박물관 운영 활성화 1,131,697 1,200,998 △69,301

국 45,000

도 10,000

시 1,076,697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604,316 553,009 51,307

자연사관 관리 403,770 399,345 4,425

101 인건비 13,714 14,287 △573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714 14,287 △573

○자연사박물관 야외정원 잡초제거 및 잔디깎기

인부 3,600

○문예역사관 야외정원 잡초제거 및 잔디깎기

인부 1,440

○정원수 조경인부 3,994

○정원수 병충해 방제 약제 살포 인부

720

○비파밭 관리 전지작업 인부

1,800

○문예역사관 연못 청소인부 1,080

○자연사박물관 생태연못 토사수거 및 청소

1,080

45,000원*4명*5일*4회

45,000원*4명*2일*4회

62,400원*4명*4일*4회

45,000원*4명*4회

45,000원*5명*4일*2회

45,000원*4명*6회

45,000원*4명*6회

201 일반운영비 333,292 323,130 10,162

01 사무관리비 71,266 73,422 △2,156

○일반수용비 61,606

― 자연사박물관 자동 발매기 롤지 구입

2,000

― 자연사박물관 자동 발매기 유지보수료

2,640

― 지방세(입장료등)신용카드 납부수수료

4,960

― 쓰레기 종량제 봉투(100리터)

2,340

― 화장실운영 용품 구입(핸드타올 등 6종)

4,800

― 일반청소용품 구입 900

― 박물관 방향제 구입 960

― 소방소화설비 가스충약

1,440

― 물탱크 청소 용역료 1,600

― 공조기 휠타 청소 용역료 1,700

― 갓바위공원내 바닥,안개분수 물탱크 청소용

역료 1,200

40원*50,000매

220,000원*12월

160,000,000원*3.1%

1,950원*100장*12월

400,000원*12월

150,000원*6월

240,000원*4회

2,400,000원*6대*10%

800,000원*2회

850,000원*2회

600,000원*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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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활성화

단위: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갓바위공원내 바닥,안개분수 수질검사 수수

료 40

― 도시가스 정기 검사비(자연사관)

350

― 보일러 정기 검사비(자연사관)

350

― 박물관 화장실 비데 관리비

4,332

― 박물관 정수기 관리비

360

― 고압가스 정기검사비 350

―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행 수수료

8,244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료

2,000

― 무인경비 대행 수수료 4,428

―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8,892

―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수수료

6,720

― 박물관 전기시설 정기검사비

1,000

○급량비 9,660

― 관광객 유치 및 연장근무 특근 매식비

9,660

10,000원*4회

350,000원*1회

350,000원*1회

18,050원*20개소*12월

30,000원*1개소*12월

350,000원*1회

687,000원*12월

2,000,000원*1회

369,000원*12월

741,000원*12월

560,000원*12월

1,000,000원*1식

7,000원*23명*5회*12월

02 공공운영비 262,026 249,708 12,318

○공공요금 및 제세 188,860

― 박물관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료

37,440

― 박물관 상수도 사용료 21,600

― 박물관 전기요금 120,000

― 정보검색코너 인터넷 회선료

2,640

― 교통유발부담금(자연사관) 3,500

― 교통유발부담금(문예역사관)

1,350

― 환경개선부담금 1,400

― 가스손해배상 책임 보험료 300

― 소방안전 협회비 150

― 박물관 위성 방송료 480

○연료비 1,166

― 예취기 유류 구입(휘발유) 187

― 예취기 유류 구입(윤활유) 100

― 잔디깎기 유류 구입(휘발유)

187

― 잔디깎기 유류 구입(윤활유) 100

1,040원*9,000㎡*4개월

1,800,000원*12월

10,000,000원*12월

220,000원*12월

500원*7,000㎡

500원*2,700㎡

700,000원*2회

300,000원*1회

150,000원*1회

40,000원*12월

1,870원*100ℓ

5,000원*20ℓ

1,870원*100ℓ

5,000원*20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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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활성화

단위: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박물관 비상발전기 유류(경유) 구입

592

○시설장비유지비 72,000

― 박물관 시설 및 장비 유지비

72,000

1,690원*10ℓ *35시간

6,000,000원*12월

202 여비 3,284 3,178 106

01 국내여비 3,284 3,178 106

○박물관 관리운영 및 시설물관리 실태조사

3,284273,600원*3명*4회

206 재료비 25,960 16,150 9,810

01 재료비 25,960 16,150 9,810

○공조기 미디움 필터 구입 1,700

○냉각탑 수질개선용 약품구입 2,200

○자연사박물관 기계부품 구입 1,560

― 공조기 벨트 17종 구입 800

― 구리스 외 3종 구입 760

○소방시설 자재 구입 4,750

― 피난 유도등(중형) 750

― 피난 유도등(대형) 900

― 통로 유도등 600

― 청정 소화약제(50kg) 2,500

○수목관리용 재료 구입 2,000

― 수목관리용 영양제 및 비료

2,000

○박물관 야외 방송용 음반 구입

450

○박물관 전시실 일반 조명구입(LED 외6종)

6,000

○박물관 영상실 빔프로젝터 램프구입

600

○4D영상관 빔프로젝터 램프 구입

3,000

○4D영상관 관람용 입체안경 구입

1,500

○4D영상관 특수효과 정수필터 구입

1,000

○박물관 주전산기 백업데이프 구입

1,200

85,000원*20개

55,000원*40개

800,000원*1식

76,000원*10통

150,000원*5개

180,000원*5개

120,000원*5개

2,500,000원*1병

20,000원*100포

15,000원*30장

500,000원*12월

600,000원*1세트

1,500,000원*2대*1회

15,000원*100개

100,000원*10회

30,000원*40개

301 일반보상금 15,120 32,400 △17,280

11 기타보상금 15,120 32,400 △17,280

○자연사박물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지급 15,120

― 식 대 11,760

― 교통비 3,360

7,000원*7명*20일*12월

2,000원*7명*20일*12월

405 자산취득비 12,400 10,20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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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활성화

단위: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2,400 10,200 2,200

○갓바위문화타운 조경관리 잔디깎기 구입

900

○박물관 전시품 영상 출력장치 교체

7,500

○박물관 어린이용 안내 키오스크 본체 교체

4,000

900,000원*1대

2,500,000원*3대

1,000,000원*4대

생활도자관 관리 110,546 105,664 4,882

201 일반운영비 95,406 93,006 2,400

01 사무관리비 30,626 28,226 2,400

○일반수용비 30,626

― 생활도자박물관 관리용품 구입

3,600

― 쓰레기 종량제 봉투(100ℓ )구입

2,106

― 일반청소용품 구입(걸레,유리세정제 등)

1,800

― 화장실운영용품 구입(핸드타올 등 6종)

2,400

― 소방소화설비 가스충약

1,440

― 물탱크 청소용역 수수료 1,200

― 도시가스 정기 검사비 200

― 보일러 정기 검사비 200

―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행용역 수수료

6,000

― 공조기 훨타 청소용역로 1,000

― 직팽식 공조기 실외기 핀세척

1,000

― 직팽식 공조기 실외기 압축기 오일교체 및

정비 2,000

― 생활도자박물관 무인경비 대행수수료

2,160

―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3,600

―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수수료

1,800

―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120

300,000원*12월

1,950원*90장*12월

150,000원*12월

200,000원*12월

2,400,000원*6대*10%

600,000원*2회

200,000원*1회

200,000원*1회

500,000원*12월

500,000원*2회

1,000,000원*1회

2,000,000원*1식

180,000원*12월

300,000원*12월

150,000원*12월

120,000원*1대*1회

02 공공운영비 64,780 64,780 0

○공공요금 및 제세 52,780

― 생활도자박물관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료

12,480

― 생활도자박물관 상·하수도 사용료

1,200

― 생활도자박물관 환경개선부담금

1,400

1,040원*3,000㎡*4개월

100,000원*12월

700,000원*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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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활성화

단위: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생활도자박물관 교통유발부담금

1,500

― 생활도자박물관 전기요금

36,000

― 생활도자박물관 가스손해배상 책임보험료

200

○시설장비유지비 12,000

― 생활도자박물관 시설장비유지비

12,000

1,500,000원*1회

3,000,000원*12월

200,000원*1회

1,000,000원*12월

206 재료비 15,140 12,658 2,482

01 재료비 15,140 12,658 2,482

○기계부품 및 재료 구입 1,850

― 기계 가동용 윤활유 1,100

― 공조기 벨트 750

○ 화재예방 소화기구입 1,890

― 하론소화기 구입 1,815

― 소화기받침대 75

○생활도자박물관 램프,안정기 구입

8,400

○생활도자박물관 전기및 기계재료 구입 3,000

― 누전차단기(75A외 9종) 2,000

― 전시실 퇴색방지용 형광등 구입

1,000

5,500원*20ℓ *10개

750,000원*1식

121,000원*15개

5,000원*15개

700,000원*12월

100,000원*20개

20,000원*50개

시설물 확충 및 환경개선 90,000 48,000 42,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90,000 48,000 42,000

01 시설비 90,000 48,000 42,000

○문예역사관 화폐전시실 드라이 에어리어 설치

공사 65,000

○자연사박물관 1층 여자화장실 리모델링

20,000

○야외정원 조경수 관리 및 잔디보수

5,000

6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5,000,000원*1식

전시연구역량강화 310,597 491,734 △181,137

국 45,000

도 10,000

시 255,597

희귀 전시품 확보 연출 64,797 124,454 △59,657

201 일반운영비 30,745 29,845 900

01 사무관리비 14,545 8,645 5,900

○ 일반수용비 4,045

― 자체 전시품 채집 안전 피복 용품 구입(구

명조끼, 방한복 등) 1,000

― 전시품 기증에 따른 감사패 제작

1,000

200,000원*5명

200,000원*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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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활성화

단위: 전시연구역량강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전시품 취급 관리자 재정보증보험 가입

1,045

― 전시연출 전문 문헌 자료 구입

1,000

○ 관람객 관람 안전 가이드바 설치(250m)

5,000

○임차료 1,500

― 전시품 운반에 따른임차료

1,500

○운영수당 4,000

―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

1,300

― 전시품 감정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800

― 자체 표본 분류 동정 감수 수당

900

95,000원*11개 직위

100,000원*10부

5,000,000원*1식

1,500,000원*1회

100,000원*13명*1회

300,000원*2회*3명

300,000원*1회*3명

02 공공운영비 16,200 21,200 △5,000

○시설장비유지비 16,200

― 전시품 보존처리실 화학약품 처리 관리비

1,200

― 자연사관 수장고 전시품 방역처리(186㎡)

5,000

― 문예역사관 수장고 전시품 방역처리(182㎡)

5,000

― 교육실 강의 지원 장비 보수

5,000

100,000원*12월

5,000,000원*1회

5,000,000원*1회

5,000,000원*1식

202 여비 3,831 2,119 1,712

01 국내여비 3,831 2,119 1,712

○전시품 자체 수집·조사에 따른 여비

3,831273,600원*2명*7회

206 재료비 29,400 10,900 18,500

01 재료비 29,400 10,900 18,500

○원본 화석 유지 관리 전용 본드 및 처리제 구

입 4,000

○수장고 유물 정리 상자 구입 5,000

○동식물 박제류 전시품 방균 방충 처리제 구입

7,000

○관람객 무선 오디오 가이드 시스템 구입

9,400

○ 대형 유물 안전 및 관람동선용 안전봉 구입

4,000

4,000,000원*1식

50,000원*100개

70,000원*100개

4,700,000*2대

200,000원*20개

301 일반보상금 821 1,590 △769

09 행사실비보상금 821 1,590 △769

○박물관 운영 자문위원회의 실비보상

821273,600원*3명*1회

전시 교육 콘텐츠 강화 108,900 140,900 △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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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활성화

단위: 전시연구역량강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 일반운영비 95,400 110,400 △15,000

01 사무관리비 28,900 28,900 0

○일반수용비 25,000

― 전시관내 관람객 안전 사인물 교체

5,000

― 문예역사관 미술품 노후 액자 교체

4,000

― 문예역사관 노후 네임택, 기증자 패널 교체

5,000

― 수석전시실 수석좌대 금모래 교체

2,000

― 대형 전시품(맘모스 등) 전시대 보강

5,000

― 문예역사관 화폐전시실 습기 제거제 교체

1,000

― 조포유류 교체에 따른 자세 고정용 전시대

3,000

○임차료 3,900

― 대형 공룡 전시품 관리용 Z-리프트카 임차

료 1,900

― 특별기획전 전시품이동용 무진동차량 임차

료 2,000

50,000원*100개

200,000원*20개

50,000원*100개

100,000원*20포

2,500,000원*2개

20,000원*50개

200,000원*15개

950,000원*2일

1,000,000원*2대*1회

02 공공운영비 16,500 16,500 0

○시설장비유지비 16,500

― 박물관내 민물어류 수족관 유지 관리비

16,5001,375,000원*12월

03 행사운영비 50,000 65,000 △15,000

○토요학교밖창의 체험프로그램 운영

40,000

○박물관 성수기 이벤트 운영(설,추석명절)

10,000

400,000원*100강좌

5,000,000원*2회

206 재료비 13,500 10,500 3,000

01 재료비 13,500 10,500 3,000

○박물관 수족관 해수어 구입 1,500

○민물어류 수족관 어류 사료 구입

1,500

○수족관 민물 어류 어병 치료제 구입

1,000

○박물관 야외 연못 비단잉어 구입

1,500

○진열장 방습, 방충제 구입

8,000

150,000원*10미

30,000원*50포

100,000원*10병

50,000원*30미

80,000원*2종*50개

대외 홍보 협력 강화 56,900 96,380 △39,480

201 일반운영비 56,900 96,380 △39,480

01 사무관리비 51,900 91,750 △39,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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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활성화

단위: 전시연구역량강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일반수용비 48,900

― 국내자연사관련기관회원비(지질학회등)

900

― 국내외박물관관련기관회원비(ICOM 등)

2,000

― 박물관 홍보물 제작 31,000

ㆍ전국 수학여행단 유치 홍보물 제작

10,000

ㆍ판매용 가이드북 개정판 제작

10,000

ㆍ단체 관람 판매용 체험학습지 인쇄

6,000

ㆍ자연사박물관 봉투 제작 5,000

― 박물관 관람객 안내용 리플릿 제작 15,000

ㆍ자연사박물관 관람객 안내 리플릿 제작(

한·영·중·일) 15,000

○임차료 3,000

― 찾아가는 박물관 행사 전시물 운반 차량 임

차료 3,000

300,000원*3개기관

500,000원*4개기관

1,000원*2회*5,000부

10,000원*1,000부

1,000원*2종*3,000부

500원*10,000부

750원*20,000부

1,500,000원*2회

02 공공운영비 5,000 4,630 370

○공공요금 및 제세 5,000

― 전국수학여행단유치홍보물 발송 우편료

5,000500원*2회*5,000부

찾아가는 국립생물자원관 운영 30,000 0 30,000

도 10,000

시 20,000

201 일반운영비 30,000 0 30,000

도 10,000

시 20,000

03 행사운영비 30,000 0 30,000

○찾아가는 국립생물자원관 운영

30,00030,000,000원*1식

도 10,000

시 20,000

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 50,000 0 50,000

국 45,000

시 5,000

201 일반운영비 39,200 0 39,200

국 35,280

시 3,920

01 사무관리비 11,200 0 11,200

○일반수용비 5,200

― 전시 사인 그래픽 패널 제작

3,000200,000원*15개

국 2,700

시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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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활성화

단위: 전시연구역량강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유물 보조 전시대 제작 2,000100,000원*20개

국 1,800

시 200

― 행사용영상기록저장장치구입

200200,000원*1개

국 180

시 20

○임차료 6,000

― 유물운송에따른차량임차료(무진동차)

6,0001,500,000원*4회

국 5,400

시 600

03 행사운영비 28,000 0 28,000

○취약지역청소년문화지원사업운영

25,00025,000,000원*1식

국 22,500

시 2,500

○사업 점검 및 역량 강화 워크숍

3,0003,000,000원*1식

국 2,700

시 300

202 여비 8,100 0 8,100

국 7,290

시 810

01 국내여비 8,100 0 8,100

○문화 사업 추진을 위한 현지 출장

8,100270,000원*2명*15회

국 7,290

시 810

301 일반보상금 2,700 0 2,700

국 2,430

시 270

09 행사실비보상금 2,700 0 2,700

○취약지역청소년문화체험 참가자 등 실비보상

2,700270,000원*2명*5회

국 2,430

시 270

생활도자박물관 운영 활성화 216,784 156,255 60,529

전시역량 강화 119,842 104,255 15,587

201 일반운영비 33,200 51,766 △18,566

01 사무관리비 23,200 24,766 △1,566

○일반수용비 20,200

― 도자박물관 전시품 보조전시대 제작

1,500

― 도자박물관 노후사인패널 교체

1,500

500,000원*3개

50,000원*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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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활성화

단위: 생활도자박물관 운영 활성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도자박물관 관람안내리후렛 제작

3,000

― 도자박물관 관람용 가이드북 제작

4,000

― 도자박물관 상설 및 기획전 전시용품 구입

1,200

― 도자박물관 기증자 기증패 제작

1,000

― 도자박물관 아동체험실 체험도구

3,000

― 도자박물관 실내 조경관리

2,000

― 옹이체험공방 전시용품 구입

3,000

○임차료 3,000

― 기획전 우수전시품 임차료

3,000

300원*10,000부

4,000원*1,000부

300,000원* 4회

200,000원*5명

1,500,000원*2회

2,000,000원*1식

3,000,000원*1식

1,500,000원*2회

03 행사운영비 10,000 22,000 △12,000

○ 도예 특별기획전 추진 10,00010,000,000원*1식

202 여비 1,642 1,589 53

01 국내여비 1,642 1,589 53

○ 도자엑스포 참석 및 선진지 견학

1,642273,600원*2명*3회

401 시설비및부대비 85,000 30,000 55,000

01 시설비 85,000 30,000 55,000

○ 도자박물관 방수 공사 85,00085,000,000원*1식

창의 도자교육 프로그램 50,000 52,000 △2,000

201 일반운영비 21,000 23,000 △2,000

01 사무관리비 6,000 7,000 △1,000

○일반수용비 6,000

― 도자체험교육용 교재 및 영상물제작

1,500

― 도자체험교육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1,500

― 도자기 발송용 종이박스 구입

2,000

― 도자기 발송용 자재 구입(에어캡, 박스테이

프 등) 1,000

1,500,000원*1식

500,000원*3회

2,000원*1,000개

1,000원*1,000개

03 행사운영비 15,000 16,000 △1,000

○도자교육프로그램 운영 15,000

― 도자기 체험교실 운영 10,000

― 도자기 문화교실 운영 5,000

100,000원*100강좌

100,000원*50강좌

206 재료비 29,000 29,000 0

01 재료비 29,000 29,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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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활성화

단위: 생활도자박물관 운영 활성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도자박물관 교육 재료비 29,000

― 옹이공방 재료 구입비(색종이 및 기물)

20,000

― 야외공방 재료 구입비 9,000

5,000,000원*4회

3,000,000원*3회

도자기 전국공모전 추진 46,942 0 46,942

201 일반운영비 20,400 0 20,400

01 사무관리비 8,400 0 8,400

○ 일반수용비 2,900

― 공모전 심사운영 용품구입

1,000

― 공모전 홍보물 발송요금 900

― 공모전 출품작품 보험료 1,000

○ 운영수당 3,000

― 도자기전국공모전 심사위원 심사수당

3,000

○ 임차료 2,500

― 전국공모전 전시품 운반차량임차료

2,500

1,000,000원*1식

300원*3,000부

1,000,000원*1식

500,000원*6명

2,500,000원*1식

03 행사운영비 12,000 0 12,000

○ 도자기 전국공모전 행사운영

12,00012,000,000원*1회

202 여비 1,642 0 1,642

01 국내여비 1,642 0 1,642

○ 도자기 공모전 작품접수 및 업무협의

1,642273,600*3명*2회

301 일반보상금 24,900 0 24,900

09 행사실비보상금 900 0 900

○ 도자기 전국공모전 심사위원 실비지급

900150,000원*6명

11 기타보상금 24,000 0 24,000

○ 도자기 전국공모전 시상금

24,00024,000,000원*1식

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 433,869 701,966 △268,097

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 433,869 701,966 △268,097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 433,869 501,966 △68,097

101 인건비 57,693 54,069 3,624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7,693 54,069 3,624

○어린이바다과학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57,693

― 기본급 34,020

― 주휴수당 7,020

― 휴일근무수당 10,641

― 간식비 3,012

45,000원*252일*3명

45,000원*52주*3명

61,150원*58일*3명

2,000원*251일*3명*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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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

단위: 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명절휴가비 1,200

― 교통비 1,800

200,000원*2회*3명

50,000원*12월*3명

201 일반운영비 296,962 332,441 △35,479

01 사무관리비 78,762 127,562 △48,800

○일반수용비 65,662

― 레이저프린터 토너 948

― 지방세(입장료 등)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4,960

― 복사기토너 600

― 복사기드럼 660

― 팩시밀리 토너 330

― 복사용지구입 960

― 쓰레기 종량제 봉투(100L)

1,404

― 화장실 운영용품 구입(핸드타올 등 6종)

2,400

― 입장권롤지 구입 12,000

― 과학관 청결을 위한 청소용품 구입

2,400

― 화장실 방향제 교체 1,200

― 과학관 협회 협회비 1,200

― 과학관 안내 및 홍보를 위한 도슨트 운영 7,600

ㆍ홍보플래카드 제작

2,000

ㆍ교육교재 제작 1,000

ㆍ운영소모품 구입 1,000

ㆍ해설역량강화를 위한 답사지원비

3,000

ㆍ도슨트 근무유니폼 제작 600

― 수장고 전시품 보관용 상자

2,000

― 과학관 방문 관람객용 홍보리후렛

10,000

― 전시패널 및 사인물 교체

5,000

― 과학관 체험학습 교재 제작

9,000

― 과학관 홍보용 봉투제작 3,000

○운영수당 7,200

― 어린이바다과학관 자문위원회 운영수당

2,000

― 체험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

5,200

○임차료 5,900

237,000원*4개

160,000,000원*3.1%

150,000원*4개

330,000원*2개

110,000원*3개

20,000원*4박스*12월

1,950원*60장*12월

200,000원*12월

40원*300,000매

200,000원*12월

20,000원*5개소*12월

1,200,000원*1회

100,000원*2개소*10회

20,000원*50권

1,000,000원*1회

1,500,000원*2회

100,000원*6명

200,000원*10개

250원*20,000부*2종

500,000원*10개소

1,000원*10,000부*90%

3,000,000원*1회

100,000원*10명*2회

130,000원*4명*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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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

단위: 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전시실 천정 전열기 교체를 위한 고가사다

리차임차 1,900

― 전시품 차량운반비 4,000

950,000원*2회

1,000,000*4회

02 공공운영비 184,200 174,879 9,321

○공공요금 및 제세 112,320

― 전용회선료(인터넷, 전화등)

6,600

― 일반전화 회선료 600

― 어린이바다과학관 환경개선부담금

1,400

― 어린이바다과학관 교통유발부담금

1,800

― 무인경비대행 수수료 2,400

― 상하수도사용료 4,800

― 과학관 냉난방비(전기) 72,000

― 위성방송료 660

―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6,000

― 과학관 정수기 관리비

720

― 화장실 비데관리비 2,040

― 승강기유지관리대행 수수료

3,600

― 승강기 정기점검 수수료 400

― 매표관리 용역수수료 1,800

― 소방안전점검료 1,500

― 소방점검 대행 수수료 6,000

○연료비 779

― 과학관 비상발전기 유류구입(경유)

592

― 예취기 유류구입(휘발유) 187

○시설장비 유지비 71,101

― 항온항습기 유지관리 1,000

― 기계모타 펌프유지관리비 1,000

― 방송장비 유지관리비 1,000

― 가로등 유지관리비 180

― 갯벌수조 유지관리비 5,000

― 과학관 청소용역비 22,200

― 과학관 CCTV 유지관리비

413

― 과학관 건물유지관리비

8,788

― 과학관 체험시설장비 유지비

6,000

― 4D 영상관 빔프로젝트 유지관리비

1,320

550,000원*12월

50,000원*12월

700,000원*2회

500원*3,600㎡

200,000원*12월

400,000원*12월

6,000,000원*12월

55,000원*12월

500,000원*12월

30,000원*2개소*12월

17,000원*10개소*12월

300,000원*12월

200,000원*2회

150,000원*12월

1,500,000원*1회

500,000원*12월

1,690원*10ℓ *35시간

1,870원*100ℓ

1,000,000원*1식

1,000,000원*1식

1,000,000원*1식

30,000원*30개*20%

5,000,000원*1식

1,850,000원*12월

55,000원*15개소*50%

5,000원*3,515㎡*50%

500,000원*12월

6,600,000원*2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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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

단위: 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4D 영상관 특수효과 및 진동의자유지관리

5,000

― 4D 영상관 음향 및 영상장비 유지비

4,800

― 갯벌수조 관리 용역비 11,400

― 물탱크 청소용역비 1,600

― 공조기 휠타 청소용역비 1,400

5,000,000원*1식

120,000,000원*4%

950,000원*12월

800,000원*2회

700,000원*2회

03 행사운영비 34,000 30,000 4,000

○토요해양과학교실 운영 14,000

○체험프로그램 운영 20,000

3,500,000원*4회

2,000,000원*10회

202 여비 3,284 3,178 106

01 국내여비 3,284 3,178 106

○어린이바다과학관 선진지견학 관외여비

3,284273,600원*4회*3명

206 재료비 31,930 28,900 3,030

01 재료비 31,930 28,900 3,030

○4D 영상 시청용 안경구입 1,000

○4D 영상 프로젝터 램프

4,500

○전시관내 체험시설 프로젝터램프구입

3,000

○4D 영상관 특수효과 정수필터 구입

1,000

○과학관 전시시설 조명기구 구입

2,400

○과학관 주 전산기 백업테이프 구입

500

○과학관 야외 수목 관리용 농약구입

1,000

○누전차단기(30A 외 9종 구입) 1,400

○과학관내 형광등 안정기 구입 600

○전시실 체험 시설 작동물체험도구 구입

5,000

○4D 캐릭터상품 구입 10,000

○갯벌수조 해양생물 구입 1,200

○화재예방 소화기 구입 330

― 일반소화기 280

― 소화기받침대 50

10,000원*100개

750,000원*6개*2회*50%

500,000원*6개소

100,000원*10개

200,000원*12월

25,000원*20개

25,000원*40개

70,000원*20개

3,000원*200개

50,000원*100개

10,000원*1,000개

10,000원*10종*12월

28,000원*10개

5,000원*10개

301 일반보상금 43,200 46,378 △3,178

11 기타보상금 43,200 43,200 0

○과학관 도슨트 실비보상금 21,600

― 기본급 21,600

○과학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21,600

― 식대 16,800

30,000원*6명*10일*12월

7,000원*10명*20일*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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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

단위: 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교통비 4,8002,000원*10명*20일*12월

405 자산취득비 800 37,000 △36,2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800 37,000 △36,200

○과학관 예취기 구입 800400,000원*2대

행정운영경비(목포자연사박물관) 116,397 110,796 5,601

인력운영비(목포자연사박물관) 33,163 30,542 2,621

인력운영비(목포자연사박물관) 33,163 30,542 2,621

101 인건비 33,163 30,542 2,621

01 보수 33,163 30,542 2,621

○초과근무수당 33,163

― 휴일근무수당 33,16371,781원*21명*1/3*66일

기본경비(목포자연사박물관) 83,234 80,254 2,980

기본경비(목포자연사박물관) 83,234 80,254 2,980

201 일반운영비 37,214 34,234 2,980

01 사무관리비 37,214 34,234 2,980

○일반수용비 13,164

― 기본사무용품비 2,200

― 복사기 유지 관리비 5,000

― 프린터 및 팩스 유지관리비

2,844

― 복사용지 구입 2,400

― 당직실 침구류 세탁 720

○운영수당 24,050

― 일숙직 수당 24,050

100,000원*22명

500,000원*2대*5회

237,000원*3대*4회

20,000원*10박스*12월

60,000원*6회*2개소

50,000원*1명*481일

202 여비 42,240 42,240 0

01 국내여비 42,240 42,240 0

○박물관 업무추진 관내여비

42,24020,000원*22명*8회*12월

203 업무추진비 3,780 3,780 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0 3,780 0

○목포자연사박물관 3,780350,000원*12월*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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