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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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목포자연사박물관

목포자연사박물관 1,806,398 1,869,840 △63,442

박물관 운영 활성화 1,288,948 1,316,483 △27,535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715,868 775,063 △59,195

자연사관 관리 412,105 497,008 △84,903

101 인건비 23,805 23,435 37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805 23,435 370

○자연사박물관 야외정원 잡초제거 및 잔디깎기

인부 5,498

○문예역사관 야외정원 잡초제거 및 잔디깎기

인부 2,200

○정원수 조경인부 5,797

○정원수 병충해 방제 약제 살포 인부

1,100

○비파밭 관리 전지작업 인부

2,749

○문예역사관 연못 청소인부 1,650

○자연사박물관 생태연못 토사수거 및 청소

1,604

○바닥분수 야외공원 잡초제거 인부

3,207

68,720원*4명*5일*4회

68,720원*4명*2일*4회

90,570원*4명*4일*4회

68,720원*4명*4회

68,720원*5명*4일*2회

68,720원*6명*4회

66,800원*6명*4회

66,800원*4명*3일*4회

201 일반운영비 327,080 382,353 △55,273

01 사무관리비 113,256 124,964 △11,708

○일반수용비 81,040

― 자연사박물관 입장권 발매기 롤지 구입

2,000

― 자연사박물관 입장권 발매기 유지보수료

2,640

― 지방세(입장료등)신용카드 납부수수료

9,300

― 쓰레기 종량제 봉투(100리터)

2,340

― 화장실운영 용품 구입(핸드타올 등 6종)

3,600

― 일반청소용품 구입 900

― 박물관 방향제 구입 960

― 소방소화설비 가스충약

1,500

― 물탱크 청소 용역 1,600

― 공조기 휠타 청소 용역 1,700

― 갓바위공원내 바닥,안개분수 물탱크 청소용

역료(법정 주1회 청소 실시) 1,200

― 갓바위공원내 바닥,안개분수 수질검사 수수

료(법정 주2회 수질검사 실시) 200

40원*50,000매

220,000원*12월

300,000,000원*3.1%

1,950원*100장*12월

300,000원*12월

150,000원*6월

240,000원*4회

2,500,000원*6대*10%

800,000원*2회

850,000원*2회

600,000원*2회

20,000원*10회



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활성화

단위: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냉동기 정기 검사비(자연사관)

350

― 축냉식 냉동기 세관비(자연사관)

4,000

― 보일러 정기 검사비(자연사관)

350

― 관류 보일러 세관비(자연사관)

3,000

― 박물관 화장실 비데 관리비

4,800

― 박물관 정수기 관리비

600

― 특정가스 및 냉동제조시설 정기검사비

600

―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행 수수료

7,200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료

2,000

― 무인경비 대행 수수료 4,800

― 4D영상관 시설 유지관리 수수료

4,800

―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8,400

―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수수료

9,600

―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1,600

― 박물관 전기시설 정기검사비

1,000

○급량비 9,216

― 관광객 유치 및 연장근무 특근 매식비

9,216

○임차료 20,000

― 4D영상관 영상물 임차료 20,000

○피복비 3,000

― 박물관 근무자 근무복 구입(하절기,동절기)

3,000

350,000원*1회

4,000,000원*1회

350,000원*1회

3,000,000원*1회

20,000원*20개소*12월

25,000원*2개소*12월

600,000원*1회

600,000원*12월

2,000,000원*1회

400,000원*12월

400,000원*12월

700,000원*12월

200,000원*4대*12월

200,000원*4대*2회

1,000,000원*1회

8,000원*16명*6회*12월

20,000,000원*1회

100,000원*15명*2회

02 공공운영비 213,824 257,389 △43,565

○공공요금 및 제세 148,690

― 박물관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료

22,000

― 박물관 상수도 사용료 10,800

― 박물관 전기요금 110,400

― 정보검색코너 인터넷 회선료

2,640

― 박물관 홈페이지 유지관리 1,800

― 가스손해배상 책임 보험료 300

1,100원*5,000㎡*4월

900,000원*12월

9,200,000원*12월

220,000원*12월

150,000원*12월

300,000원*1회



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활성화

단위: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소방안전 협회비 150

― 박물관 위성 방송료 600

○연료비 1,134

― 예취기 유류 구입(휘발유) 136

― 예취기 유류 구입(윤활유) 100

― 잔디깎기 유류 구입(휘발유)

136

― 잔디깎기 유류 구입(윤활유) 100

― 박물관 비상발전기 유류(경유) 구입

662

○시설장비유지비 64,000

― 자연사관(문예역사관) 시설장비 유지비

50,000

― 4D영상관 유지비(에어컴프레샤, 의자 등)

5,000

― 무인카메라 유지관리(자연사관,도자관,역사

관) 9,000

150,000원*1회

50,000원*12월

1,360원*100ℓ

5,000원*20ℓ

1,360원*100ℓ

5,000원*20ℓ

1,260원*15ℓ *35시간

50,000,000원*1개소

5,000,000원*1개소

3,000,000원*3개소

202 여비 2,800 3,300 △500

01 국내여비 2,800 3,300 △500

○박물관 관리운영 및 시설물관리 실태조사

2,800100,000원*2명*14회

206 재료비 28,820 29,320 △500

01 재료비 28,820 29,32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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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0

― 피난 유도등(중형) 750

― 피난 유도등(대형) 900

― 통로 유도등 600

― 청정 소화약제(50kg) 2,500

― 분말소화기 560

○ 갓바위공원내 바닥, 안개분수 소독약품 구입

(법정 잔유염소 기준 준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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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설 염화칼슘 구입 1,200

85,000원*20개

55,000원*40개

400,000원*2회

76,000원*10통

150,000원*5개

180,000원*5개

120,000원*5개

2,500,000원*1병

28,000원*20개

20,000원*10통

20,000원*100포

15,000원*30장

500,000원*12월

20,000원*60포



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활성화

단위: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수목 병충해 방제 농약 구입 3,000

○4D영상관 빔프로젝터 램프 구입

1,500

○4D영상관 관람용 입체안경 구입

2,000

○4D영상관 특수효과 정수필터 구입

500

○박물관 주전산기 백업테이프 구입

1,200

25,000원*120병

1,500,000원*1대*1회

20,000원*100개

100,000원*5회

30,000원*40개

207 연구개발비 20,000 0 20,000

02 전산개발비 20,000 0 20,000

○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 기능 개선

20,00020,000,000원*1식

301 일반보전금 9,600 9,600 0

12 기타보상금 9,600 9,600 0

○자연사박물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지급 9,600

― 식 대 7,680

― 교통비 1,920

8,000원*4명*20일*12월

2,000원*4명*20일*12월

생활도자관 관리 123,763 147,055 △23,292

101 인건비 5,474 5,381 93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474 5,381 93

○ 도자박물관 야외정원 잡초제거 및 잔디깍기

인부 2,200

○ 도자박물관 정원수 방제 약제 살포 인부

1,100

○ 도자박물관 정원수 조경인부

2,174

68,720원*4명*4일*2회

68,720원*2명*4일*2회

90,570원*3명*4일*2회

201 일반운영비 102,824 127,709 △24,885

01 사무관리비 36,872 45,522 △8,650

○일반수용비 36,872

― 생활도자박물관 관리용품 구입

3,600

― 쓰레기 종량제 봉투(100ℓ )구입

1,872

― 일반청소용품 구입(걸레,유리세정제 등)

2,400

― 화장실운영용품 구입(핸드타올 등 6종)

2,400

― 소방소화설비 가스충약

1,440

― 레이저프린터 토너 948

― 복사용지 구입 552

― 복사기 토너 구입 500

― 물탱크 청소용역 수수료 1,200

300,000원*12월

1,950원*80장*12월

200,000원*12월

200,000원*12월

2,400,000원*6대*10%

237,000원*4개

23,000원*2박스*12월

250,000원*2회

600,000원*2회



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활성화

단위: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도시가스 정기 검사비 300

― 관류 보일러 세관비 2,000

― 보일러 정기 검사비 300

―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행용역 수수료

6,000

― 공조기 훨타 청소용역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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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 안전 정기검사 수수료

1,000

―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수수료

2,400

―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200

300,000원*1회

2,000,000원*1회

300,000원*1회

500,000원*12월

500,000원*2회

1,000,000원*1회

2,000,000원*1회

180,000원*12월

300,000원*12월

1,000,000원*1회

200,000원*12월

200,000원*1대*1회

02 공공운영비 65,952 82,187 △16,235

○공공요금 및 제세 50,600

― 생활도자박물관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료

13,200

― 생활도자박물관 상·하수도 사용료

1,200

― 생활도자박물관 전기요금

36,000

― 생활도자박물관 가스손해배상 책임보험료

200

○ 연료비 952

― 잔디깍기 유류 구입(휘발유)

136

― 잔디깍기 유류 구입(윤활유) 75

― 예취기 유류 구입(휘발유) 136

― 예취기 유류 구입(윤활유) 75

― 박물관 비상발전기 유류(경유) 구입

530

○시설장비유지비 14,400

― 생활도자박물관 시설 장비유지비

14,400

1,100원*3,000㎡*4월

100,000원*12월

3,000,000원*12월

200,000원*1회

1,360원*100ℓ

5,000원*15ℓ

1,360원*100ℓ

5,000원*15ℓ

1,260원*12ℓ *35시간

1,200,000원*12월

206 재료비 15,465 13,965 1,500

01 재료비 15,465 13,965 1,500

○기계부품 및 재료 구입 2,050

― 기계 가동용 윤활유 1,300

― 공조기 벨트 750

○ 화재예방 소화기구입 1,915

6,500원*20ℓ *10개

750,000원*1회



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활성화

단위: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하론소화기 구입 1,815

― 소화기받침대 100

○생활도자박물관 램프,안정기 구입

6,000

○생활도자박물관 전기및 기계재료 구입 5,500

― 누전차단기(75A외 9종) 2,000

― 전시실 퇴색방지용 형광등 구입

1,000

― 생활도자박물관 전시실 방균 방충 처리제

구입 2,500

121,000원*15개

5,000원*20개

500,000원*12월

100,000원*20개

20,000원*50개

50,000원*50개

시설물 확충 및 환경개선 180,000 131,000 49,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40,000 131,000 9,000

01 시설비 140,000 131,000 9,000

○자연사박물관 노후시설 정비

100,000

○자연사박물관 정밀안전점검 용역

20,000

○다중이용시설 민원처리 및 재난대비 응급복구

비 20,000

100,000,000원*1식

20,000,000원*1개소

20,000,000원*1개소

405 자산취득비 40,000 0 40,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0 0 40,000

○자연사박물관 VR 체험기 설치

40,00040,000,000원*1식

전시연구역량강화 387,050 320,220 66,830

희귀 전시품 확보 연출 80,800 95,620 △14,820

201 일반운영비 19,800 28,220 △8,420

01 사무관리비 7,600 8,500 △900

○ 일반수용비 3,000

― 박물관 종합보험 가입 3,000

○ 임차료 1,500

― 전시품 운반에 따른 무진동차 임차료

1,500

○ 운영수당 3,100

―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

1,300

― 전시품 감정평가위원회 참석수당

900

― 자체 표본 분류 동정 감수 수당

900

3,000,000원*1회

1,500,000원*1회

100,000원*13명*1회

300,000원*3명*1회

300,000원*3명*1회

02 공공운영비 12,200 19,720 △7,520

○시설장비유지비 12,200

― 전시품 보존처리실 화학약품 처리 관리비

1,200100,000원*12월



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활성화

단위: 전시연구역량강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자연사관 전시 조명 유지관리비

5,000

― 자연사관 수장고 전시품 방역처리(186㎡)

3,000

― 문예역사관 수장고 전시품 방역처리(182㎡)

3,000

500,000원*10개

3,000,000원*1회

3,000,000원*1회

202 여비 3,000 3,900 △900

01 국내여비 3,000 3,900 △900

○전시품 자체 수집·조사에 따른 여비

3,000100,000원*2명*15회

206 재료비 8,000 13,500 △5,500

01 재료비 8,000 13,500 △5,500

○원본 화석 유지 관리 전용 본드 및 처리제 구

입 2,000

○수장고 유물 정리 상자 구입 2,500

○동식물 박제류 전시품 방균 방충 처리제 구입

3,500

2,000,000원*1회

50,000원*50개

70,000원*50개

405 자산취득비 50,000 50,000 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 50,000 0

○자연사희귀전시품 구입 50,00050,000,000원*1점

전시 교육 콘텐츠 강화 132,100 147,500 △15,400

201 일반운영비 93,100 100,700 △7,600

01 사무관리비 17,000 21,000 △4,000

○일반수용비 15,000

― 전시관내 관람객 안전 사인물 교체

2,500

― 문예역사관 미술품 노후 액자 교체

2,000

― 문예역사관 노후 네임택, 기증자 패널 교체

2,500

― 수석전시실 수석좌대 금모래 교체

2,000

― 문예역사관 화폐전시실 습기 제거제 교체

1,000

― 자연사관 전시패널 교체 5,000

○임차료 2,000

― 대형 공룡 전시품 관리용 Z-리프트카 임차

료 2,000

50,000원*50개

200,000원*10개

50,000원*50개

100,000원*20포

20,000원*50개

5,000,000원 *1회

1,000,000원*2일

02 공공운영비 17,100 20,700 △3,600

○시설장비유지비 17,100

― 박물관내 민물어류 수족관 유지 관리비

17,1001,425,000원*12월

03 행사운영비 59,000 59,000 0



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활성화

단위: 전시연구역량강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박물관 성수기 이벤트 운영(설,어린이날,추석

명절) 9,000

○토요자연사교실 창의 체험프로그램 운영

50,000

3,000,000원*3회

500,000원*100회

206 재료비 12,000 16,000 △4,000

01 재료비 12,000 16,000 △4,000

○박물관 수족관 해수어 구입 1,500

○박물관 생태연못 비단잉어 구입

2,000

○민물어류 수족관 어류 사료 구입

1,500

○민물어류 및 생태터치풀 모래자갈 구입

2,000

○수족관 민물 어류 어병 치료제 구입

1,000

○전시실 및 수장고 보존용제 구입

4,000

150,000원*10미

100,000원*20미

30,000원*50포

10,000원*200개

100,000원*10병

80,000원*2종*25개

301 일반보전금 27,000 10,800 16,200

12 기타보상금 27,000 10,800 16,200

○자연사박물관 도슨트 실비보상금

27,00030,000원*5명*15일*12개월

대외 홍보 협력 강화 27,000 33,000 △6,000

201 일반운영비 27,000 33,000 △6,000

01 사무관리비 22,000 28,000 △6,000

○일반수용비 22,000

― 국내외박물관관련기관회원비(ICOM 등)

2,000

― 박물관 홍보물 제작 5,000

ㆍ전국 수학여행단 유치 홍보물 제작

5,000

― 박물관 관람객 안내용 리플릿 제작 15,000

ㆍ자연사박물관 관람객 안내 리플릿 제작(

한·영·중·일) 15,000

500,000원*4개기관

1,000원*5,000부

750원*20,000부

02 공공운영비 5,000 5,000 0

○공공요금 및 제세 5,000

― 전국수학여행단유치홍보물 발송 우편료

5,000500원*2회*5,000부

자연사 생물자원 특별전 운영 30,000 30,000 0

201 일반운영비 30,000 30,000 0

03 행사운영비 30,000 30,000 0

○희귀 동식물 특별전 운영 30,00015,000,000원*2회

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 11,150 14,100 △2,950

201 일반운영비 8,000 10,500 △2,500



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활성화

단위: 전시연구역량강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사무관리비 8,000 10,500 △2,500

○체험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3,000

○체험프로그램 운영 재료구입

4,000

○유물운송 차량 임차료 1,000

150,000원*10명*2회

10,000원*200명*2회

500,000원*2회

202 여비 900 1,350 △450

01 국내여비 900 1,350 △450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업무 협의 여비

900100,000원*3명*3회

301 일반보전금 2,250 2,250 0

09 행사실비지원금 2,250 2,250 0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참가자 실비보상

2,250150,000원*5명*3회

자연사박물관 리뉴얼 사업 106,000 0 106,000

202 여비 6,000 0 6,000

04 국제화여비 6,000 0 6,000

○ 국외 박물관 벤치마킹 사례조사

6,0003,000,000원*2명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0 100,000

01 시설비 100,000 0 100,000

○ 자연사박물관 리뉴얼 공사

100,000100,000,000원*1식

생활도자박물관 운영 활성화 186,030 221,200 △35,170

전시역량 강화 119,900 157,800 △37,900

201 일반운영비 47,300 56,000 △8,700

01 사무관리비 14,800 21,000 △6,200

○일반수용비 12,800

― 도자박물관 전시 사인패널 교체

2,000

― 도자박물관 관람안내리후렛 제작 4,000

ㆍ박물관 안내 국문．영문．중문．일문 안

내 홍보물제작 4,000

― 도자박물관 관람용 가이드북 제작

1,800

― 도자박물관 어린이체험실 체험도구

2,000

― 체험(옹이)공방 체험운영 보조도구

3,000

○임차료 2,000

― 기획전 우수전시품 임차료

2,000

100,000원*20개

400원*10,000부

3,000원*600부

2,000,000원*1회

1,500,000원*2회

1,000,000원*2회

02 공공운영비 2,500 5,000 △2,500



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활성화

단위: 생활도자박물관 운영 활성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전기가마 시설장비 유지 2,5002,500,000원*1회

03 행사운영비 30,000 30,000 0

○명품 도예작품 특별기획전 추진

30,00015,000,000원*2회

202 여비 1,600 1,800 △200

01 국내여비 1,600 1,800 △200

○도자엑스포 참석 및 선진지 견학

1,600100,000원*4명*4회

401 시설비및부대비 65,000 100,000 △35,000

01 시설비 65,000 100,000 △35,000

○도자박물관 1,2층계단 노약자 및 어린이 보호

중앙분리 난간설치(40m) 15,000

○도자박물관 1층 화장실(여) 리모델링

10,000

○도자박물관 2층 상설전시실 리뉴얼 공사

40,000

15,000,000원*1개소

10,000,000원*1개소

40,000,000원*1개소

405 자산취득비 6,000 0 6,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 0 6,000

○옹이공방 교육실 냉난방기 구입

3,000

○도자박물관 상설 및 기획전 전시용품 구입

3,000

3,000,000원*1대

1,000,000원*3회

창의 도자교육 프로그램 66,130 63,400 2,730

201 일반운영비 36,230 32,300 3,930

01 사무관리비 5,550 5,300 250

○일반수용비 5,550

― 도자 교육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800

― 도자 교육 프로그램 사무용품 구입

600

― 교육 프로그램 지역정보지 홍보

600

― 도자체험(유약/가마소성) 피복용품구입(작

업복,안전화 등) 800

― 택배 발송용 종이박스 구입

2,000

― 택배 포장용 에어캡 구입

750

800,000원*1회

300,000원*2회

300,000원*2회

200,000원*2명*2회

1,000원*2,000개*1회

150원*5,000장*1회

02 공공운영비 1,000 1,000 0

○ 공공요금 및 제세 1,000

― 교육 프로그램 리플릿 우편 발송료

1,000500원*1,000부*2회

03 행사운영비 29,680 26,000 3,680

○도자 교육프로그램 운영 29,680



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활성화

단위: 생활도자박물관 운영 활성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도자기체험 주말 프로그램 운영

13,000

― 도자기체험 평일 단체 프로그램 운영

12,000

― 생활도자 문화교실 운영 4,680

130,000원*100강좌

200,000원*60강좌

360,000원*13강좌

202 여비 900 600 300

01 국내여비 900 600 300

○도자기 축제 및 도자 체험학습장 견학

900100,000원*3명*3회

206 재료비 29,000 29,000 0

01 재료비 29,000 29,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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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 394,601 425,933 △31,332

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 394,601 425,933 △31,332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 394,601 425,933 △31,332

101 인건비 6,874 6,681 193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874 6,681 193

○어린이바다과학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6,874

― 과학관 주변 잡초제거 및 잔디깍기 인부

2,200

― 야외수목 병충해 방제 약제 살포 인부

550

― 체험시설물 청소 인부

4,124

68,720원*4명*2일*4회

68,720원*4명*2회

68,720원*10명*3일*2회

201 일반운영비 299,067 309,942 △10,875

01 사무관리비 134,490 134,314 176

○일반수용비 118,326

― 기본 사무용품비 500

― 레이저프린터 토너 948

― 지방세(입장료 등)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4,960

― 복사기토너 600

― 복사기드럼 660

― 팩스 토너 330

― 복사기 유지 관리비 1,500

― 복사용지구입 1,104

― 쓰레기 종량제 봉투(100L)

1,404

― 화장실운영 용품 구입(핸드타올 등 6종)

2,400

100,000원*5명

237,000원*4개

160,000,000원*3.1%

150,000원*4개

330,000원*2개

110,000원*3개

500,000원*3대

23,000원*4박스*12월

1,950원*60장*12월

200,000원*12월



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

단위: 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입장권롤지 구입 4,000

― 청소용품 구입 및 세탁비 2,400

― 방향제 교체 1,200

― 과학관 협회 협회비 400

― 무인경비 대행 수수료 2,400

―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6,960

― 정수기, 비데 유지관리비 2,400

―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수수료

1,680

―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200

― 매표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료

1,800

― 청사 청소 용역비 26,400

― 갯벌수조 관리 용역비 10,800

― 소방시설 점검 대행 수수료

6,000

― 물탱크 청소 용역비 800

― 소방소화시설 가스충약

480

― 과학관 안내 및 홍보를 위한 도슨트 운영 7,000

ㆍ홍보플래카드 제작

2,000

ㆍ교육교재 제작 1,000

ㆍ운영소모품 구입 1,000

ㆍ해설역량강화를 위한 답사지원비

3,000

― 과학관 방문 관람객용 홍보리후렛

10,000

― 수장고 전시품 보관용 상자

2,000

― 전시패널 및 사인물 교체

5,000

― 과학관 체험학습 교재 제작

9,000

― 과학관 홍보용 봉투제작 3,000

○운영수당 6,000

― 이벤트 체험 행사 강사수당

6,000

○임차료 5,900

― 전시실 천정 전열기 교체를 위한 고가사다

리차임차 1,900

― 전시품 차량운반비 4,000

○급량비 2,664

― 과학관 운영 및 연장근무 특근 매식비

2,304

40원*100,000매

200,000원*12월

20,000원*5개소*12월

400,000원*1회

200,000원*12월

580,000원*12월

200,000원*12월

140,000원*12월

200,000원*1회

150,000원*12회

2,200,000원*12회

900,000원*12회

500,000원*12회

800,000원*1회

2,400,000원*2대*10%

100,000원*2개소*10회

20,000원*50권

500,000원*2회

1,500,000원*2회

250원*20,000부*2종

200,000원*10개

500,000원*10개소

1,000원*10,000부*90%

3,000,000원*1회

150,000원*4명*10회

950,000원*2회

1,000,000원*4회

8,000원*3명*8회*12월



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

단위: 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항구축제 주제관운영 연장근무 특근 매식비

360

○피복비 1,600

― 과학관 근무자 근무복 구입(하절기,동절기)

1,600

8,000원*15명*3회

100,000원*8명*2회

02 공공운영비 127,577 138,628 △11,051

○공공요금 및 제세 73,800

― 전용회선료 6,600

― 일반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

2,400

― 상하수도사용료 4,800

― 전기요금 60,000

○연료비 577

― 과학관 비상발전기 유류구입(경유)

441

― 예취기 유류구입(휘발유) 136

○시설장비 유지비 53,200

― 체험시설물32종 유지관리비

8,400

― 바다 아이돔 유지관리비 1,800

― 과학관 시설 및 기계장비 유지관리비

36,000

― 4D 영상관 유지관리비 1,000

― 갯벌수조 유지관리비 5,000

― 과학관 VR체험시설물 유지관리비

1,000

550,000원*12월

200,000원*12회

400,000원*12월

5,000,000원*12월

1,260원*10ℓ *35시간

1,360원*100ℓ

700,000원*12월

150,000원*12월

3,000,000원*12월

1,000,000원*1회

5,000,000원*1회

1,000,000원*1회

03 행사운영비 37,000 37,000 0

○토요해양과학교실 운영 20,000

○항구축제 연계 과학 캠프 운영

5,000

○명절,어린이날,X-MAS체험프로그램 운영

12,000

5,000,000원*4회

5,000,000원*1회

3,000,000원*4회

202 여비 2,700 3,150 △450

01 국내여비 2,700 3,150 △450

○과학관 협력사업 유치를 위한 관외여비

2,700100,000원*3명*9회

206 재료비 34,360 32,560 1,800

01 재료비 34,360 32,560 1,800

○4D 영상관 시청용 안경구입 2,000

○4D 영상관 빔프로젝터 램프 구입

4,500

○체험시설 빔프로젝터 램프 구입

7,500

○4D 영상관 특수효과 정수필터 구입

1,000

20,000원*100개

750,000원*6개*1회

750,000원*10개*1회

100,000원*10개



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

단위: 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VR체험시설 소모품 구입 4,800

○전시실 기계 및 전기재료 구입

2,400

○공조기 미디움필터 구입 2,380

○수목관리용 농약 구입 1,000

○전시실 체험 시설 작동물 체험도구 구입

5,000

○갯벌수조 해양생물 구입 1,200

○소방시설 자재 구입 2,580

― 소화기(분말) 280

― 소화기 받침대 50

― 피난유도등(대형) 900

― 피난유도등(중형) 750

― 통로유도등 600

100,000원*4개*12월

200,000원*12월

85,000원*28개

25,000원*40개

50,000원*100개

10,000원*10종*12월

28,000원*10개

5,000원*10개

180,000원*5개

150,000원*5개

120,000원*5개

301 일반보전금 27,600 27,600 0

12 기타보상금 27,600 27,600 0

○과학관 도슨트 실비보상금 21,600

― 기본급 21,600

○과학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6,000

― 식대 4,800

― 교통비 1,200

30,000원*6명*10일*12월

8,000원*5명*10일*12월

2,000원*5명*10일*12월

405 자산취득비 24,000 46,000 △22,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4,000 46,000 △22,000

○체험 영상 상영용 비디오프로젝터 구입

24,0008,000,000원*3대

행정운영경비(목포자연사박물관) 122,849 127,424 △4,575

인력운영비(목포자연사박물관) 36,055 42,330 △6,275

인력운영비(목포자연사박물관) 36,055 42,330 △6,275

101 인건비 36,055 42,330 △6,275

01 보수 36,055 42,330 △6,275

○초과근무수당 36,055

― 휴일근무수당 36,05588,368원*18명*1/3*68일

기본경비(목포자연사박물관) 86,794 85,094 1,700

기본경비(목포자연사박물관) 86,794 85,094 1,700

201 일반운영비 37,954 38,654 △700

01 사무관리비 37,954 38,654 △700

○일반수용비 14,204

― 기본사무용품비 1,400

― 복사기 유지 관리비 5,000

― 레이저 프린터 토너 2,844

100,000원*14명

500,000원*2대*5회

237,000원*3대*4회



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행정운영경비(목포자연사박물관)

단위: 기본경비(목포자연사박물관)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복사용지 구입 2,760

― 당직실 침구류 세탁 720

― 복사기 토너 구입 600

― 복사기 드럼 교체 660

― 팩스 토너 구입 220

○운영수당 23,750

― 일숙직 수당 23,750

23,000원*10박스*12월

60,000원*6회*2개소

150,000원*1대*4회

330,000원*1대*2회

110,000원*1대*2회

50,000원*1명*475일

202 여비 45,600 43,200 2,400

01 국내여비 45,600 43,200 2,400

○박물관 업무추진 관내여비

45,60020,000원*19명*10회*12월

203 업무추진비 3,240 3,240 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240 3,240 0

○목포자연사박물관 3,240300,000원*12월*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