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단위: 박물관 관리 사업 (단위:천원)

목포자연사박물관 1,311,949 1,209,333 102,616

박물관 운영 1,188,412 1,004,711 183,701

박물관 관리 사업 902,107 864,861 37,246

자연사관 관리 606,809 619,666 △12,857

101 인건비 48,301 37,907 10,394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자연사박물관 청사관리 인부

    ―기본급

    ―간식비

    ―주휴수당

  ○문예역사관 청사관리 청소인부

    ―기본급

    ―간식비

    ―주휴수당

  ○자연사박물관 휴관일 안내 인부

    ―기본급

    ―간식비

  ○야외정원 잡초제거 및 잔디 깍기 인부

  ○정원수 조경인부

  ○정원수 병충해 방제 약제 살포 인부

  ○비파밭 관리 전지 작업인부

  ○야외생태 연못 청소인부

48,301 37,907 10,394

23,399

34,660원*8명*64일 17,746

2,000원*8명*64일*2회 2,048

34,660원*2명*52일 3,605

11,700

34,660원*4명*64일 8,873

2,000원*4명*64일*2회 1,024

34,660원*1명*52일 1,803

2,011

34,660원*1명*52일 1,803

2,000원*1명*52일*2회 208

34,660원*5명*5일*5회 4,333

62,400원*3명*3일*5회 2,808

57,200원*5명*3회 858

53,800원*5명*4일*2회 2,152

34,660원*3명*10회 1,040

201 일반운영비 488,255 518,349 △3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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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단위: 박물관 관리 사업 (단위:천원)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자연사박물관 자동 발매기 롤지 구입

    ―쓰레기 종량제 봉투 (100리터)

    ―관람객을 위한 우산 비닐(대,소)구입

    ―화장실 화장지 구입

    ―일반청소용품 구입

    ―화장실, 4D 영상관 방향제 구입

    ―화장실 소독약 구입

    ―화장실 비누 구입

    ―바닥청소용 오일 구입

    ―화장실 핸드타올 구입

    ―화장실 소변기 세정제 구입

    ―소방소화설비 가스 충약

    ―분말소화기 충약

    ―물탱크 청소 용역료

    ―도시가스 정기 검사비

    ―보일러 정기 검사비

    ―박물관 화장실 비데 관리비

    ―고압가스 정기 검사비

    ―보일러 약품비(청관제 및 스케일제거제)

    ―소방시설 자체 점검 대행 수수료

    ―무인경비 대행 수수료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214,404 225,812 △11,408

98,554

40원*100,000매 4,000

1,950원*100장*12월 2,340

20,000원*20박스 400

20,000원*15개소*12월 3,600

150,000원*12월 1,800

12,000원*20개소*12월 2,880

20,000원*12월 240

50,000원*1박스*6회 300

45,000원*5통*2회 450

50,000원*10개소*6월 3,000

9,000원*20개소*12월 2,160

2,400,000원*6대*50% 7,200

28,000원*50대 1,400

800,000원*2회 1,600

300,000원*1회 300

300,000원*1회 300

17,000원*20개소*12월 4,080

350,000원*1회 350

1,000,000원*1식 1,000

750,000원*12월 9,000

480,000원*12월 5,760

700,000원*12월 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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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단위: 박물관 관리 사업 (단위:천원)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수수료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유압식,로프식)

    ―박물관 항온,항습기 유지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료

    ―공조기 휠타 청소용역료

    ―민물어류 수족관 멸균기 필터 교체

    ―민물어류 수족관 여과기 교체

    ―전시품 교체에 따른 보조전시대 구입

    ―박물관 지질관 상영용 저작권 영상물 구입

    ―자연사관 사인 패널 노후화에 따른 교체

    ―국내,외 자연사관련 기관 회원가입비

    ―박물관 주변 방역 소독료

    ―전시실 바닥 왁스 도포 작업

    ―전시실 바닥 카페트 세탁

    ―박물관 윈도우 서버 운영체등 구입(박물관DB구축)

    ―윈도우서버 사용라이센스 구입(박물관DB구축)

  ○2009년 대한민국과학축전홍보부스 운영기관 부담금

  ○자연사박물관 소식지 제작

  ○박물관 내 민물어류 수족관 (10셋트)유지관리비

  ○판매 수익을 위한 자연사박물관 가이드 북 제작

  ○전국학교 수학여행단 유치 홍보물 제작

  ○자연사박물관 홍보물 발송 봉투 제작

  ○자연사박물관 안내용 홍보 리후렛 제작

  ○문예역사관 1930년대 목포지형도 보수

500,000원*12월 6,000

120,000원*4대 480

2,000,000원*1식*50% 1,000

1,500,000원*1회 1,500

700,000원*4회 2,800

500,000원*2회 1,000

500,000원*2회 1,000

100,000원*30개 3,000

3,000,000원*1식 3,000

100,000원*30개 3,000

500,000원*3개기관 1,500

120원*3,409평*2회 819

1,850원*2,700평*1회 4,995

5,000원*500제곱미터*2회 5,000

1,000,000원*2대 2,000

300,000원*3명 900

4,000,000원*1회 4,000

3,000원*2,000부 6,000

1,300,000원*12월 15,600

5,000원*1,000부*80% 4,000

1,000원*3,000부 3,000

300원*10,000부 3,000

200원*30,000부 6,000

2,000,000원*1식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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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단위: 박물관 관리 사업 (단위:천원)

  ○오승우전시실 안내용 홍보 리후렛 제작

  ○수석실 수석 좌대 구입

  ○문예역사관 전시 사인 패널 교체

  ○박물관 전시품 재정 보증 보험 가입비

  ○우리고장 문화유산 찾기 홍보물 제작

  ○수석실 수석 연출용 금모래 구입

  ○문예역사관 수장고 보관용 전시품 상자 제작

  ○운영수당

    ―박물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박물관 전시품 감정평가위원회 참석수당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 지급

  ○피복비

    ―박물관 자원봉사자 근무복 제작

    ―전기,기계, 난방, 청소 작업복 제작

    ―박물관 입구 매검표 직원 근무복 제작

  ○급량비

    ―관광객 유치 및 연장근무 특근 매식비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 매식비

  ○임차료

    ―4D 입체 영상 영상물 렌탈

    ―전시품 이전에 따른 장비 임차료(무진동차량, 지게차)

    ―대형공룡전시품 유지관리 및 청소를 위한 장비 임차료

    ―찾아가는 자연사박물관 교실 전시품 운반 임차료

02  공공운영비

300원*5,000부 1,500

200,000원*10개 2,000

100,000원*20개 2,000

1,000,000원*1회 1,000

5,000원*32개소*20부 3,200

20,000원*50포 1,000

200,000원*10개 2,000

4,900

100,000원*13명*1회 1,300

100,000원*3명*5회 1,500

100,000원*7명*3회 2,100

1,900

25,000원*20명 500

25,000원*8명 200

150,000원*4명*2회 1,200

7,200

5,000원*24명*3회*12월 4,320

5,000원*24명*2회*12월 2,880

45,550

40,000,000원*1편 40,000

420,000원*5일*1회 2,100

850,000원*2 1,700

350,000원*5회 1,750

239,851 252,537 △1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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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단위: 박물관 관리 사업 (단위: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박물관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료

    ―박물관 상,하수도 사용료

    ―박물관 전기 요금

    ―정보검색코너 인터넷 회선료

    ―전국학생 수학여행단 유치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

    ―박물관 소식지 발송 우편요금

    ―교통유발부담금(자연사관)

    ―교통유발부담금(문예역사관)

    ―환경개선부담금

    ―가스손해배상 책임 보험료

    ―소방안전협회 가입비

    ―박물관 위성 방송료

  ○연료비

    ―예취기 유류 구입(휘발류)

    ―예취기 유류 구입(윤활유)

    ―연막소독기 유류등 구입

      ㆍ휘발유

      ㆍ윤활유

      ㆍ약품

    ―박물관 비상발전기 유류 구입

  ○시설장비유지비

    ―예취기 엔진 톱 유지 관리비

    ―연막소독기 유지관리비

200,849

863원*16,000제곱미터*4월*80% 44,186

1,200,000원*12월 14,400

10,500,000원*12월 126,000

50,000원*12월 600

1,720원*3,500개소 6,020

1,000원*1,000개소*2회 2,000

500원*7,000제곱미터 3,500

350원*2,700제곱미터 945

600원*3,480제곱미터 2,088

300,000원*1회 300

150,000원*1회 150

55,000원*12월 660

2,310

1,400원*200리터 280

5,500원*50리터 275

845

1,400원*200리터 280

5,500원*30리터 165

80,000원*5병 400

1,300원*20리터*35시간 910

36,692

50,000원*5대 250

500,000원*1대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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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단위: 박물관 관리 사업 (단위:천원)

    ―박물관 CCTV유지관리비

    ―박물관 상영용 PDP,LCD모니터 유지 관리비

    ―박물관 냉,난방 보일러 세관료

    ―냉,난방 공조시설 관리비

    ―도시가스시설 관리비

    ―소방시설 관리비

    ―기계모타 펌프 유지 관리비

    ―냉동기 세관료

    ―수족관 기계 설비 유지비

    ―기타 기계 잡수리용 유지비

    ―방송장비 설비 유지비

    ―박물관 외벽 청소

    ―박물관 건물 유지 관리비

    ―자동발매기 유지 관리비

    ―박물관 주 전산기 유지관리비

    ―박물관 안내 키오스크 유지 관리비

    ―박물관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

    ―4D 영상관 빔프로젝트 유지 관리비

    ―4D 영상관 매표기 시스템 유지 관리비

    ―박물관 승강기 유지 관리비

03  행사운영비

  ○자연사박물관 성수기 생활과학체험한마당 행사운영

  ○자연사교실 유료 과학 체험교실 운영

    ―자연사교실 운영

300,000원*30개소*20% 1,800

500,000원*2회 1,000

3,000,000원*1식*70% 2,100

300,000원*9대*50% 1,350

1,000,000원*1식 1,000

1,000,000원*1식 1,000

200,000원*50대*10% 1,000

4,500,000원*1식*50% 2,250

1,000,000원*1식*4월*25% 1,000

1,000,000원*1식 1,000

1,000,000원*1식 1,000

480원*9,177제곱미터*1식 4,405

5,000원*9,375제곱미터*10% 4,688

350,000원*12월 4,200

25,000,000원*10% 2,500

3,000,000원*6대*10% 1,800

100,000원*12월 1,200

6,600,000원*2대*10% 1,320

4,290,000원*1식*10% 429

3,000,000원*1식*30% 900

34,000 40,000 △6,000

8,000,000원*1회 8,000

16,000

200,000원*40강좌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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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단위: 박물관 관리 사업 (단위:천원)

    ―환경체험교육 운영

  ○관람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행사

  ○전남지역 박물관 협력망 구축에따른 행사분담금

400,000원*20강좌 8,000

2,500,000원*2회 5,000

5,000,000원*1회 5,000

202 여비 3,915 4,096 △181

01  국내여비

  ○관,학,연 공동연구 조사 전시품 채집 관외출장

3,915 4,096 △181

261,000원*5회*3명 3,915

206 재료비 33,494 26,050 7,444

01  재료비

  ○박물관 영상실 프로젝터 램프 구입

  ○4D 영상관 프로젝터 램프 구입

  ○4D 영상관 관람용 안경 구입

  ○4D 영상관 특수효과 정수 필터 구입

  ○박물관 주 전산기 백업테이프 구입

  ○민물어류 수족관 어류 사료 구입

  ○기계 부품 및 재료 구입

    ―기계가동용 윤활유 구입

    ―기타 기계 수리용 잡자재 구입

    ―소방호스(40미리미터)

    ―분사관창(40미리미터)

    ―수장고 공조기 미디움 필터 구입

  ○박물관 야외 수목관리용 재료 구입

    ―수목관리용 영양제 및 비료

    ―병충해 방제용 농약 구입

  ○박물관 야외 생태 연못 비단잉어 구입

33,494 26,050 7,444

600,000원*2대 1,200

750,000원*4대*1회 3,000

10,000원*100개 1,000

100,000원*10개 1,000

25,000원*40개 1,000

35,000원*30포 1,050

4,480

5,500원*20리터*10개 1,100

1,000,000원*1식 1,000

45,000원*20개 900

30,000원*20개 600

80,000원*110개*10% 880

1,500

20,000원*50포 1,000

25,000원*20병*1회 500

25,000원*70미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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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단위: 박물관 관리 사업 (단위:천원)

  ○박물관 야외 방송용 음악 CD구입

  ○박물관 운영을 위한 공구 구입

  ○화재 방지를 위한 소화기 구입

    ―활론소화기 구입

    ―분말소화기 구입

    ―소화기 받침대 구입

  ○전시품 수장 보존처리를 위한 특수 약품 구입

  ○박물관 전시실 각종 조명 구입

    ―고효율 삼파장 형광등 구입

    ―고효율 전자식 안정기 구입

    ―전시실 할로겐 램프 구입

    ―전시실 할로겐 안정기 구입

    ―전시실 할로겐 등기구 구입

    ―전시실 나트륨등 램프 구입

    ―전시실 토색방지용 형광등 구입

  ○누전 차단기(30A 외 9종) 구입

  ○박물관 내 형광등(전시실, 사무실등)구입

  ○박물관 내 형광등 안정기 구입

  ○전시용 템파 보드 전시대 구입

15,000원*30장 450

1,000,000원*1식 1,000

2,089

143,000원*10개*80% 1,144

35,000원*20개 700

3,500원*70개 245

100,000원*20개 2,000

6,175

6,500원*300개*50% 975

35,000원*100개*30% 1,050

6,000원*500개*30% 900

3,000원*300개 900

20,000원*200개*20% 800

40,000원*20개 800

15,000원*100개*50% 750

70,000원*20개 1,400

2,500원*200개 500

3,000원*300개 900

150,000원*20개 3,000

301 일반보상금 32,844 33,264 △420

10  행사실비보상금

  ○박물관운영위원회 참석 실비보상

  ○박물관 감정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박물관 자원봉사자 교육에 따른 식대 지급

2,604 3,024 △420

256,000원*3명*1회 768

256,000원*3명*2회 1,536

5,000원*15명*4회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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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단위: 박물관 관리 사업 (단위:천원)

12  기타보상금

  ○자연사박물관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지급

    ―식대

    ―교통비

30,240 30,240 0

30,240

5,000원*18명*20일*12월 21,600

2,000원*18명*20일*12월 8,640

목포생활도자박물관 295,298 245,195 50,103

101 인건비 58,498 56,953 1,545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생활도자박물관 청사관리 청소인부

    ―기본급

    ―간식비

    ―주휴수당

  ○생활도자박물관 관광 안내 인부

    ―기본급

    ―간식비

    ―주휴수당

  ○생활도자박물관 전시연출 인부

    ―기본급

    ―간식비

    ―주휴수당

58,498 56,953 1,545

23,399

34,660원*8명*64일 17,746

2,000원*8명*64일*2회 2,048

34,660원*2명*52일 3,605

23,399

34,660원*8명*64일 17,746

2,000원*8명*64일*2회 2,048

34,660원*2명*52일 3,605

11,700

34,660원*4명*64일 8,873

2,000원*4명*64일*2회 1,024

34,660원*1명*52일 1,803

201 일반운영비 182,918 158,659 24,259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생활도자관 관리용품 구입

71,718 73,640 △1,922

62,718

300,000원*12월 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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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단위: 박물관 관리 사업 (단위:천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100리터) 구입

    ―화장실 화장지 구입

    ―일반청소용품 구입(걸레,유리세정제 등)

    ―화장실 소변기 세정제 구입

    ―화장실 방향제 구입

    ―화장실 비누 구입

    ―화장실 소독약 구입

    ―전시관 바닥 청소용 오일 구입

    ―화장실 핸드타올 구입

    ―실내 조경 유지 관리

    ―생활도자관 기증자 기증패 제작

    ―생활도자관 사인패널 노후화에 따른 보수비용

    ―생활도자관 가이드 북 제작

    ―생활도자관 홍보 리후렛 제작

    ―생활도자관 기획전시실 보조전시대 구입

    ―전시품 촬영용 필림구입(슬라이드필림)

    ―슬라이드 필림 인화료

    ―생활도자관 문화센터 교육 교재 제작

    ―소방소화설비 가스 충약

    ―분말소화기 충약

    ―물탱크 청소 수수료

    ―도시가스 정기 검사비

    ―보일러 정기 검사비

    ―소방시설 자체 점검 대행 수수료

1,950원*70장*12월 1,638

5,000원*10개소*12월 600

200,000원*1식*4회 800

9,000원*2개소*12월 216

12,000원*2개소*12월 288

50,000원*1박스*4회 200

20,000원*12월 240

45,000원*5통*3회 675

10,000원*2개소*12월 240

300,000원*12월 3,600

70,000원*10명 700

150,000원*30개 4,500

5,000원*500부 2,500

100원*50,000부 5,000

300,000원*10개 3,000

7,000원*300통 2,100

5,000원*500장 2,500

5,000원*300부 1,500

2,000,000원*6대*30% 3,600

35,000원*30대 1,050

600,000원*2회 1,200

300,000원*1회 300

200,000원*1회 200

500,000원*12월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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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단위: 박물관 관리 사업 (단위:천원)

    ―공조기 휠타 청소용역료

    ―직행식 공조기 실외기 핀세척

    ―생활도자관 무인경비 대행수수료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수수료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유압식,로프식)

    ―생활도자관 외벽 청소 용역료

    ―체험공방 사진머그컵 인화용 잉크젯 전사프린터

    ―사진 머그컵 인화용 전사 잉크(6색)

  ○운영수당

    ―생활도자관 감정평가위원 회의 참석 수당

    ―생활도자기 공모전 심사위원 참석 수당

  ○임차료

    ―타지역 우수전시품 이전 차량 임차료

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생활도자관 회원 가입 안내문 발송 우편료

    ―생활도자관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료

    ―생활도자관 상,하수도 사용료

    ―생활도자관 환경개선 부담금

    ―생활도자관 교통유발 부담금

    ―생활도자관 전기 요금

    ―가스손해배상 책임 보험료

  ○시설장비유지비

500,000원*2회 1,000

850,000원*1회 850

288,000원*12월 3,456

444,000원*12월 5,328

228,000원*12월 2,736

144,000원*1대 144

500원*2,094제곱미터*4면*30% 1,257

500,000원*1대 500

600,000원*2개 1,200

6,000

400,000원*2회*3명 2,400

600,000원*6명 3,600

3,000

1,500,000원*2회 3,000

84,200 68,519 15,681

63,102

220원*1,500부*4회 1,320

863원*3,500제곱미터*4회 12,082

800,000원*12월 9,600

900,000원*2회 1,800

1,500,000원*1회 1,500

3,000,000원*12월 36,000

200,000원*4회 800

2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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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단위: 박물관 관리 사업 (단위:천원)

    ―CCTV 유지 관리비

    ―보안등 유지 관리비

    ―승강기 유지 관리비

    ―경관조명 유지 관리비

    ―무인경비 유지 관리비

    ―보일러 세관료

    ―냉,난방 공조시설 유지 관리비

    ―가스시설 유지 관리비

    ―소방시설 유지 관리비

    ―기계모타 펌프 유지 관리비

    ―생활도자관 방송장비 설비 유지 관리비

    ―생활도자관 건물 유지 관리비

03  행사운영비

  ○포시즌 세라믹 문화 페스티벌

  ○2009년 소망의 벽 희망 타일 그리기

  ○전국생활도자기 공모전 행사 운영

200,000원*19개소 3,800

360,000원*11개등*50% 1,980

1,200,000원*1개소 1,200

200,000원*20등*50% 2,000

700,000원*1개소 700

1,800,000원*1식 1,800

750,000원*2대*50% 750

2,000,000원*1식*30% 600

2,000,000원*1식*30% 600

200,000원*20대*30% 1,200

1,000,000원*1회*50% 500

5,700원*2,094제곱미터*50% 5,968

27,000 16,500 10,500

4,000,000원*2회 8,000

2,000,000원*2회 4,000

15,000,000원*1회 15,000

202 여비 2,349 4,608 △2,259

01  국내여비

  ○도자세미나 및 세계도예엑스포 참석

2,349 4,608 △2,259

261,000원*3회*3명 2,349

206 재료비 30,565 20,975 9,590

01  재료비

  ○생활도자관 체험공방 운영에 따른 재료 구입

    ―밥그릇

    ―국그릇

30,565 20,975 9,590

14,280

2,200원*1,000개 2,200

2,600원*300개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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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단위: 박물관 관리 사업 (단위:천원)

    ―머그컵

    ―접시

    ―세라믹 색종이

  ○기계 부품 및 개료 구입

    ―기계가동용 윤활유

    ―공조설비 가동용 구리스 구입

    ―도자관 사다리 구입

    ―공조기 벨트

    ―항온항습기 전자 전극봉 실린더

    ―항온항습기 전자 전극봉 콘트롤

    ―직행식 공조기 히팅봉 구입

    ―직행식 공조기 힐타 구입

  ○생활도자관 화재방지 재료

    ―화론 소화기 구입

    ―분말 소화기 구입

    ―소화기 받침대 구입

  ○생활도자관 야외음악 CD 구입

  ○생활도자관 운영 기계공구 구입

  ○생활도자관 야외 수목 관리용 재료 구입

    ―수목 영양제 및 비료

    ―병충해 방제용 농약

  ○생활도자관 내 램프, 안정기 등 구입

    ―고효율 삼파장 형광등

    ―고효율 전자식 안정기 구입

2,200원*2,000개 4,400

2,400원*1,000개 2,400

3,000원*1,500개 4,500

5,100

5,500원*20리터*5개 550

55,000원*10통 550

250,000원*1대 250

1,500,000원*1식*50% 750

750,000원*1개 750

850,000원*1개 850

300,000원*3개 900

50,000원*10개 500

2,235

143,000원*10개 1,430

35,000원*20개 700

3,500원*30개 105

15,000원*20장 300

500,000원*1식 500

1,500

15,000원*50포 750

25,000원*30병*1회 750

6,650

6,500원*100개 650

35,000원*50개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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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단위: 박물관 관리 사업 (단위:천원)

    ―전시실 할로겐 램프 구입

    ―전시실 할로겐 안정기 구입

    ―전시실 나트륨등 램프 구입

    ―누전 차단기(75A 외 9종) 구입

    ―전시실 퇴색 방지용 형광등 구입

    ―전시실 형광등 안정기 구입

    ―생활도자관 전기 공구 구입

6,000원*100개 600

3,000원*100개 300

40,000원*20개 800

70,000원*10개 700

15,000원*50개 750

3,000원*200개 600

500,000원*1식 500

301 일반보상금 16,968 0 16,968

10  행사실비보상금

  ○2009생활도자기 공모전 심사에 따른 실비 지급

12  기타보상금

  ○2009생활도자기 공모전 시상금

768 0 768

256,000원*3명*1회 768

16,200 0 16,200

300,000원*54명*1회 16,200

307 민간이전 4,000 4,000 0

04  민간행사보조

  ○지역 도예가 공동 전시회 지원

4,000 4,000 0

4,000,000원*1회 4,000

박물관 시설 기능 보강 286,305 139,850 146,455

시설장비 확충 286,305 139,850 146,455

401 시설비및부대비 156,305 43,000 113,305

01  시설비

  ○자연사박물관(문예역사관)수장고 항온,항습 설치 공사

  ○문예역사관 옥상 방수 공사

  ○문예역사관 콘크리트 균열 방수 공사

  ○문예역사관 생태 연못 방수공사

156,305 43,000 113,305

110,000,000원*1식 110,000

70,000원*174㎡ 12,180

15,000,000원*1식 15,000

55,000원*75㎡ 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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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단위: 박물관 시설 기능 보강 (단위:천원)

  ○문예역사관 앞 가로등 보수 공사

  ○자연사박물관 야외정원잔디 및 조경수 보식

5,000,000원*1식 5,000

10,000,000원*1식 10,000

405 자산취득비 130,000 96,850 33,15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자연사분야 희귀 전시품 구입

  ○생활도자관 전시품 구입

  ○자연사박물관 수장고 대형 항온,항습기 구입

130,000 96,850 33,150

40,000,000원*1식 40,000

40,000,000원*1식 40,000

25,000,000원*2 50,000

행정운영경비(목포자연사박물관) 123,537 204,622 △81,085

인력운영비(자연사박물관) 22,973 130,334 △107,361

인력운영비(자연사박물관) 22,973 130,334 △107,361

101 인건비 19,193 126,134 △106,941

02  수당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19,193 19,193 0

19,193

53,313원*12명*30일 19,193

203 업무추진비 3,780 4,200 △42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자연사박물관

3,780 4,200 △420

350,000원*12월*90% 3,780

기본경비(자연사박물관) 100,564 74,288 26,276

기본경비(자연사박물관) 100,564 74,288 26,276

201 일반운영비 61,924 39,728 22,196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

61,924 39,728 22,196

13,824

100,000원*24명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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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행정운영경비(목포자연사박물관)
단위: 기본경비(자연사박물관) (단위:천원)

    ―복사기 유지 관리비

    ―프린터 및 팩스 유지관리비

    ―복사용지 구입

    ―신문구독료

    ―당직실 침구류 세탁

    ―기증자 감사패 제작

  ○운영수당

    ―일숙직 수당

450,000원*1대*6회 2,700

237,000원*3대*4회 2,844

17,000원*8박스*12월 1,632

11,000원*4종*12월 528

60,000원*6회*2개소 720

100,000원*10회*3명 3,000

48,100

50,000원*2명*481일 48,100

202 여비 38,640 34,560 4,080

01  국내여비

  ○기본 업무 추진 관내 여비

38,640 34,560 4,080

20,000원*23명*7회*12월 38,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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