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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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목포자연사박물관 1,166,600 1,311,949 △145,349

국             10,000

시          1,156,600

박물관 운영 1,042,883 1,188,412 △145,529

국             10,000

시          1,032,883

박물관 관리 사업 855,883 902,107 △46,224

국             10,000

시            845,883

자연사관 관리 618,452 606,809 11,643

국             10,000

시            608,452

101 인건비 42,141 48,301 △6,16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2,141 48,301 △6,160

  ○자연사박물관 청사관리 인부                11,584

    ―기본급                 8,769

    ―간식비                 1,012

    ―주휴수당                 1,803

  ○문예역사관 청사관리 청소인부                11,584

    ―기본급                 8,769

    ―간식비                 1,012

    ―주휴수당                 1,803

  ○자연사박물관 휴관일 안내 인부                 9,781

    ―기본급                 8,769

    ―간식비                 1,012

  ○야외정원 잡초제거 및 잔디 깎기 인부                 3,466

  34,660원*1명*253일

  2,000원*1명*253일*2회

  34,660원*1명*52일

  34,660원*1명*253일

  2,000원*1명*253일*2회

  34,660원*1명*52일

  34,660원*1명*253일

  2,000원*1명*253일*2회

  34,660원*5명*5일*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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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단위: 박물관 관리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정원수 조경인부                 2,996

  ○정원수 병충해 방제 약제 살포 인부                 1,144

  ○문예역사관 야외생태 연못 청소인부                   728

  ○정원수 병충해방제 약제살포 인부                   858

  62,400원*3명*4일*4회

  57,200원*5명*4회

  34,660원*3명*7회

  57,200원*5명*3회

201 일반운영비 497,327 488,255 9,072

국             10,000

시            487,327

01 사무관리비 181,235 214,404 △33,169

  ○일반수용비               101,755

    ―자연사박물관 자동 발매기 롤지 구입                 4,000

    ―쓰레기 종량제 봉투 (100리터)                 2,340

    ―관람객을 위한 우산 비닐(대,소)구입                   400

    ―화장실 운용 용품구입(핸드타올 등 6종)                 9,600

    ―일반청소용품 구입                 1,800

    ―바닥청소용 오일 구입                   450

    ―소방소화설비 가스 충약                 7,200

    ―물탱크 청소 용역료                 1,600

    ―도시가스 정기 검사비(자연사관)                   350

    ―보일러 정기 검사비(자연사관)                   350

    ―박물관 화장실 비데 관리비                 4,080

    ―고압가스 정기 검사비                   350

    ―보일러 약품비(청관제 및 스케일제거제)                 1,000

    ―소방시설 자체 점검 대행 수수료                 9,000

    ―무인경비 대행 수수료                 5,760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8,400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수수료                 6,000

  40원*100,000매

  1,950원*100장*12월

  20,000원*20박스

  800,000원*12월

  150,000원*12월

  45,000원*5통*2회

  2,400,000원*6대*50%

  800,000원*2회

  350,000원*1회

  350,000원*1회

  17,000원*20개소*12월

  350,000원*1회

  1,000,000원*1식

  750,000원*12월

  480,000원*12월

  700,000원*12월

  500,000원*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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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단위: 박물관 관리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유압식,로프식)                   480

    ―박물관 항온,항습기 유지 관리                 1,000

    ―공조기 휠타 청소용역료                 3,000

    ―민물어류 수족관 여과기 필터교체                 1,000

    ―박물관내 민물어류 수족관(10셋트)유지관리비                15,600

    ―박물관 전시관 상영용 저작권 영상물 구입                 3,000

    ―박물관 노후사인 패널  교체                 1,500

    ―국내,외 자연사관련 기관 회원가입비(한국과학관협회등8개)                 1,500

    ―전시실 바닥 왁스 도포 작업                 4,995

    ―전시실 바닥 카페트 세탁                 5,000

    ―갓바위문화타운 바닥,안개분수 물탱크청소용역비                 2,000

  ○자연사박물관 소식지 제작                 4,000

  ○판매용 자연사박물관 가이드 북 제작                 1,000

  ○특별기획전 전시품 설명 패널 제작                 2,000

  ○전국학생수학여행단 유치 홍보물 제작                 3,000

  ○자연사박물관 홍보물 발송 봉투 제작                 3,000

  ○자연사박물관 안내용 홍보 리후렛 제작                 6,000

  ○박물관 전시품 재정 보증 보험 가입비                 1,000

  ○문예역사관 수장고 전시품 보관용  상자구입                 2,000

  ○운영수당                 3,600

    ―박물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300

    ―박물관 전시품 감정평가위원회 참석수당                   900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 지급                 1,400

  ○급량비                10,080

    ―관광객 유치 및 연장근무 특근 매식비                 6,048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 매식비                 4,032

  120,000원*4대

  1,000,000원*1식

  750,000원*4회

  500,000원*2회

  3,000,000원*1편

  50,000원*30개

  500,000원*3기관

  1,850원*2,700평*1회

  5,000원*500㎡*2회

  1,000,000원*2회

  2,000원*2,000부

  10,000원*100부

  100,000원*20개

  1,000원*3,000부

  300원*10,000부

  200원*30,000부

  1,000,000원*1회

  200,000원*10개

  100,000원*13명*1회

  100,000원*3명*3회

  100,000원*7명*2회

  7,000원*24명*3회*12월

  7,000원*24명*2회*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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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단위: 박물관 관리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임차료                43,800

    ―4D 입체 영상 영상물 렌탈                40,000

    ―전시품 이전에 따른 장비 임차료(무진동차량, 지게차)                 2,100

    ―대형공룡전시품 유지관리 및 청소를 위한 장비 임차료                 1,700

  40,000,000원*1편

  420,000원*5일

  850,000원*2회

02 공공운영비 230,092 239,851 △9,759

  ○공공요금 및 제세               201,719

    ―박물관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료                45,056

    ―박물관 상,하수도 사용료                14,400

    ―박물관 전기 요금               126,000

    ―정보검색코너 인터넷 회선료                   600

    ―전국학생 수학여행단 유치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                 6,020

    ―박물관 소식지 발송 우편요금                 2,000

    ―교통유발부담금(자연사관)                 3,500

    ―교통유발부담금(문예역사관)                   945

    ―환경개선부담금                 2,088

    ―가스손해배상 책임 보험료                   300

    ―소방안전협회 가입비                   150

    ―박물관 위성 방송료                   660

  ○연료비                 1,965

    ―예취기 유류 구입(휘발유)                   300

    ―예취기 유류 구입(윤활유)                   275

    ―박물관 비상발전기 유류구입                   525

    ―연막소독기 유류등 구입                   865

      ㆍ휘발유                   300

      ㆍ윤활유                   165

      ㆍ약품                   400

  880원*16,000㎡*4월*80%

  1,200,000원*12월

  10,500,000원*12월

  50,000원*12월

  1,720원*3,500개교

  1,000원*1,000개소*2회

  500원*7,000㎡

  350원*2,700㎡

  600원*3,480㎡

  300,000원*1회

  150,000원*1회

  55,000원*12월

  1,500원*200ℓ

  5,500원*50ℓ

  1,500원*10ℓ*35시간

  1,500원*200ℓ

  5,500원*30ℓ

  80,000원*5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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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단위: 박물관 관리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시설장비유지비                26,408

    ―예취기 유지관리비                   250

    ―연막소독기 유지관리비                   500

    ―박물관 CCTV유지관리비                 1,650

    ―박물관 상영용 PDP,LCD모니터 유지 관리비                 3,000

    ―보일러 세관료                 4,500

    ―냉동기 세관료                 2,500

    ―기계모타 펌프 유지 관리비                 1,000

    ―수족관 기계 설비 유지비                 1,000

    ―방송장비 설비 유지비                 1,000

    ―박물관 건물 유지 관리비                 4,688

    ―박물관 주 전산기 유지관리비                 2,000

    ―박물관 안내 키오스크 유지 관리비                 1,800

    ―박물관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                 1,200

    ―4D 영상관 빔프로젝트 유지 관리비                 1,320

  50,000원*5대

  500,000원*1대

  55,000원*30개소

  3,000,000원*1식

  4,500,000원*1식

  2,500,000원*1식

  200,000원*50대*10%

  1,000,000원*1식

  1,000,000원*1식

  5,000원*9,375㎡*10%

  25,000,000원*8%

  3,000,000원*6대*10%

  100,000원*12월

  6,600,000원*2대*10%

03 행사운영비 86,000 34,000 52,000

  ○자연사박물관 성수기 과학축전 행사                16,000

  ○자연사교실 유료 과학 체험교실 운영                30,000

    ―자연사교실 운영                15,000

    ―생태체험교육 운영                15,000

  ○전남 박물관 협력망 사업                20,000

  8,000,000원*2회

  200,000원*75강좌

  600,000원*25강좌

  20,000,000원*1회

국             10,000

시             10,000

  ○특별기획전시회                20,000  10,000,000원*2회

202 여비 3,915 3,915 0

01 국내여비 3,915 3,9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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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단위: 박물관 관리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관,학,연 공동연구 조사 전시품 채집 관외출장                 3,915  261,000원*5회*3명

206 재료비 28,040 33,494 △5,454

01 재료비 28,040 33,494 △5,454

  ○박물관 영상실 프로젝터 램프 구입                 1,200

  ○4D 영상관 프로젝터 램프 구입                 3,000

  ○4D 영상관 관람용 안경 구입                   500

  ○4D 영상관 특수효과 정수 필터 구입                 1,000

  ○박물관 주 전산기 백업테이프 구입                 1,000

  ○민물어류 수족관 어류 사료 구입                 1,750

  ○기계 부품 및 재료 구입                 4,090

    ―기계가동용 윤활유 구입                 1,100

    ―기타 기계 수리용 잡자재 구입                 1,000

    ―소방호스(40㎜)                   450

    ―분사관창(40㎜)                   340

    ―공조기 미디움 필터 구입                 1,200

  ○박물관 야외 수목관리용 농약 구입                 1,500

    ―수목관리용 영양제 및 비료                 1,000

    ―병충해 방제용 농약 구입                   500

  ○박물관 야외 생태 연못 비단잉어 구입                 1,250

  ○박물관 야외 방송용 음악 CD구입                   450

  ○박물관 운영을 위한 공구 구입                 1,000

  ○공조기 자동제어 밸브 구입                 4,000

  ○박물관 전시실 각종 조명구입(형광등외6종)                 4,800

  ○누전 차단기(30A 외 9종) 구입                 1,400

  ○박물관 내 형광등(전시실, 사무실등)구입                   500

  600,000원*2대

  750,000원*4대*1회

  10,000원*50개

  100,000원*10개

  25,000원*40개

  35,000원*50포

  5,500원*20ℓ*10개

  1,000,000원*1식

  45,000원*10개

  17,000원*20개

  80,000원*30개*50%

  20,000원*50포

  25,000원*20병

  25,000원*50미

  15,000원*30장

  1,000,000원*1식

  400,000원*10개

  400,000원*12월

  70,000원*20개

  2,500원*2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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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단위: 박물관 관리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박물관 내 형광등 안정기 구입                   600

  ○전시용 템파 보드 전시대 제작(화석,광물)                     0

  3,000원*200개

207 연구개발비 12,000 0 12,000

03 시험연구비 12,000 0 12,000

  ○전시물 발굴,수집 자원조사 연구비                12,000  1,000,000원*12월

301 일반보상금 35,029 32,844 2,185

10 행사실비보상금 2,629 2,604 25

  ○박물관운영위원회 참석 실비보상                   783

  ○박물관 감정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1,566

  ○박물관 자원봉사자 교육에 따른 식대 지급                   280

  261,000원*3명

  261,000원*3명*2회

  7,000원*10명*4회

12 기타보상금 32,400 30,240 2,160

  ○자연사박물관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지급                32,400

    ―식대                25,200

    ―교통비                 7,200

  7,000원*15명*20일*12월

  2,000원*15명*20일*12월

목포생활도자박물관 237,431 295,298 △57,867

101 인건비 11,584 58,498 △46,914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584 58,498 △46,914

  ○생활도자박물관 청사관리 청소인부                11,584

    ―기본급                 8,769

    ―간식비                 1,012

    ―주휴수당                 1,803

  34,660원*1명*253일

  2,000원*1명*253일*2회

  34,660원*1명*52일

201 일반운영비 160,025 182,918 △22,893

01 사무관리비 58,570 71,718 △13,148

  ○일반수용비                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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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단위: 박물관 관리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생활도자박물관 관리용품 구입                 3,600

    ―쓰레기 종량제 봉투(100ℓ) 구입                 1,638

    ―일반청소용품 구입(걸레,유리세정제 등)                 1,800

    ―실내 조경 유지 관리                 1,800

    ―생활도자박물관 기증자 기증패 제작                   700

    ―생활도자박물관 사인패널 노후화에 따른 보수비용                 1,500

    ―생활도자박물관 가이드 북 제작                 2,500

    ―생활도자박물관 홍보 리후렛 제작                 2,000

    ―생활도자박물관 기획전시실 보조전시대 구입                 3,000

    ―생활도자박물관 필림구입(슬라이드필림)                 2,100

    ―슬라이드 필림 인화료                 2,500

    ―생활도자박물관 문화센터 교육 교재 제작                 1,500

    ―소방소화설비 가스 충약                 3,000

    ―물탱크 청소 수수료                 1,200

    ―도시가스 정기 검사비                   300

    ―보일러 정기 검사비                   200

    ―소방시설 자체 점검 대행 수수료                 6,000

    ―공조기 휠타 청소용역료                 1,000

    ―직팽식 공조기 실외기 핀세척                   850

    ―생활도자박물관 무인경비 대행수수료                 3,456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5,280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수수료                 2,640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유압식,로프식)                   140

    ―사진머그컵 인화용 잉크젯 전사프린터                   500

    ―사진 머그컵 인화용 전사 잉크(6색)                 1,200

  ○운영수당                 5,166

  300,000원*12월

  1,950원*70장*12월

  150,000원*12월

  150,000원*12월

  70,000원*10명

  50,000원*30개

  5,000원*500부

  100원*20,000부

  300,000원*10개

  7,000원*300통

  5,000원*500장

  5,000원*300부

  2,000,000원*3대*50%

  600,000원*2회

  300,000원*1회

  200,000원*1회

  500,000원*12월

  500,000원*2회

  850,000원*1회

  288,000원*12월

  440,000원*12월

  220,000원*12월

  140,000원*1대

  500,000원*1대

  600,000원*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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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단위: 박물관 관리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생활도자박물관 감정평가위원 회의 참석 수당                 1,566

    ―생활도자기 공모전 심사위원 참석 수당                 3,600

  ○임차료                 3,000

    ―타지역 우수전시품 이전 차량 임차료                 3,000

  261,000원*2회*3명

  600,000원*6명

  1,500,000원*2회

02 공공운영비 74,455 84,200 △9,745

  ○공공요금 및 제세                61,420

    ―생활도자박물관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료                12,320

    ―생활도자박물관 상,하수도 사용료                 9,600

    ―생활도자박물관 환경개선 부담금                 1,800

    ―생활도자박물관 교통유발 부담금                 1,500

    ―생활도자박물관 전기 요금                36,000

    ―생활도자박물관 가스손해배상 책임 보험료                   200

  ○시설장비유지비                13,035

    ―생활도자박물관 각종 전기 및 기계시설 유지비                 6,000

    ―생활도자박물관 보일러 세관료                 1,800

    ―생활도자박물관 건물 유지 관리비                 5,235

  880원*3,500㎡*4회

  800,000원*12월

  900,000원*2회

  1,500,000원*1회

  3,000,000원*12월

  200,000원*1회

  500,000원*12월

  1,800,000원*1식

  5,000원*2,094㎡*50%

03 행사운영비 27,000 27,000 0

  ○2010년 소망의 벽 희망 타일 그리기                 2,000

  ○전국제2회 생활도자기 공모전 행사 운영                15,000

  ○생활도자기 체험프로그램 운영                10,000

  1,000,000원*2회

  15,000,000원*1회

  10,000,000원*1식

202 여비 2,349 2,349 0

01 국내여비 2,349 2,349 0

  ○도자세미나 및 세계도예엑스포 참석                 2,349  261,000원*3회*3명

206 재료비 39,705 30,565 9,140

01 재료비 39,705 30,565 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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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단위: 박물관 관리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생활도자관 체험공방 운영에 따른 재료 구입                12,130

    ―밥그릇                 1,920

    ―국그릇                   420

    ―머그컵                 4,800

    ―접시                 1,690

    ―세라믹 색종이                 3,300

  ○기계 부품 및 재료 구입                 4,850

    ―기계가동용 윤활유                   550

    ―공조설비 가동용 구리스 구입                   550

    ―공조기 벨트                   750

    ―항온항습기 전자 전극봉 실린더                   750

    ―항온항습기 전자 전극봉 콘트롤                   850

    ―직행식 공조기 히팅봉 구입                   900

    ―직행식 공조기 프리필터 구입                   500

  ○생활도자박물관 화재방지 재료                 2,105

    ―하론 소화기 구입                 1,400

    ―분말 소화기 구입                   600

    ―소화기 받침대 구입                   105

  ○생활도자박물관 야외음악 CD 구입                   300

  ○생활도자박물관 야외 수목 관리용 재료 구입                 1,500

    ―수목관리용 영양제 및 비료                   750

    ―병충해 방제용 농약                   750

  ○생활도자박물관 내 램프, 안정기 등 구입                18,820

    ―고효율 삼파장 형광등                   600

    ―고효율 전자식 안정기 구입                 1,750

    ―전시실 할로겐 램프 구입                   600

  2,400원*800개

  2,800원*150개

  2,400원*2,000개

  2,600원*650개

  3,300원*1,000개

  5,500원*20ℓ*5개

  55,000원*10통

  1,500,000원*1식*50%

  750,000원*1개

  850,000원*1개

  300,000원*3개

  50,000원*10개

  140,000원*10개

  30,000원*20개

  3,500원*30개

  15,000원*20장

  15,000원*50포

  25,000원*30병

  6,000원*100개

  35,000원*50개

  6,000원*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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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단위: 박물관 관리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전시실 할로겐 안정기 구입                   300

    ―전시실 나트륨등 램프 구입                   800

    ―누전 차단기(75A 외 9종) 구입                   700

    ―전시실 퇴색 방지용 형광등 구입                   750

    ―전시실 형광등 안정기 구입                   300

    ―전시실 빔프로젝트 램프 구입                11,520

    ―생활도자박물관 전기 공구 구입                   500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용 꼬마전구 구입                 1,000

  3,000원*100개

  40,000원*20개

  70,000원*10개

  15,000원*50개

  3,000원*100개

  720,000원*8개*2회

  500,000원*1식

  1,000,000원*1식

301 일반보상금 20,768 16,968 3,800

10 행사실비보상금 768 768 0

  ○2010생활도자기 공모전 심사에 따른 실비 지급                   768  256,000원*3명*1회

12 기타보상금 20,000 16,200 3,800

  ○2010  목포도자기 전국공모전 시상금                20,000  20,000,000원*1식

307 민간이전 3,000 4,000 △1,000

04 민간행사보조 3,000 4,000 △1,000

  ○지역 도예가 공동 전시회 지원                 3,000  3,000,000원*1회

박물관 시설 기능 보강 187,000 286,305 △99,305

시설장비 확충 187,000 286,305 △99,305

401 시설비및부대비 61,500 156,305 △94,805

01 시설비 61,500 156,305 △94,805

  ○자연사박물관 야외정원잔디및조경수 보식                10,000

  ○자연사박물관 건물 누수방지 공사                 8,000

  ○중앙홀 대형 공룡 바닥전시대 인조토 교체공사                10,000

  ○도자박물관 야외체험장 설치공사                30,000

  10,000,000원*1식

  8,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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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박물관 운영
단위: 박물관 시설 기능 보강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도자기소성용 전기가마 코일 보수공사                 3,500  3,500,000원*1식

405 자산취득비 125,500 130,000 △4,5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25,500 130,000 △4,500

  ○박물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희귀전시품 구입                50,000

  ○보존처리실 항온항습기 구입                 3,000

  ○유료 과학체험교실 생물 현미경 구입                 7,500

  ○도자박물관 전시품 구입                50,000

  ○박물관 연구역량을 위한 실험장비 구입                15,000

    ―조류탐사용 망원렌즈(600㎜)                13,000

    ―생물사육상                 2,000

  50,000,000원*1식

  3,000,000원*1대

  1,500,000원*5개

  50,000,000원*1식

  13,000,000원*1개

  1,000,000원*2개

행정운영경비(목포자연사박물관) 123,717 123,537 180

인력운영비(자연사박물관) 23,393 22,973 420

인력운영비(자연사박물관) 23,393 22,973 420

101 인건비 19,193 19,193 0

01 보수 19,193 19,193 0

  ○초과근무수당                19,193

    ―휴일근무수당                19,193  53,313원*12명*30일

203 업무추진비 4,200 3,780 42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3,780 420

  ○자연사박물관                 4,200  350,000원*12월

기본경비(자연사박물관) 100,324 100,564 △240

기본경비(자연사박물관) 100,324 100,564 △240

201 일반운영비 61,684 61,924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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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정책: 행정운영경비(목포자연사박물관)
단위: 기본경비(자연사박물관)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사무관리비 61,684 61,924 △240

  ○일반수용비                13,584

    ―기본사무용품비                 2,400

    ―복사기 유지 관리비                 2,700

    ―프린터 및 팩스 유지관리비                 2,844

    ―복사용지 구입                 1,920

    ―당직실 침구류 세탁                   720

    ―기증자 감사패 제작                 3,000

  ○운영수당                48,100

    ―일숙직 수당                48,100

  100,000원*24명

  450,000원*1대*6회

  237,000원*3대*4회

  20,000원*8박스*12월

  60,000원*6회*2개소

  100,000원*10회*3명

  50,000원*2명*481일

202 여비 38,640 38,640 0

01 국내여비 38,640 38,640 0

  ○기본 업무 추진 관내 여비                38,640  20,000원*23명*7회*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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