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예술의전당관리과

정책: 문화예술진흥

단위: 예술의전당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술의전당관리과 ~ 박물관관리과

예술의전당관리과 8,371,540 9,258,443 △886,903

기 67,698

도 4,800

시 8,299,042

문화예술진흥 8,218,340 9,069,557 △851,217

기 67,698

도 4,800

시 8,145,842

예술의전당 운영 8,218,340 9,069,557 △851,217

기 67,698

도 4,800

시 8,145,842

군산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6,650,300 6,669,991 △19,691

301 일반보전금 6,650,300 6,669,991 △19,691

10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 6,650,300 6,669,991 △19,691

○ 시립교향악단 봉급 2,700,000

○ 시립교향악단 직책수당 130,000

○ 시립합창단 봉급 1,700,000

○ 시립합창단 직책수당 84,000

○ 시립예술단 명절수당 450,000

○ 시립예술단 정액급식비 94,000

○ 연금의무보험 부담금 등 1,088,300

－ 연금부담금 450,000

－ 연금부담보전금 150,000

－ 퇴직수당부담금 180,000

－ 재해보상부담금 8,300

－ 건강(장기요양) 보험부담금 180,000

－ 고용보험료 부담금 120,000

○ 정기연주회 공연비 260,000

○ 기타공연보상 60,000

－ 작은 음악회(버스킹) 등 공연보상금 30,000

－ 음향 및 조명장비 임차 30,000

○ 악기수리(임차) 및 소모품구입 20,000

○ 사무실 공공요금 및 운영비 24,000

○ 시립예술단 연주회 녹화 제작 및 송출 40,000

공연장및전시실유지관리 904,600 1,213,840 △309,240

201 일반운영비 522,200 574,300 △52,100

01 사무관리비 29,000 32,600 △3,600

○ 예술의전당 운영관리 전반 29,000

02 공공운영비 493,200 541,700 △48,500

○ 냉난방기 수리 및 개선작업 15,000

○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트 정비공사 21,000



부서: 예술의전당관리과

정책: 문화예술진흥

단위: 예술의전당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소방, 통신 설비시설 수리 12,000

○ 예술의전당 건축물 정밀점검 및 외벽 유리

청소 21,000

○ 예술의전당 순환기 시설 소규모 청소작업 12,000

○ 예술의전당 공공요금 350,000

○ 관용차량 유지비 2,400

○ 정기검사 수수료 등 3,000

○ 다중이용시설 전기 안전진단 수수료 10,000

○ 예술의전당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26,000

○ 예술의전당 소방안전관리대행 용역 7,800

○ 대소공연장 자동화설비 유지관리 용역 13,000

202 여비 14,000 18,000 △4,000

01 국내여비 14,000 18,000 △4,000

○ 예술의전당 업무 추진 14,000

203 업무추진비 4,800 5,390 △59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800 5,390 △590

○ 문화 및 공연 업무추진 등 4,800

206 재료비 46,000 50,550 △4,550

01 재료비 46,000 50,550 △4,550

○ 예술의전당 부품 재료비 46,000

－ 공연조명자재(할로겐램프 2.0kw 외) 16,000

－ 공연용음향자재(마이크케이블 외) 8,000

－ 공연용무대기계자재(리미트수위치 외) 5,200

－ 전기시설물자재(LED램프 외) 8,800

－ 냉난방 시설물 자재(청관제 외) 6,000

－ 기계설비자재(밸브 외) 2,000

307 민간이전 190,600 190,600 0

01 의료및구료비 600 600 0

○ 구급약품 비치 600

05 민간위탁금 190,000 190,000 0

○ 예술의전당 청소대행 용역 19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27,000 375,000 △248,000

01 시설비 127,000 375,000 △248,000

○ 예술의전당 야외광장 제초작업 30,000

○ 예술의전당 녹지구역 조경수목 정비 30,000

○ 예술의전당 조경수목 병충해 방제작업 15,000

○ 예술의전당 노후설비(전기,소방,통신)정비공

사 30,000

○ 예술의전당 대.소공연장 음향,영상장비 보수

공사 22,000

공연장장비유지및보강 22,000 62,000 △40,000



부서: 예술의전당관리과

정책: 문화예술진흥

단위: 예술의전당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5 자산취득비 22,000 62,000 △40,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2,000 62,000 △40,000

○ 대.소공연장 조명용 종합조정반(콘솔)페이더

보강 9,000

○ 대.소공연장 무용 바닥매트 거치대 구입 8,000

○ 대.소공연장 음향 플레이어 교체 5,000

공연기획 및 행사관리 535,300 929,000 △393,700

도 4,800

시 530,500

101 인건비 18,800 0 18,8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800 0 18,800

○ 교육사업업무보조기간제 인건비 18,800

201 일반운영비 506,900 917,000 △410,100

도 4,800

시 502,100

01 사무관리비 90,900 101,000 △10,100

○ 공연홍보비(기획공연 홍보물 제작 등) 35,000

○ 기획공연 방송송출 홍보비 9,900

○ 공연장 안전관리비 46,000

03 행사운영비 416,000 816,000 △400,000

○ 기획공연(뮤지컬, 오페라, 연주회) 400,000

○ 문화가 있는날 프로그램 운영 16,000

도 4,800

시 11,200

202 여비 9,600 12,000 △2,400

01 국내여비 9,600 12,000 △2,400

○ 국내여비 9,600

방방곡곡문화공감 59,210 149,070 △89,860

기 35,038

시 24,172

201 일반운영비 59,210 149,070 △89,860

기 35,038

시 24,172

03 행사운영비 59,210 149,070 △89,860

○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59,210

기 35,038

시 24,172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46,930 45,656 1,274

기 32,660

시 14,270

201 일반운영비 46,930 45,656 1,274

기 32,660

시 14,270



부서: 예술의전당관리과

정책: 문화예술진흥

단위: 예술의전당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3 행사운영비 46,930 45,656 1,274

○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46,930

기 32,660

시 14,270

행정운영경비(예술의전당관리과) 153,200 188,886 △35,686

인력운영비(예술의전당관리과) 106,000 136,746 △30,746

인력운영비(예술의전당관리과) 106,000 136,746 △30,746

101 인건비 106,000 136,746 △30,746

01 보수 75,000 85,176 △10,176

○ 휴일근무수당 75,000

02 기타직보수 31,000 35,490 △4,490

○ 기타직 휴일근무수당 31,000

기본경비(예술의전당관리과) 47,200 52,140 △4,940

기본경비(예술의전당관리과) 47,200 52,140 △4,940

201 일반운영비 35,000 40,080 △5,080

01 사무관리비 35,000 40,080 △5,080

○ 예술의전당 일반수용비 32,000

○ 청원경찰 급여품 구입 등 3,000

203 업무추진비 12,200 12,060 140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700 3,010 △310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700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200 4,490 710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20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00 4,560 △26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00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시립도서관관리과

정책: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단위: 시립도서관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술의전당관리과 ~ 박물관관리과

시립도서관관리과 2,780,700 3,622,195 △841,495

국 157,968

도 83,979

시 2,538,753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1,943,413 2,754,379 △810,966

국 157,968

도 83,979

시 1,701,466

시립도서관 운영 1,352,996 1,703,907 △350,911

국 52,656

도 30,210

시 1,270,130

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 986,024 1,298,287 △312,263

도 11,700

시 974,324

101 인건비 22,004 37,292 △15,288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004 37,292 △15,288

○ 자료실 운영보조 인부임(2명) 22,004

－ 디지털자료실(주말 1명) 8,756

－ 디지털자료실(평일야간 1명) 13,248

201 일반운영비 82,020 94,695 △12,675

01 사무관리비 82,020 94,695 △12,675

○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구독료 등 15,000

○ 도서관협의회 단체회비 지급 등 3,900

○ RFID 태그 구입(도서) 18,000

○ 이용자용 컴퓨터 백신 및 유해물차단 프로그

램 등 구입 6,400

○ 자료실 장비운영 및 소모품 구입 10,000

○ 자료실 사무용품 구입 및 수선 5,000

○ 본인확인서비스 사용료 지출 등 720

○ 도서관 무인경비 용역비 23,000

206 재료비 46,000 20,000 26,000

01 재료비 46,000 20,000 26,000

○ 시설물 유지보수 용품 구입 15,000

○ 도서관 위탁 청소용역 위생용품 구입 등 31,000

307 민간이전 318,000 346,500 △28,500

05 민간위탁금 318,000 346,500 △28,500

○ 청소용역비(시립, 늘푸른, 설림, 산들도서관

) 318,000

－ 본관 청소대행 용역비 170,000

－ 늘푸른도서관 청소대행 용역비 55,000

－ 설림도서관 청소대행 용역비 55,000

－ 산들도서관 청소대행 용역비 38,000



부서: 시립도서관관리과

정책: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단위: 시립도서관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1 시설비및부대비 35,000 164,000 △129,000

01 시설비 35,000 164,000 △129,000

○ 수·배전반 디스플레이 터치패널 교체 20,000

○ 도서관 시설물 보수 등 10,000

○ 늘푸른도서관 외부 방부목 도색 5,000

405 자산취득비 483,000 635,800 △152,800

도 11,700

시 471,3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33,000 185,800 △152,800

○ 작은도서관 이용자 컴퓨터 및 보안장비 구입 33,000

02 도서구입비 450,000 450,000 0

○ 시립도서관 신간도서 구입 등 100,000

○ 늘푸른도서관 신간도서 구입 등 50,000

○ 설림도서관 신간도서 구입 등 30,000

○ 산들도서관 신간도서 구입 등 30,000

○ 임피채만식도서관 신간도서 구입 등 5,000

○ 작은도서관 신간도서 구입 등(자체) 36,000

○ 작은도서관 신간도서 구입 등(보조) 39,000

도 11,700

시 27,300

○ 희망도서바로대출 도서구입 등 160,000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71,660 78,400 △6,740

도 3,510

시 68,150

201 일반운영비 52,680 58,400 △5,720

도 3,510

시 49,170

03 행사운영비 52,680 58,400 △5,720

○ 도서관주간(4월), 독서교실(겨울,여름) 3,000

○ 9월 독서의 달 문화행사(독서문화한마당) 18,000

○ 시민독서아카데미 10,000

○ 인문특화프로그램 9,000

○ 유아체험형 견학교실 운영(본관) 980

○ 공공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 11,700

도 3,510

시 8,190

301 일반보전금 18,980 20,000 △1,020

12 기타보상금 18,980 20,000 △1,020

○ 방학특강 강사수당 1,400

○ 문화강좌 강사수당 8,600

○ 독서회 강사수당 4,300

○ 독서교실 강사수당 480

○ 유아체험형 견학교실 강사수당 4,200



부서: 시립도서관관리과

정책: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단위: 시립도서관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본관) 105,312 137,220 △31,908

국 52,656

시 52,656

101 인건비 105,312 137,220 △31,908

국 52,656

시 52,656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5,312 137,220 △31,908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도비전환자

인건비 105,312

국 52,656

시 52,656

전국도서관대회 190,000 190,000 0

도 15,000

시 175,000

201 일반운영비 140,000 140,000 0

03 행사운영비 140,000 140,000 0

○ 2020년 전국도서관대회 140,000

307 민간이전 50,000 50,000 0

도 15,000

시 35,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0 50,000 0

○ 2020년 전국도서관대회 운영 지원 50,000

도 15,000

시 35,000

늘푸른도서관 운영 185,340 199,160 △13,820

국 65,820

시 119,520

늘푸른도서관 운영 14,700 16,540 △1,840

201 일반운영비 14,700 16,540 △1,840

01 사무관리비 14,700 16,540 △1,840

○ 자료실 운영관리 등 14,700

－ 자료실 및 사무실 운영 소모품 구입 7,700

－ 정기간행물 구독료 7,000

늘푸른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27,000 33,400 △6,400

201 일반운영비 10,000 17,800 △7,800

03 행사운영비 10,000 17,800 △7,800

○ 도서관주간(4월) 2,000

○ 아이사랑한마당(5월) 4,000

○ 독서의 달(9월) 2,000

○ 학교연계프로그램 운영 1,000

○ 어린이 인문학 강연(10월) 1,000

301 일반보전금 17,000 15,600 1,400



부서: 시립도서관관리과

정책: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단위: 늘푸른도서관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12 기타보상금 17,000 15,600 1,400

○ 체험형 견학교실 강사수당 2,800

○ 학교연계 프로그램 강사수당 5,700

○ 시민문화강좌, 방학특강 강사수당 5,200

○ 아동독서회, 독서교실 강사수당 3,300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늘푸른도서관) 131,640 137,220 △5,580

국 65,820

시 65,820

101 인건비 131,640 137,220 △5,580

국 65,820

시 65,820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31,640 137,220 △5,580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도비전환자

인건비 131,640

국 65,820

시 65,820

북스타트 사업 12,000 12,000 0

201 일반운영비 11,000 10,000 1,000

03 행사운영비 11,000 10,000 1,000

○ 북스타트 책꾸러미 도서구입 11,000

301 일반보전금 1,000 2,000 △1,000

09 행사실비지원금 1,000 2,000 △1,000

○ 북스타트 책놀이활동 자원봉사 활동비 1,000

설림도서관 운영 103,484 112,732 △9,248

국 39,492

시 63,992

설림도서관 운영 13,000 16,000 △3,000

201 일반운영비 13,000 16,000 △3,000

01 사무관리비 13,000 16,000 △3,000

○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관리 등 13,000

－ 정기간행물 구독료 등 6,000

－ 자료실 운영관리 물품 구입 등 7,000

설림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11,500 14,400 △2,900

201 일반운영비 4,000 6,000 △2,000

03 행사운영비 4,000 6,000 △2,000

○ 도서관 주간행사(4월) 1,500

○ 독서의 달 행사(9월) 2,000

○ 독서교실(여름,겨울) 운영 500

301 일반보전금 7,500 8,400 △900

12 기타보상금 7,500 8,400 △900

○ 시민문화강좌 강사수당 2,800



부서: 시립도서관관리과

정책: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단위: 설림도서관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아동독서회, 독서교실 강사수당 1,900

○ 유아 체험형 견학교실 강사수당 2,800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설림도서관) 78,984 82,332 △3,348

국 39,492

시 39,492

101 인건비 78,984 82,332 △3,348

국 39,492

시 39,492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8,984 82,332 △3,348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도비전환자

인건비 78,984

국 39,492

시 39,492

산들도서관 운영 22,620 0 22,620

산들도서관 운영 14,600 0 14,600

201 일반운영비 14,600 0 14,600

01 사무관리비 9,600 0 9,600

○ 자료실 운영관리 등 9,600

－정기간행물 구독료 등 3,600

－자료실 운영관리 물품 구입 등 6,000

03 행사운영비 5,000 0 5,000

○ 산들도서관 개관행사 등 5,000

산들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8,020 0 8,020

201 일반운영비 3,500 0 3,500

03 행사운영비 3,500 0 3,500

○ 도서관주간(4월) 1,000

○ 독서의 달(9월) 2,000

○ 체험형 견학교실 500

301 일반보전금 4,520 0 4,520

12 기타보상금 4,520 0 4,520

○ 시민문화강좌(방학특강, 평생교육) 강사수당 2,600

○ 독서회 강사수당 720

○ 독서교실(여름,겨울) 강사수당 480

○ 체험형 견학교실 강사수당 720

임피채만식도서관 운영 8,580 10,460 △1,880

임피채만식도서관 유지관리 8,580 10,460 △1,880

201 일반운영비 3,000 3,500 △500

01 사무관리비 3,000 3,500 △500

○ 자료실 운영관리 3,000

301 일반보전금 5,580 6,960 △1,380



부서: 시립도서관관리과

정책: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단위: 임피채만식도서관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9 행사실비지원금 500 1,200 △700

○ 자원봉사 활동비 500

12 기타보상금 5,080 5,760 △680

○ 문화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4,600

○ 독서교실 강사수당 480

작은도서관 운영 270,393 273,120 △2,727

도 53,769

시 216,624

작은도서관 유지관리 261,393 261,120 273

도 51,069

시 210,324

101 인건비 11,163 12,060 △897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163 12,060 △897

○ 작은도서관 운영 보조인부임 11,163

201 일반운영비 72,800 72,800 0

도 21,840

시 50,960

01 사무관리비 57,200 57,200 0

○ 작은도서관 운영비 57,200

도 17,160

시 40,040

02 공공운영비 15,600 15,600 0

○ 작은도서관 운영 시설장비유지비 15,600

도 4,680

시 10,920

301 일반보전금 80,000 80,000 0

12 기타보상금 80,000 80,000 0

○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80,000

307 민간이전 88,430 87,260 1,170

도 26,529

시 61,901

02 민간경상사업보조 88,430 87,260 1,170

○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88,430

도 26,529

시 61,901

402 민간자본이전 9,000 9,000 0

도 2,700

시 6,300

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9,000 9,000 0

○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9,000

도 2,700

시 6,300

사립작은도서관 지원 9,000 0 9,000

도 2,700



부서: 시립도서관관리과

정책: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단위: 작은도서관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시 6,300

402 민간자본이전 9,000 0 9,000

도 2,700

시 6,300

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9,000 0 9,000

○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9,000

도 2,700

시 6,300

행정운영경비(시립도서관관리과) 837,287 867,816 △30,529

인력운영비(시립도서관관리과) 294,087 279,676 14,411

인력운영비(시립도서관관리과) 294,087 279,676 14,411

101 인건비 294,087 279,676 14,411

01 보수 73,000 60,000 13,000

○ 휴일근무수당 73,000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21,087 219,676 1,411

○ 늘푸른도서관 자료실운영 공무직전환자 인건

비 34,160

○ 산들도서관 자료실운영 공무직 전환자 인건

비 34,160

○ 작은도서관 운영 공무직전환자 인건비 136,940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도비전환자

연가보상비 14,470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도비전환자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1,357

기본경비(시립도서관관리과) 543,200 588,140 △44,940

기본경비(시립도서관관리과) 543,200 588,140 △44,940

201 일반운영비 508,500 546,300 △37,800

01 사무관리비 50,500 44,200 6,300

○ 도서관 운영 등 47,000

○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 3,500

02 공공운영비 458,000 502,100 △44,100

○ 본관, 분관, 작은도서관 운영 공공요금 등 300,000

○ 건물유지 수선비 등 15,000

○ 시설물유지관리 용역비(전기, 소방 등) 43,000

○ 도서관전산시스템 유지보수 100,000

202 여비 28,000 35,000 △7,000

01 국내여비 28,000 35,000 △7,000

○ 도서관 업무 추진 28,000

203 업무추진비 6,700 6,840 △14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700 6,840 △14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700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박물관관리과

정책: 근대역사문화보존

단위: 박물관 벨트화지역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술의전당관리과 ~ 박물관관리과

박물관관리과 4,574,640 3,836,400 738,240

균 480,000

도 750

시 4,093,890

근대역사문화보존 2,438,640 2,573,770 △135,130

균 480,000

도 750

시 1,957,890

박물관 벨트화지역 운영 2,373,540 2,502,770 △129,230

균 480,000

도 750

시 1,892,790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관리 1,296,240 1,418,070 △121,830

101 인건비 309,540 253,260 56,28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9,540 253,260 56,280

○ 자료실 등 관리 보조 48,240

○ 매검표 보조 및 안내 96,480

○ 주차장, 소방, 방역 안전관리 72,360

○ 유물 및 전시운영 보조 72,360

○ 퇴직금 20,100

201 일반운영비 500,700 519,110 △18,410

01 사무관리비 158,700 177,000 △18,300

○ 박물관 운영 업무추진 등 15,000

○ 박물관 벨트화지역 무인경비 및 CCTV 용역 21,000

○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 1,500

○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3,200

○ 국유재산(철도부지) 사용료 47,000

○ 방역시스템 기계 임차 용역비 20,000

○ 체험용 비품 구입 10,000

○ 박물관 관련 홍보물 제작 18,000

○ 매표 티켓(유인1, 무인8) 등 제작 15,000

○ 화장실 위생용품 구입 등 8,000

02 공공운영비 342,000 342,110 △110

○ 박물관 및 전시관 공공요금(전기,상수도 등) 200,000

○ 공조기 소모품 구입 유지관리 8,000

○ 공조기 등 기계설비 안전진단 1,000

○ 전기시설 안전진단 3,000

○ 박물관 외벽 청소 13,000

○ 경관용 수경시설 청소용역 15,000

○ 박물관 벨트화지역 방역 소독비 12,000

○ 박물관 외 6개소 에어콘 유지관리 11,000

○ 박물관 벨트화지역 소규모 시설 보수 25,000



부서: 박물관관리과

정책: 근대역사문화보존

단위: 박물관 벨트화지역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화단 조경 수목 유지관리 22,000

－ 병해충 방제 12,000

－ 전정 작업 10,000

○ 소방시설 안전관리 용역 11,000

○ 전기시설 안전관리 용역 12,000

○ 승강기 안전관리용역 9,000

202 여비 12,000 16,000 △4,000

01 국내여비 12,000 16,000 △4,000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업무 추진 12,000

206 재료비 15,000 22,000 △7,000

01 재료비 15,000 22,000 △7,000

○ 전기, 기계 시설물 유지관리 물품 구입 4,000

○ 박물관 화분 초화류 구입 5,000

○ 환경관리 청소용품 구입 6,000

307 민간이전 335,000 335,000 0

01 의료및구료비 1,000 1,000 0

○ 박물관벨트화지역 관람객 응급의약품 구입 1,000

05 민간위탁금 334,000 334,000 0

○ 근대역사박물관 청소용역 91,000

○ 박물관 광장 및 공영주차장 청소용역 30,500

○ 장미공연장·갤러리 및 야외화장실 청소용역

91,000

○ 근대미술관·건축관 및 위봉함 청소용역 91,000

○ 진포해양테마공원 청소용역 30,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4,000 232,000 △128,000

01 시설비 104,000 232,000 △128,000

○ 박물관 시설물 유지보수 84,000

○ 박물관 벨트화지역 초화류 식재 공사 20,000

405 자산취득비 20,000 40,700 △20,7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 40,700 △20,700

○ 박물관 무인발권기 설치(1대) 11,000

○ 박물관 사무집기(탁자,의자) 구입 3,700

○ 장난감 등 물품 소독 기계 4,000

○ 청소용역근로자용 위생시설 에어컨 구매(2대

) 1,300

전시 기획 운영 111,200 111,500 △300

201 일반운영비 100,000 100,000 0

03 행사운영비 100,000 100,000 0

○ 박물관 기획전시 추진 55,000

○ 열린갤러리 전시 운영 10,000



부서: 박물관관리과

정책: 근대역사문화보존

단위: 박물관 벨트화지역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근대미술관 전시 운영 15,000

○ 장미갤러리 등 전시 운영 10,000

○ 기타 전시관 전시운영 10,000

202 여비 1,200 1,500 △300

01 국내여비 1,200 1,500 △300

○ 전시관련 협의 업무 추진 1,200

307 민간이전 10,000 10,000 0

06 보험금 10,000 10,000 0

○ 대여 유물 및 작품 보험료 10,000

행사 교육 운영 186,200 228,500 △42,300

도 750

시 185,450

201 일반운영비 84,000 94,500 △10,500

도 750

시 83,250

01 사무관리비 4,500 5,000 △500

○ 각종 행사 비품 구입 4,500

03 행사운영비 79,500 89,500 △10,000

○ 명절 및 어린이날 등 행사 운영 25,000

○ 금강권 스탬프투어 운영 40,000

○ 상설연극, 인형극, 전래놀이공연 운영 5,000

○ 문화가 있는 날 운영 2,500

도 750

시 1,750

○ 박물관 및 벨트화지역 체험프로그램 운영 7,000

202 여비 1,200 1,500 △300

01 국내여비 1,200 1,500 △300

○ 행사 운영 협의 등 추진 1,200

206 재료비 3,000 5,000 △2,000

01 재료비 3,000 5,000 △2,000

○ 자원봉사자 활용용품(재료 등) 구입 3,000

301 일반보전금 78,000 80,000 △2,000

09 행사실비지원금 38,000 40,000 △2,000

○ 상설연극, 인형극, 전래놀이 공연 운영 38,000

12 기타보상금 40,000 40,000 0

○ 박물관 및 금강권 전시장 통합운영 자원봉사

자 활동비 40,000

307 민간이전 20,000 47,500 △27,5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 47,500 △27,500

○ 박물관 벨트화지역 거리문화공연 20,000

유물 운영 관리 25,300 34,300 △9,000



부서: 박물관관리과

정책: 근대역사문화보존

단위: 박물관 벨트화지역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 일반운영비 15,300 24,300 △9,000

01 사무관리비 8,300 9,300 △1,000

○ 수장고 유물 정리 소모품 구입 6,300

○ 유물감정 평가비 2,000

02 공공운영비 7,000 15,000 △8,000

○ 수장고 항균소독 7,000

405 자산취득비 10,000 10,000 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 10,000 0

○ 유물구입비 10,000

벨트화지역 관리 173,600 229,400 △55,800

201 일반운영비 99,200 118,000 △18,800

01 사무관리비 29,200 33,000 △3,800

○ 박물관 벨트화지역 일반 비품 구입 13,000

○ 근대문화시설 홍보물 제작 9,000

○ 진포해양테마공원 무인경비 및 CCTV 용역 5,400

○ 진포해양테마공원 안전관리용품 구입(안전휀

스 등) 1,800

02 공공운영비 70,000 85,000 △15,000

○ 근대건축관 영상장비 보수 30,000

○ 진포해양테마공원 운영 등 공공요금(전기,수

도,인터넷) 27,000

○ 진포해양테마공원 소규모 시설 보수 8,000

○ 위봉함 VR 체험관 유지관리 5,000

206 재료비 6,000 8,000 △2,000

01 재료비 6,000 8,000 △2,000

○ 벨트화지역 초화류 구입 3,000

○ 소규모 작업도구 및 청소용품 구입 3,000

301 일반보전금 8,400 8,400 0

12 기타보상금 8,400 8,400 0

○ 박물관벨트화지역 자원봉사자 활동비 8,4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0,000 95,000 △35,000

01 시설비 60,000 95,000 △35,000

○ 군장비 및 주변 휴게시설 등 시설 유지관리 30,000

○ 건축관등 벨트화지역 시설유지보수 30,000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581,000 481,000 100,000

균 480,000

시 101,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81,000 481,000 100,000

균 480,000

시 101,000

01 시설비 580,000 480,000 100,000



부서: 박물관관리과

정책: 근대역사문화보존

단위: 박물관 벨트화지역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근대역사박물관 리모델링사업 580,000

균 480,000

시 100,000

03 시설부대비 1,000 1,000 0

○ 시설 부대비 1,000

근대역사문화 관리 65,100 71,000 △5,900

전시장 관리 38,600 44,000 △5,400

201 일반운영비 38,600 44,000 △5,400

01 사무관리비 3,600 4,000 △400

○ 근대전시장 운영 3,600

03 행사운영비 35,000 40,000 △5,000

○ 특별전 운영 및 구성 15,000

○ 원도심 문화 관련 전시장 연계사업 20,000

세미나 및 역사자료 발간 조사 26,500 27,000 △500

201 일반운영비 20,700 21,000 △300

01 사무관리비 2,700 3,000 △300

○ 세미나 운영 2,700

03 행사운영비 18,000 18,000 0

○ 박물관 세미나 운영 등 10,000

○ 역사탐방 8,000

202 여비 800 1,000 △200

01 국내여비 800 1,000 △200

○ 세미나 관련 협의 업무 추진 800

301 일반보전금 5,000 5,000 0

09 행사실비지원금 5,000 5,000 0

○ 정책 세미나 참석자등 수당 5,000

금강권 전시장 통합운영(채만식문학관) 132,120 86,000 46,120

채만식문학관 운영 132,120 86,000 46,120

문학관유지관리 115,820 68,000 47,820

101 인건비 24,120 0 24,12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120 0 24,120

○ 채만식문학관 운영 보조 24,120

201 일반운영비 39,100 30,000 9,100

01 사무관리비 8,100 9,000 △900

○ 문학관 운영관리 4,500

○ 문학관 홍보물 제작 1,800

○ 문학관 리플릿 및 체험용품 제작 1,800

02 공공운영비 21,000 21,000 0

○ 문학관운영 공공운영비 21,000



부서: 박물관관리과

정책: 금강권 전시장 통합운영(채만식문학관)

단위: 채만식문학관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3 행사운영비 10,000 0 10,000

○ 문학관 문화행사 추진 10,000

202 여비 1,600 2,000 △400

01 국내여비 1,600 2,000 △400

○ 문학관관련 업무추진 1,600

206 재료비 4,000 4,000 0

01 재료비 4,000 4,000 0

○ 초화류 식재 및 조경관리 재료구입 등 4,000

307 민간이전 42,000 22,000 20,000

05 민간위탁금 42,000 22,000 20,000

○ 채만식문학관 청소용역 42,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 5,000 0

01 시설비 5,000 5,000 0

○ 채만식문학관 각종 시설보수 등 5,000

채만식문학상 지원 16,300 17,000 △700

201 일반운영비 6,300 7,000 △700

01 사무관리비 6,300 7,000 △700

○ 채만식 문학상 선정 업무추진 6,300

301 일반보전금 10,000 10,000 0

12 기타보상금 10,000 10,000 0

○ 채만식 문학상 10,000

금강권 전시장 통합운영(3.1운동 기념관) 157,960 177,370 △19,410

3.1운동 기념관 운영 157,960 177,370 △19,410

3.1운동 기념관 운영 157,960 177,370 △19,410

101 인건비 24,120 26,130 △2,01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120 26,130 △2,010

○ 3.1운동100주년기념관 관리인부임 24,120

201 일반운영비 53,000 40,000 13,000

01 사무관리비 18,000 20,000 △2,000

○ 3.1운동100주년기념관 운영 9,000

○ 3.1운동100주년기념관 홍보물 제작 4,500

○ 3.1운동100주년기념관 체험용품 제작 4,500

02 공공운영비 25,000 20,000 5,000

○ 3.1운동100주년기념관 공공요금 25,000

03 행사운영비 10,000 0 10,000

○ 3.1운동기념관 전시 및 문화행사 추진 10,000

202 여비 1,600 2,000 △400

01 국내여비 1,600 2,000 △400



부서: 박물관관리과

정책: 금강권 전시장 통합운영(3.1운동 기념관)

단위: 3.1운동 기념관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3.1운동100주년기념관 업무추진 1,600

206 재료비 4,000 4,000 0

01 재료비 4,000 4,000 0

○ 3.1운동100주년기념관 관리 재료비 4,000

307 민간이전 75,240 75,240 0

05 민간위탁금 75,240 75,240 0

○ 3.1운동100주년기념관 청소용역 75,240

금강권 전시장 통합운영(철새조망대) 1,622,320 742,720 879,600

생태체험관 기능보강 및 관리 1,622,320 742,720 879,600

생태체험관 내외 관리 및 운영 470,320 566,920 △96,600

101 인건비 26,920 26,920 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6,920 26,920 0

○ 기후변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기간제 인부임 26,920

201 일반운영비 167,500 198,000 △30,500

01 사무관리비 43,500 50,000 △6,500

○ 생태시설 운영 업무추진 42,000

○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 1,500

02 공공운영비 124,000 148,000 △24,000

○ 생태시설 관련 공공요금 84,000

○ 생태시설, 장비 등 유지보수 40,000

202 여비 12,000 15,800 △3,800

01 국내여비 12,000 15,800 △3,800

○ 생태시설관리 당면업무 추진 등 12,000

206 재료비 50,000 76,000 △26,000

01 재료비 50,000 76,000 △26,000

○ 식물생태관 화초 및 묘목 등 구입 3,500

○ 조류관찰소 유지 보수 및 철새먹이 구입 등 4,500

○ 조소류 사료(5종) 36,000

○ 조망대 시설물 유지보수 용품 3,000

○ 조소류 사육기구 및 약품 구입 3,000

307 민간이전 146,400 146,400 0

05 민간위탁금 146,400 146,400 0

○ 본관 및 조류공원 등 청소용역 106,900

○ 전시수족관 위탁관리용역 10,000

○ 철새조망대 유리청소용역 7,000

○ 식물생태관 유리청소용역 5,000

○ 식물생태관 식물위탁관리 용역 11,000

○ 무인경비 용역 6,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 60,000 △10,000



부서: 박물관관리과

정책: 금강권 전시장 통합운영(철새조망대)

단위: 생태체험관 기능보강 및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시설비 50,000 60,000 △10,000

○ 소규모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50,000

405 자산취득비 17,500 43,800 △26,3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7,500 43,800 △26,300

○ 항온항습기 구입 8,500

○ 기후변화체험 교육장 책상,의자 구입 9,000

사계절 체험프로그램 운영 152,000 175,800 △23,800

201 일반운영비 140,000 140,000 0

03 행사운영비 140,000 140,000 0

○ 기후변화 프로그램 운영 120,000

○ 강사 역량강화 10,000

○ 기획 전시행사 추진 10,000

301 일반보전금 12,000 35,800 △23,800

09 행사실비지원금 12,000 22,000 △10,000

○ 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실비 지원 12,000

전시장 리모델링 1,000,000 0 1,0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0 0 1,000,000

01 시설비 1,000,000 0 1,000,000

○ 금강미래체험관 전시장 리모델링 1,000,000

행정운영경비(박물관관리과) 223,600 256,540 △32,940

인력운영경비(박물관관리과) 173,600 201,700 △28,100

인력운영경비(박물관관리과) 173,600 201,700 △28,100

101 인건비 173,600 201,700 △28,100

01 보수 100,000 101,876 △1,876

○ 휴일근무수당 100,000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3,600 99,824 △26,224

○ 공무직 전환자 보수 73,600

－ 급여 52,000

－ 4대 보험료 5,200

－ 연가보상비 2,400

－ 휴일근무 수당 14,000

기본경비(박물관관리과) 50,000 54,840 △4,840

기본경비(박물관관리과) 50,000 54,840 △4,840

201 일반운영비 45,500 50,000 △4,500

01 사무관리비 27,000 30,000 △3,000

○ 박물관운영 업무추진 27,000

02 공공운영비 18,500 20,000 △1,500

○ 홈페이지 유지보수 12,000



부서: 박물관관리과

정책: 행정운영경비(박물관관리과)

단위: 기본경비(박물관관리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관용차량 유지관리 1,500

○ 박물관관리과 관련 공공요금 등 5,000

203 업무추진비 4,500 4,840 △34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500 4,840 △340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