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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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술의전당관리과 ~ 박물관관리과

예술의전당관리과 9,328,701 8,371,540 957,161

기 123,340

도 51,800

시 9,153,561

문화예술진흥 9,155,724 8,218,340 937,384

기 123,340

도 51,800

시 8,980,584

예술의전당 운영 9,155,724 8,218,340 937,384

기 123,340

도 51,800

시 8,980,584

군산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6,885,224 6,650,300 234,924

301 일반보전금 6,885,224 6,650,300 234,924

10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 6,885,224 6,650,300 234,924

○ 시립교향악단 봉급 2,700,000

○ 시립교향악단 직책수당 141,000

○ 시립합창단 봉급 1,700,000

○ 시립합창단 직책수당 84,000

○ 시립예술단 명절수당 450,000

○ 시립예술단 정액급식비 190,000

○ 연금의무보험 부담금 등 1,216,224

－ 연금부담금 475,782

－ 연금부담보전금 262,896

－ 퇴직수당부담금 223,364

－ 재해보상부담금 9,675

－ 건강보험부담금 181,326

－ 장기요양보험부담금 20,889

－ 고용보험부담금 42,292

○ 정기연주회 공연비 260,000

○ 기타공연보상 60,000

－ 작은 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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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4,200 904,600 389,600

도 47,000

시 1,247,200

201 일반운영비 607,000 522,200 84,800

01 사무관리비 79,000 29,000 50,000

○ 예술의전당 운영관리 전반 29,000

○ 공연장 안전관리비 50,000



부서: 예술의전당관리과

정책: 문화예술진흥

단위: 예술의전당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2 공공운영비 528,000 493,200 34,800

○ 냉난방기 수리 및 개선작업 15,000

○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트 정비공사 24,000

○ 소방, 통신 설비시설 수리 12,000

○ 무대시설물 소규모 수선(무대,조명,음향장비

유지관리비) 15,000

○ 예술의전당 건축시설물 정기점검 수수료 12,000

○ 예술의전당 외벽 유리 청소 12,000

○ 예술의전당 순환기 시설 소규모 청소작업 14,400

○ 예술의전당 공공요금 350,000

○ 관용차량 유지비 2,700

－ 관용차량 유류비(1대) 1,500

－ 관용차량 수리비 1,200

○ 전기설비 법정검사 수수료 등 16,000

－ 전기설비 정기검사 4,000

－ 전기설비 안전진단 12,000

○ 예술의전당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28,800

○ 예술의전당 소방안전관리대행 용역 10,500

○ 설비(전기,기계) 자동제어 유지관리 용역 15,600

202 여비 14,000 14,000 0

01 국내여비 14,000 14,000 0

○ 예술의전당 업무 추진 14,000

203 업무추진비 5,600 4,800 8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600 4,800 800

○ 문화 및 공연 업무추진 등 5,600

206 재료비 48,000 46,000 2,000

01 재료비 48,000 46,000 2,000

○ 시설물 유지관리 및 소모성 자재구입 4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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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화기 구매(교체) 2,000

307 민간이전 250,600 190,600 60,000

01 의료및구료비 600 600 0

○ 구급약품 비치 600

05 민간위탁금 250,000 190,000 60,000

○ 예술의전당 청소대행 용역 200,000

○ 무대시설물 정밀안전진단 50,000



부서: 예술의전당관리과

정책: 문화예술진흥

단위: 예술의전당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1 시설비및부대비 369,000 127,000 242,000

도 47,000

시 322,000

01 시설비 369,000 127,000 242,000

○ 예술의전당 야외 환경정비 사업 75,000

－ 예술의전당 야외광장 제초작업 30,000

－ 예술의전당 녹지구역 조경수목 정비 30,000

－ 예술의전당 조경수목 병해충 방제작업 15,000

○ 예술의전당 노후설비 기능보강 사업 120,000

－ 노후설비(전기,소방,통신)정비공사 30,000

－ 예술의 전당 옥상 방수공사 90,000

○ 공연장 설비보강 사업 35,000

－ 대기실 등 냉난방기 설치 전기공사 15,000

－ 대기실 등 천정형에어컨 설치공사 20,000

○ 보일러 및 흡수식냉온수기 버너 교체공사 72,000

○ 공연용 음향장비 교체 및 보수공사 20,000

○ 군산 예술의전당 야외계단 미끄럼방지 47,000

도 47,000

공연장장비유지및보강 21,800 22,000 △200

405 자산취득비 21,800 22,000 △2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1,800 22,000 △200

○ 공연장 공연용 장비 구입 21,800

－ 피아노 연주용 의자(유압식) 1,800

－ 대공연장 모니터 스피커 20,000

공연기획 및 행사관리 715,600 535,300 180,300

도 4,800

시 710,800

101 인건비 20,000 18,800 1,2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000 18,800 1,200

○ 교육사업업무보조기간제 인건비 20,000

201 일반운영비 686,000 506,900 179,100

도 4,800

시 681,200

01 사무관리비 70,000 90,900 △20,900

○ 기획공연 홍보비 및 안전관련경비 70,000

－ 기획공연 및 전시 홍보물 제작 35,000

－ 기획공연 방송 송출 광고 홍보 10,000

－ 무대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용역 등 25,000

03 행사운영비 616,000 416,000 200,000

○ 기획공연(뮤지컬, 클래식, 연극 콘서트등) 600,000

○ 문화가 있는날 프로그램 운영 16,000



부서: 예술의전당관리과

정책: 문화예술진흥

단위: 예술의전당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도 4,800

시 11,200

202 여비 9,600 9,600 0

01 국내여비 9,600 9,600 0

○ 국내여비 9,600

방방곡곡문화공감 158,900 59,210 99,690

기 95,340

시 63,560

201 일반운영비 158,900 59,210 99,690

기 95,340

시 63,560

03 행사운영비 158,900 59,210 99,690

○ 국비공모사업 방방곡곡 문화공감 158,900

기 95,340

시 63,560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40,000 46,930 △6,930

기 28,000

시 12,000

201 일반운영비 40,000 46,930 △6,930

기 28,000

시 12,000

03 행사운영비 40,000 46,930 △6,930

○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40,000

기 28,000

시 12,000

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예술아 놀자! 광장콘서트 40,000 0 40,000

201 일반운영비 40,000 0 40,000

03 행사운영비 40,000 0 40,000

○ 예술아놀자 광장콘서트 40,000

－ 음향, 조명 등 임차 22,000

－ 공연홍보비 6,000

－ 기타 공연보상금 12,000

행정운영경비(예술의전당관리과) 172,977 153,200 19,777

인력운영비(예술의전당관리과) 125,757 106,000 19,757

인력운영비(예술의전당관리과) 125,757 106,000 19,757

101 인건비 125,757 106,000 19,757

01 보수 88,783 75,000 13,783

○ 휴일근무수당 88,783

02 기타직보수 36,974 31,000 5,974

○ 기타직 휴일근무수당 36,974

기본경비(예술의전당관리과) 47,220 47,200 20

기본경비(예술의전당관리과) 47,220 47,200 20



부서: 예술의전당관리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예술의전당관리과)

단위: 기본경비(예술의전당관리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 일반운영비 35,000 35,000 0

01 사무관리비 35,000 35,000 0

○ 예술의전당 사무실 일반수용비 35,000

－ 청원경찰 급여품 3,000

－ 급량비 24,000

－ 복사기 임대료 5,000

－ 신문구독료 3,000

203 업무추진비 12,220 12,200 20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700 2,700 0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700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200 5,200 0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20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20 4,300 2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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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술의전당관리과 ~ 박물관관리과

시립도서관관리과 4,479,854 2,780,700 1,699,154

국 157,968

도 70,390

시 4,251,496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3,454,913 1,943,413 1,511,500

국 157,968

도 70,390

시 3,226,555

시립도서관 운영 1,457,929 1,352,996 104,933

국 52,656

도 15,210

시 1,390,063

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 1,287,487 986,024 301,463

도 11,700

시 1,275,787

101 인건비 32,137 22,004 10,133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2,137 22,004 10,133

○ 자료실 운영보조 인부임(3명) 32,137

－ 유아동 및 디지털자료실(주말2명) 18,376

－ 디지털자료실(평일야간1명) 13,761

201 일반운영비 82,350 82,020 330

01 사무관리비 82,350 82,020 330

○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구독료 등 15,000

○ 도서관협의회 단체회비 지급 등 3,960

○ RFID 태그 구입 등(도서) 18,000

○ 이용자용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등 구입 4,200

○ 이용자용 컴퓨터 유해물 차단 프로그램 등

구입 1,750

○ 자료실 장비운영 및 소모품 구입 등 10,000

○ 자료실 사무용품 구입 및 수선 등 5,000

○ 본인확인서비스 사용료 지출 등 1,440

○ 도서관 무인경비 용역비 23,000

203 업무추진비 1,000 0 1,0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 0 1,000

○ 시립도서관시책업무추진 1,000

206 재료비 55,000 46,000 9,000

01 재료비 55,000 46,000 9,000

○ 시설물 유지보수 용품 구입 20,000

○ 도서관 위탁 청소용역 위생용품 구입 등 35,000

307 민간이전 530,000 318,000 212,000

05 민간위탁금 530,000 318,000 212,000

○ 청소용역비(시립,늘푸른,설림,산들,금강도서

관) 530,000



부서: 시립도서관관리과

정책: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단위: 시립도서관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1 시설비및부대비 51,000 35,000 16,000

01 시설비 51,000 35,000 16,000

○ 임피채만식도서관 옥상 및 외벽방수공사 36,000

○ 본관 외 17개소(분관,작도)시설 유지보수 15,000

405 자산취득비 536,000 483,000 53,000

도 11,700

시 524,3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86,000 33,000 53,000

○ 상호대차서비스 차량구입 46,000

○ 전기차 충전기 구입 5,000

○ 자동화코너 무인예약대출기 구입 30,000

○ 본관 및 분관 방역용 무선소독기 구입(5대)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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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130 71,660 △6,530

도 3,510

시 61,620

201 일반운영비 49,350 52,680 △3,330

도 3,510

시 45,840

03 행사운영비 49,350 52,680 △3,330

○ 도서관주간(4월), 독서교실(겨울,여름) 3,000

○ 9월 독서의 달 문화행사(독서문화한마당) 10,000

○ 시민독서아카데미 10,000

○ 인문특화프로그램 9,000

○ 어린이진로독서프로그램 4,000

○ 유아체험형 견학교실 운영(본관) 1,650

○ 공공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 11,700

도 3,510

시 8,190

301 일반보전금 15,780 18,980 △3,200

12 기타보상금 15,780 18,980 △3,200

○ 방학특강 강사수당 1,920

○ 문화강좌 강사수당 7,920



부서: 시립도서관관리과

정책: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단위: 시립도서관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독서회 강사수당 2,160

○ 독서교실 강사수당 480

○ 유아체험형 견학교실 강사수당 3,300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본관) 105,312 105,312 0

국 52,656

시 52,656

101 인건비 105,312 105,312 0

국 52,656

시 52,656

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5,312 105,312 0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도비전환자

인건비 105,312

국 52,656

시 52,656

늘푸른도서관 운영 183,340 185,340 △2,000

국 65,820

시 117,520

늘푸른도서관 운영 14,700 14,700 0

201 일반운영비 14,700 14,700 0

01 사무관리비 14,700 14,700 0

○ 자료실 운영관리 등 14,700

－ 자료실 및 사무실 운영 소모품 구입 7,700

－ 정기간행물 구독료 7,000

늘푸른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21,000 27,000 △6,000

201 일반운영비 10,000 10,000 0

03 행사운영비 10,000 10,000 0

○ 도서관주간(4월),독서교실 2,000

○ 아이사랑한마당(5월) 4,000

○ 독서의 달(9월) 2,000

○ 어린이 인문학 강연(10월) 1,000

○ 유아체험형 견학교실 운영 1,000

301 일반보전금 11,000 17,000 △6,000

12 기타보상금 11,000 17,000 △6,000

○ 유아체험형 견학교실 강사수당 2,800

○ 시민문화강좌, 방학특강 강사수당 5,200

○ 아동독서회, 독서교실 강사수당 3,000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늘푸른도서관) 131,640 131,640 0

국 65,820

시 65,820

101 인건비 131,640 131,640 0

국 65,820

시 65,820



부서: 시립도서관관리과

정책: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단위: 늘푸른도서관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131,640 131,640 0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도비전환자

인건비 131,640

국 65,820

시 65,820

북스타트 사업 16,000 12,000 4,000

201 일반운영비 15,000 11,000 4,000

03 행사운영비 15,000 11,000 4,000

○ 북스타트 책꾸러미 도서구입 15,000

301 일반보전금 1,000 1,000 0

09 행사실비지원금 1,000 1,000 0

○ 북스타트 책놀이활동 자원봉사 활동비 1,000

설림도서관 운영 103,904 103,484 420

국 39,492

시 64,412

설림도서관 운영 13,000 13,000 0

201 일반운영비 13,000 13,000 0

01 사무관리비 13,000 13,000 0

○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관리 등 13,000

－ 정기간행물 구독료 등 6,000

－ 자료실 운영관리 물품 구입 등 7,000

설림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11,920 11,500 420

201 일반운영비 4,240 4,000 240

03 행사운영비 4,240 4,000 240

○ 도서관 주간행사(4월) 1,500

○ 독서의 달 행사(9월) 2,000

○ 독서교실(여름,겨울) 운영 500

○ 유아체험형 견학교실 240

301 일반보전금 7,680 7,500 180

12 기타보상금 7,680 7,500 180

○ 시민문화강좌 강사수당 2,880

○ 아동독서회, 독서교실 강사수당 1,920

○ 유아 체험형 견학교실 강사수당 2,880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설림도서관) 78,984 78,984 0

국 39,492

시 39,492

101 인건비 78,984 78,984 0

국 39,492

시 39,492

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78,984 78,984 0



부서: 시립도서관관리과

정책: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단위: 설림도서관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도비전환자

인건비 78,984

국 39,492

시 39,492

산들도서관 운영 24,080 22,620 1,460

산들도서관 운영 9,600 14,600 △5,000

201 일반운영비 9,600 14,600 △5,000

01 사무관리비 9,600 9,600 0

○ 자료실 운영관리 등 9,600

－ 정기간행물 구독료 등 3,600

－ 자료실 운영관리 물품 구입 등 6,000

산들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14,480 8,020 6,460

201 일반운영비 5,720 3,500 2,220

03 행사운영비 5,720 3,500 2,220

○ 도서관주간(4월) 1,000

○ 독서의 달(9월) 2,000

○ 학교연계프로그램 2,000

○ 유아체험형 견학교실 720

301 일반보전금 8,760 4,520 4,240

12 기타보상금 8,760 4,520 4,240

○ 시민문화강좌(방학특강, 평생교육) 강사수당 4,800

○ 독서회 강사수당 1,440

○ 독서교실(여름,겨울) 강사수당 480

○ 학교연계 프로그램 강사수당 600

○ 유아체험형 견학교실 강사수당 1,440

임피채만식도서관 운영 9,040 8,580 460

임피채만식도서관 유지관리 9,040 8,580 460

201 일반운영비 3,000 3,000 0

01 사무관리비 3,000 3,000 0

○ 자료실 운영관리 3,000

301 일반보전금 6,040 5,580 460

09 행사실비지원금 1,000 500 500

○ 자원봉사 활동비 1,000

12 기타보상금 5,040 5,080 △40

○ 문화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4,680

○ 독서교실 강사수당 360

작은도서관 운영 289,240 270,393 18,847

도 55,180

시 234,060

작은도서관 유지관리 280,240 261,393 18,847



부서: 시립도서관관리과

정책: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단위: 작은도서관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도 52,480

시 227,760

101 인건비 25,300 11,163 14,137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5,300 11,163 14,137

○ 작은도서관 운영 보조인부임 2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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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140 88,430 4,710

도 27,940

시 65,2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93,140 88,430 4,710

○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93,140

도 27,940

시 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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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0 0

도 2,700

시 6,300

402 민간자본이전 9,000 9,000 0

도 2,700

시 6,300

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9,000 9,000 0

○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9,000

도 2,700

시 6,300

공공도서관 건립 1,387,380 0 1,387,380



부서: 시립도서관관리과

정책: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단위: 공공도서관 건립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금강도서관) 1,387,380 0 1,387,380

101 인건비 18,800 0 18,8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800 0 18,800

○ 금강도서관 자료실 기간제근로자 보수 18,800

201 일반운영비 56,380 0 56,380

01 사무관리비 39,380 0 39,380

○ 금강도서관 무인경비 4,140

○ 금강도서관 정기간행물 구입 등 5,600

○ 금강도서관 RFID 태그 구입비 등 15,000

○ 금강도서관 운영 물품구입 등 5,000

○ 금강도서관 복합기 임차료 2,640

○ 금강도서관 홍보물 제작 등 2,000

○ 금강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5,000

03 행사운영비 17,000 0 17,000

○ 금강도서관 개관식 및 기념행사 등 10,000

○ 금강도서관 독서의 달 행사 4,000

○ 금강도서관 문화프로그램 3,000

301 일반보전금 6,300 0 6,300

12 기타보상금 6,300 0 6,300

○ 금강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6,3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85,900 0 285,900

01 시설비 285,900 0 285,900

○ 금강도서관 외부 홍보전광판,멀티비전 설치

등 217,900

○ 금강도서관 외부 CCTV 설치 등 8,000

○ 금강도서관 내외부 사인물 설치 등 42,000

○ 금강도서관 전동 블라인드 설치 등 18,000

405 자산취득비 1,020,000 0 1,020,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570,000 0 570,000

○ 금강도서관 RFID 자동화장비 구입 등 293,000

○ 금강도서관 운용기기 구입 등 125,000

○ 금강도서관 개관집기 구입 152,000

02 도서구입비 450,000 0 450,000

○ 금강도서관 개관장서 구입 450,000

행정운영경비(시립도서관관리과) 1,024,941 837,287 187,654

인력운영비(시립도서관관리과) 362,579 294,087 68,492

인력운영비(시립도서관관리과) 362,579 294,087 68,492

101 인건비 341,189 294,087 47,102

01 보수 104,761 73,000 31,761



부서: 시립도서관관리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시립도서관관리과)

단위: 인력운영비(시립도서관관리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휴일근무수당 104,761

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236,428 221,087 15,341

○ 도서관공무직전환자 인건비(근로자보수) 236,428

－ 도서관 자료실운영 공무직전환자인건비 194,541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사업 국도비전환

자 연가보상비 16,212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사업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475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사업 국도비전환

자 퇴직금 예치 25,200

304 연금부담금등 21,390 0 21,390

01 연금부담금 8,670 0 8,670

○ 공무직전환자(자료실운영) 국민연금부담금 8,670

02 국민건강보험금 7,710 0 7,710

○ 공무직전환자(자료실운영) 국민건강보험부담

금 7,710

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고용보험료부담금등 5,010 0 5,010

○ 공무직전환자(자료실운영) 고용산재보험료부

담금 등 5,010

기본경비(시립도서관관리과) 662,362 543,200 119,162

기본경비(시립도서관관리과) 662,362 543,200 119,162

201 일반운영비 618,572 508,500 110,072

01 사무관리비 56,672 50,500 6,172

○ 도서관 운영 등 51,672

○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 5,000

02 공공운영비 561,900 458,000 103,900

○ 본관, 분관, 작은도서관 운영 공공요금 등 380,000

○ 임피 및 작은도서관 안전비상벨 장치유지 8,400

○ 건물유지 수선비 등 15,000

○ 시설물유지관리 용역비(전기, 소방 등) 58,500

○ 도서관전산시스템 유지보수 100,000

202 여비 36,720 28,000 8,720

01 국내여비 36,720 28,000 8,720

○ 도서관 업무 추진 36,720

203 업무추진비 7,070 6,700 37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070 6,700 37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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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술의전당관리과 ~ 박물관관리과

박물관관리과 3,974,676 4,574,640 △599,964

균 240,000

도 750

시 3,733,926

근대역사문화보존 2,461,476 2,438,640 22,836

균 240,000

도 750

시 2,220,726

박물관 벨트화지역 운영 2,162,376 2,373,540 △211,164

균 240,000

도 750

시 1,921,626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관리 1,381,276 1,296,240 85,036

101 인건비 363,956 309,540 54,416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63,956 309,540 54,416

○ 자료실 등 관리 보조 55,200

○ 매검표 보조 및 안내 110,400

○ 주차장, 소방, 방역 안전관리 82,800

○ 유물 및 전시운영 보조 82,800

○ 휴일근무수당 3,956

○ 퇴직금 28,800

201 일반운영비 500,920 500,700 220

01 사무관리비 152,920 158,700 △5,780

○ 박물관 운영 업무추진 등 20,000

○ 박물관 벨트화지역 무인경비 및 CCTV 용역 21,600

○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 3,120

○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3,200

○ 국유재산(철도부지) 사용료 47,000

○ 체험용 비품 구입 10,000

○ 박물관 관련 홍보물 제작 15,000

○ 매표 티켓 등 제작 15,000

○ 화장실 위생용품 구입 등 8,000

○ 기타 박물관 운영 소모품 구입 5,000

○ 임시 매표부스(컨테이너) 임차 5,000

02 공공운영비 348,000 342,000 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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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



부서: 박물관관리과

정책: 근대역사문화보존

단위: 박물관 벨트화지역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박물관 외 6개소 에어콘 유지관리 11,000

○ 박물관 벨트화지역 소규모 시설 보수 25,000

○ 화단 조경 수목 유지관리 22,000

○ 소방시설 안전관리 용역 13,000

○ 전기시설 안전관리 용역 13,000

○ 승강기 안전관리용역 9,000

202 여비 12,000 12,000 0

01 국내여비 12,000 12,000 0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업무 추진 12,000

203 업무추진비 1,000 0 1,0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 0 1,000

○ 박물관시책업무추진 1,000

206 재료비 15,000 15,000 0

01 재료비 15,000 15,000 0

○ 전기, 기계 시설물 유지관리 물품 구입 4,000

○ 박물관 화분 초화류 구입 5,000

○ 환경관리 청소용품 구입 6,000

307 민간이전 368,400 335,000 33,400

01 의료및구료비 1,000 1,000 0

○ 박물관벨트화지역 관람객 응급의약품 구입 1,000

05 민간위탁금 367,400 334,000 33,400

○ 근대역사박물관 청소용역 100,200

○ 박물관 광장 및 공영주차장 청소용역 33,400

○ 장미공연장·갤러리 및 야외화장실 청소용역 100,200

○ 근대미술관·건축관 및 위봉함 청소용역 100,200

○ 진포해양테마공원 청소용역 33,4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4,000 104,000 0

01 시설비 104,000 104,000 0

○ 박물관 시설물 유지보수 84,000

○ 박물관 벨트화지역 초화류 식재 공사 20,000

405 자산취득비 16,000 20,000 △4,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6,000 20,000 △4,000

○ 근대미술관 무인발권기 구입 11,000

○ 박물관 및 벨트화지역 전시관용 집기 구입 5,000

전시 기획 운영 85,200 111,200 △26,000

201 일반운영비 84,000 100,000 △16,000

02 공공운영비 5,000 0 5,000

○ 대여 유물 및 작품 보험료 5,000

03 행사운영비 79,000 100,000 △21,000



부서: 박물관관리과

정책: 근대역사문화보존

단위: 박물관 벨트화지역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박물관 기획전시 추진 30,000

○ 열린갤러리 전시 운영 10,000

○ 근대미술관 전시 운영 15,000

○ 장미갤러리 등 전시 운영 15,000

○ 기타 전시관 전시운영 9,000

202 여비 1,200 1,200 0

01 국내여비 1,200 1,200 0

○ 전시관련 협의 업무 추진 1,200

행사 교육 운영 197,700 186,200 11,500

도 750

시 196,950

201 일반운영비 73,000 84,000 △11,000

도 750

시 72,250

01 사무관리비 3,500 4,500 △1,000

○ 각종 행사 비품 구입 3,500

03 행사운영비 69,500 79,500 △10,000

○ 명절 및 어린이날 등 행사 운영 25,000

○ 금강권 스탬프투어 운영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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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 0

01 국내여비 1,200 1,200 0

○ 행사 운영 협의 등 추진 1,200

206 재료비 2,500 3,000 △500

01 재료비 2,500 3,000 △500

○ 자원봉사자 활용용품(재료 등) 구입 2,500

301 일반보전금 75,000 78,000 △3,000

09 행사실비지원금 35,000 38,000 △3,000

○ 상설연극, 인형극, 전래놀이 공연 운영 35,000

12 기타보상금 40,000 40,000 0

○ 박물관 및 금강권 전시장 통합운영 자원봉사

자 활동비 40,000

307 민간이전 46,000 20,000 26,0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46,000 20,000 26,000

○ 박물관 벨트화지역 거리문화공연 46,000

유물 운영 관리 24,000 25,300 △1,300

201 일반운영비 14,000 15,300 △1,300



부서: 박물관관리과

정책: 근대역사문화보존

단위: 박물관 벨트화지역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사무관리비 7,000 8,300 △1,300

○ 수장고 유물 정리 소모품 구입 5,000

○ 유물감정 평가비 2,000

02 공공운영비 7,000 7,000 0

○ 수장고 항균소독 7,000

405 자산취득비 10,000 10,000 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 10,000 0

○ 유물구입비 10,000

벨트화지역 관리 173,200 173,600 △400

201 일반운영비 98,200 99,200 △1,000

01 사무관리비 29,200 29,20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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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000 70,000 △1,000

○ 근대건축관 영상장비 보수 30,000

○ 진포해양테마공원 운영 등 공공요금(전기,수

도,인터넷) 25,000

○ 진포해양테마공원 소규모 시설 보수 8,000

○ 위봉함 VR 체험관 유지관리 6,000

206 재료비 6,000 6,000 0

01 재료비 6,000 6,000 0

○ 벨트화지역 초화류 구입 3,000

○ 소규모 작업도구 및 청소용품 구입 3,000

301 일반보전금 9,000 8,400 600

12 기타보상금 9,000 8,400 600

○ 벨트화지역 자원봉사자 활동비 9,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0,000 60,000 0

01 시설비 60,000 60,000 0

○ 군장비 및 주변 휴게시설 등 시설 유지관리 30,000

○ 건축관등 벨트화지역 시설유지보수 30,000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301,000 581,000 △280,000

균 240,000

시 61,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1,000 581,000 △280,000

균 240,000

시 61,000

01 시설비 300,000 580,000 △280,000

○ 근대역사박물관 리모델링사업 300,000



부서: 박물관관리과

정책: 근대역사문화보존

단위: 박물관 벨트화지역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균 240,000

시 60,000

03 시설부대비 1,000 1,000 0

○ 시설 부대비 1,000

근대역사문화 관리 299,100 65,100 234,000

전시장 관리 38,500 38,600 △100

201 일반운영비 38,500 38,600 △100

01 사무관리비 3,500 3,600 △100

○ 근대전시장 운영 3,500

03 행사운영비 35,000 35,000 0

○ 특별전 운영 및 구성 15,000

○ 원도심 문화 관련 전시장 연계사업 20,000

세미나 및 역사자료 발간 조사 20,500 26,500 △6,000

201 일반운영비 15,700 20,700 △5,000

01 사무관리비 7,700 2,700 5,000

○ 세미나 운영 2,700

○ 역사자료 발간 5,000

03 행사운영비 8,000 18,000 △10,000

○ 박물관 세미나 운영 등 8,000

202 여비 800 800 0

01 국내여비 800 800 0

○ 세미나 관련 협의 업무 추진 800

301 일반보전금 4,000 5,000 △1,000

09 행사실비지원금 4,000 5,000 △1,000

○ 세미나 및 역사탐방 참석자 등 수당 4,000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운영 240,100 0 240,100

307 민간이전 240,100 0 240,100

05 민간위탁금 240,100 0 240,100

○ 일제강점기군산역사관 운영 240,100

금강권 전시관 통합운영(채만식문학관) 113,000 132,120 △19,120

채만식문학관 운영 113,000 132,120 △19,120

문학관유지관리 96,700 115,820 △19,120

201 일반운영비 39,100 39,100 0

01 사무관리비 8,100 8,10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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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관 통합운영(채만식문학관)

단위: 채만식문학관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3 행사운영비 10,000 10,000 0

○ 문학관 문화행사 추진 10,000

202 여비 1,600 1,600 0

01 국내여비 1,600 1,600 0

○ 문학관관련 업무추진 1,600

206 재료비 3,000 4,000 △1,000

01 재료비 3,000 4,000 △1,000

○ 초화류 식재 및 조경관리 재료구입 등 3,000

307 민간이전 42,000 42,000 0

05 민간위탁금 42,000 42,000 0

○ 채만식문학관 청소용역 42,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1,000 5,000 6,000

01 시설비 11,000 5,000 6,000

○ 채만식문학관 각종 시설보수 등 5,000

○ 채만식문학관 전시 및 무대 장비시스템 교체

공사 6,000

채만식문학상 지원 16,300 16,300 0

201 일반운영비 6,300 6,300 0

01 사무관리비 6,300 6,30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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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관 통합운영(3.1운동 기념관) 166,200 157,960 8,240

3.1운동 기념관 운영 166,200 157,960 8,240

3.1운동 기념관 운영 166,200 157,960 8,240

101 인건비 27,600 24,120 3,48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7,600 24,120 3,480

○ 3.1운동100주년기념관 관리인부임 27,600

201 일반운영비 53,000 53,000 0

01 사무관리비 18,000 18,000 0

○ 3.1운동100주년기념관 운영 9,000

○ 3.1운동100주년기념관 홍보물 제작 4,500

○ 3.1운동100주년기념관 체험용품 제작 4,500

02 공공운영비 25,000 25,000 0

○ 3.1운동100주년기념관 공공요금 25,000

03 행사운영비 10,000 10,000 0

○ 3.1운동기념관 전시 및 문화행사 추진 10,000



부서: 박물관관리과

정책: 금강권 전시관 통합운영(3.1운동 기념관)

단위: 3.1운동 기념관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 여비 1,600 1,600 0

01 국내여비 1,600 1,600 0

○ 3.1운동100주년기념관 업무추진 1,600

206 재료비 3,000 4,000 △1,000

01 재료비 3,000 4,000 △1,000

○ 3.1운동100주년기념관 관리 재료비 3,000

307 민간이전 76,000 75,240 760

05 민간위탁금 76,000 75,240 760

○ 3.1운동100주년기념관 청소용역 76,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 0 5,000

01 시설비 5,000 0 5,000

○ 3.1운동100주년 기념관 시설물 등 보수 5,000

금강권 전시관 통합운영(금강미래체험관) 981,000 1,622,320 △641,320

금강미래체험관 기능보강 및 관리 981,000 1,622,320 △641,320

금강미래체험관 내외 관리 및 운영 803,000 470,320 332,680

201 일반운영비 173,500 167,500 6,000

01 사무관리비 43,500 43,500 0

○ 금강미래체험관 운영 업무추진 42,000

○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 1,500

02 공공운영비 130,000 124,000 6,000

○ 금강미래체험관 공공요금 90,000

○ 금강미래체험관 장비 등 유지보수 40,000

202 여비 12,000 12,000 0

01 국내여비 12,000 12,000 0

○ 금강미래체험관 당면업무 추진 등 12,000

206 재료비 50,000 50,000 0

01 재료비 50,000 50,000 0

○ 식물생태관 화초 및 묘목 등 구입 6,500

○ 조류관찰소 유지 보수 및 철새먹이 구입 등 1,500

○ 금강 토종 물고기 구입 6,000

○ 조소류 사료(5종) 30,000

○ 조망대 시설물 유지보수 용품 3,000

○ 조소류 사육기구 및 약품 구입 3,000

307 민간이전 172,500 146,400 26,100

05 민간위탁금 172,500 146,400 26,100

○ 본관 및 부속시설 청소용역 80,000

○ 조류공원 등 청소용역 40,000

○ 전시수족관 위탁관리용역 15,000

○ 조망대 유리청소용역 6,000



부서: 박물관관리과

정책: 금강권 전시관 통합운영(금강미래체험관)

단위: 금강미래체험관 기능보강 및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식물생태관 유리청소용역 4,000

○ 생태연못 청소용역 10,000

○ 식물생태관 식물위탁관리 용역 11,000

○ 무인경비 용역 6,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72,000 50,000 322,000

01 시설비 372,000 50,000 322,000

○ 승강기 교체 공사 80,000

○ 냉난방기 교체 공사 85,000

○ 계단 및 복도 보수공사 40,000

○ 자동문 및 방화셔터 보수 공사 17,000

○ 전기시설 보수 공사 80,000

○ 천장 보수 공사 30,000

○ 소규모 시설물 유지보수 40,000

405 자산취득비 23,000 17,500 5,5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3,000 17,500 5,500

○ 본관 및 기후변화체험관 제습기 구입 3,000

○ 수족관 부품 구입 13,000

○ 관광객 휴게공간 테이블 및 의자 구입 7,000

금강미래 체험프로그램 운영 178,000 152,000 26,000

201 일반운영비 171,000 140,000 31,000

03 행사운영비 171,000 140,000 31,000

○ 금강미래 체험프로그램 운영 120,000

○ 강사 역량강화 10,000

○ 기획 전시행사 추진 8,000

○ 금강미래체험관 시민 캠페인 18,000

○ 금강미래체험관 교원연수 15,000

301 일반보전금 7,000 12,000 △5,000

09 행사실비지원금 7,000 12,000 △5,000

○ 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실비 지원 7,000

행정운영경비(박물관관리과) 253,000 223,600 29,400

인력운영경비(박물관관리과) 202,860 173,600 29,260

인력운영경비(박물관관리과) 202,860 173,600 29,260

101 인건비 191,200 173,600 17,600

01 보수 86,400 100,000 △13,600

○ 휴일근무수당 86,400

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4,800 73,600 31,200

○ 공무직전환자 보수 75,000

○ 휴일근무수당 25,700

○ 연가보상비 4,100



부서: 박물관관리과

정책: 행정운영경비(박물관관리과)

단위: 인력운영경비(박물관관리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304 연금부담금등 11,660 0 11,660

01 연금부담금 4,730 0 4,730

○ 국민연금 부담금 4,730

02 국민건강보험금 4,200 0 4,200

○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4,200

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고용보험료부담금등 2,730 0 2,730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부담금 등 2,730

기본경비(박물관관리과) 50,140 50,000 140

기본경비(박물관관리과) 50,140 50,000 140

201 일반운영비 45,500 45,500 0

01 사무관리비 27,000 27,000 0

○ 박물관운영 업무추진 27,000

02 공공운영비 18,500 18,500 0

○ 홈페이지 유지보수 12,000

○ 관용차량 유지관리 1,500

○ 박물관관리과 관련 공공요금 등 5,000

203 업무추진비 4,640 4,500 14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640 4,500 140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