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08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부서: 시립박물관
정책: 시립박물관운영
단위: 유물확충 및 보존관리 (단위:천원)

시립박물관 565,796 587,668 △21,872

시립박물관운영 525,095 546,084 △20,989

유물확충 및 보존관리 135,969 139,410 △3,441

유물수집 및 자료확충 110,919 111,910 △991

201 일반운영비 4,140 4,600 △460

3,600 △3603,24001  사무관리비

△3603,240 3,600  ○1 일반수용비

 △360 3,240  3,600  경정3,240,000원

    ▷유물감정위원 유물감정료

1,000 △10090002  공공운영비

△100900 1,000  ○1 공공요금 및 제세

 △100 900  1,000  경정900,000원

    ▷상설전시 대여유물 보험료

202 여비 3,888 4,320 △432

4,320 △4323,88801  국내여비

△4323,888 4,320경정3,888,000원  ○유물수집수행여비

301 일반보상금 891 990 △99

990 △9989110  행사실비보상금

△99891 990경정891,000원  ○유물감정위원 여비보상

소장유물 연구 및 관리 25,050 27,500 △2,450

201 일반운영비 8,550 9,500 △950

9,500 △9508,55001  사무관리비

△9508,550 9,500  ○1 일반수용비

 △250 2,250  2,500  경정2,250,000원

    ▷소장유물소독(조습제,방충제)

 △100 900  1,000  경정900,000원

    ▷약품 및 소모용품(유물표본상자)

 △200 1,800  2,000  경정1,800,000원

    ▷유물카드작성 및 사진인화

△3002,700 3,000경정2,700,000원    ▷소장유물배접 및 표구

△100900 1,000경정900,000원    ▷유물포장재 구입

207 연구개발비 13,500 15,000 △1,500

15,000 △1,50013,50003  시험연구비

 △1,500 13,500  15,000  경정13,500,000원

  ○문화재 훈증 및 보존처리

전통문화향유 기회확대 48,677 51,210 △2,533

기획전시회 개최 26,300 28,800 △2,500

201 일반운영비 26,300 28,800 △2,500

22,000 △2,20019,80001  사무관리비

△2,20019,800 22,000  ○1 일반수용비

△2,00018,000 20,000경정18,000,000원    ▷기획전 도록 제작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부서: 시립박물관
정책: 시립박물관운영
단위: 전통문화향유 기회확대 (단위:천원)

 △200 1,800  2,000  경정1,800,000원

    ▷전시설명패널 및 보조대 제작

3,000 △3002,70002  공공운영비

△3002,700 3,000  ○1 공공요금 및 제세

 △300 2,700  3,000  경정2,700,000원

    ▷특별전 대여유물 보험료

짚풀공예공모전 개최 22,377 22,410 △33

301 일반보상금 17,297 17,330 △33

330 △3329710  행사실비보상금

 △33 297  330  경정297,000원

  ○짚풀공예 심사위원 여비보상

건전한 여가활용 기회 제공 69,118 70,595 △1,477

어린이예절교육 운영 5,655 5,800 △145

201 일반운영비 5,655 5,800 △145

5,800 △1455,65501  사무관리비

△1451,455 1,600  ○1 일반수용비

△45555 600경정555,000원    ▷체험 재료비

 △100 900  1,000  경정900,000원

    ▷예절교육운영 다기 및 집기류 구입

어린이박물관학교 운영 2,632 2,920 △288

201 일반운영비 2,632 2,920 △288

2,880 △2882,59201  사무관리비

△60540 600  ○1 일반수용비

△60540 600경정540,000원    ▷전통공예 체험 재료비

△108972 1,080경정972,000원  ○강사수당

△1201,080 1,200경정1,080,000원  ○문화재답사 차량 임차료

전통문화체험마당운영 10,500 11,000 △500

201 일반운영비 4,500 5,000 △500

5,000 △5004,50001  사무관리비

△5004,500 5,000  ○1 일반수용비

△5004,500 5,000경정4,500,000원    ▷전통문화체험재료비

어린이날체험행사 6,441 6,985 △544

201 일반운영비 5,015 5,500 △485

4,000 △4403,56001  사무관리비

△4403,560 4,000  ○1 일반수용비

△4403,560 4,000경정3,560,000원    ▷전통문화체험재료비

1,500 △451,45503  행사운영비

△45255 300경정255,000원  ○현수막 제작

405 자산취득비 1,426 1,485 △59

1,485 △591,42601  자산및물품취득비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부서: 시립박물관
정책: 시립박물관운영
단위: 건전한 여가활용 기회 제공 (단위:천원)

△59841 900경정841,000원  ○천막 구입

효율적인 시설 및 운영관리 271,331 284,869 △13,538

청사운영관리 120,825 133,583 △12,758

201 일반운영비 111,270 123,633 △12,363

14,469 △1,44713,02201  사무관리비

△1,31311,816 13,129  ○1 일반수용비

△2782,122 2,400경정2,122,000원    ▷청사운영 수용비

△90810 900경정810,000원    ▷생수(관람자 음수대)

 △10 90  100  경정90,000원

    ▷저수조 및 승강기 관리자 교육등록비

△48432 480경정432,000원    ▷화장실 관리 방향제

 △60 540  600  경정540,000원

    ▷화장실 관리 화장지(관람객용)

△38346 384경정346,000원    ▷화장실 관리 청소용품

△50454 504경정454,000원    ▷입장권 발매 관리용지

△3603,240 3,600경정3,240,000원    ▷전기안전검사 대행

△20180 200경정180,000원    ▷승강기 정기검사

△1441,296 1,440경정1,296,000원    ▷승강기 자체 검사대행

△15135 150경정135,000원    ▷도시가스 안전검사

△76684 760경정684,000원    ▷저수조 청소

△58518 576경정518,000원    ▷방역소독

△66594 660경정594,000원    ▷전기안전정기검사

△1341,206 1,340  ○4 피복비

△48432 480경정432,000원    ▷청원경찰 정복(동.하복)

△14126 140경정126,000원    ▷청원경찰 방한복

△1090 100경정90,000원    ▷청원경찰 단화

△1090 100경정90,000원    ▷청원경찰 장신구

△40360 400경정360,000원    ▷전기.기계직 작업복

△12108 120경정108,000원    ▷전기.기계직 안전화

109,164 △10,91698,24802  공공운영비

△2,53622,824 25,360  ○1 공공요금 및 제세

△2,40021,600 24,000경정21,600,000원    ▷전기요금

△84756 840경정756,000원    ▷상하수도료

△1090 100경정90,000원    ▷소방안전협회비

△30270 300경정270,000원    ▷환경개선부담금

△12108 120경정108,000원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료

△2,51422,630 25,144  ○2 연료비

 △1,265 11,394  12,659  경정11,394,000원

    ▷난방기 냉온수기(140RT)

△2682,410 2,678경정2,410,000원    ▷난방기 온수보일러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부서: 시립박물관
정책: 시립박물관운영
단위: 효율적인 시설 및 운영관리 (단위:천원)

 △981 8,826  9,807  경정8,826,000원

    ▷냉방기 냉온수기(140RT)

△5,86652,794 58,660  ○3 시설장비 유지비

 △308 2,772  3,080  경정2,772,000원

    ▷열기기 세관 냉온수유니트(140RT)

 △88 792  880  경정792,000원

    ▷열기기 세관 냉온수니트(40RT)

 △70 630  700  경정630,000원

    ▷비상발전기(유류대포함)보수유지비

△60540 600경정540,000원    ▷공조기

△50450 500경정450,000원    ▷자동제어 설비

△1501,350 1,500경정1,350,000원    ▷시설배관 및 방열기

△3002,700 3,000경정2,700,000원    ▷공조기 닥트라인 청소

 △190 1,710  1,900  경정1,710,000원

    ▷펌프(12대) 및 송풍기(7대)

△1501,350 1,500경정1,350,000원    ▷수배전반 및 전기시설

△1401,260 1,400경정1,260,000원    ▷냉온수기유니트

△80720 800경정720,000원    ▷실내공기질측정검사

 △200 1,800  2,000  경정1,800,000원

    ▷소방정밀점검비 및 수리비

△4,08036,720 40,800경정36,720,000원    ▷청사청소용역

206 재료비 8,555 8,950 △395

8,950 △3958,55501  재료비

 △105 945  1,050  경정945,000원

  ○전기부품(전자식 안정기외6종)

△100700 800경정700,000원  ○일반기계재료

△100900 1,000경정900,000원  ○관리동 및 전시실 램프

△90810 900경정810,000원  ○공조기 휠타

전시시설 개선 43,300 43,500 △200

201 일반운영비 1,800 2,000 △200

2,000 △2001,80002  공공운영비

△2001,800 2,000  ○3 시설장비 유지비

△2001,800 2,000경정1,800,000원    ▷전시실 시설유지비

박물관 유지 및 관리비 97,206 97,786 △580

201 일반운영비 5,220 5,800 △580

1,680 △1681,51201  사무관리비

△1681,512 1,680  ○3 운영수당

 △168 1,512  1,680  경정1,512,000원

    ▷시립박물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4,120 △4123,70802  공공운영비

△2802,520 2,800  ○1 공공요금 및 제세

△280920 1,200경정920,000원    ▷우편요금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부서: 시립박물관
정책: 시립박물관운영
단위: 효율적인 시설 및 운영관리 (단위:천원)

 △132 1,188  1,320  경정1,188,000원

  ○국가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운영(마이아

    이피가입)

행정운영경비(시립박물관) 40,701 41,584 △883

인력운영비 33,771 33,884 △113

인력운영비 33,771 33,884 △113

203 업무추진비 3,127 3,240 △113

240 △8232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232 240경정232,000원  ○정원외가산업무추진비

3,000 △1052,895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52,895 3,000경정2,895,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본경비 6,930 7,700 △770

기본경비 6,930 7,700 △770

201 일반운영비 4,986 5,540 △554

5,040 △5044,53601  사무관리비

△5043,816 4,320  ○1 일반수용비

△5043,816 4,320경정3,816,000원    ▷부서운영수용비

500 △5045002  공공운영비

△50450 500  ○3 시설장비 유지비

△50450 500경정450,000원    ▷박물관 PC 유지보수비

202 여비 1,944 2,160 △216

2,160 △2161,94401  국내여비

△2161,944 2,160경정1,944,000원  ○기본업무수행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