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 ~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

부서: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
정책: 자연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재 보호
단위: 자연사 유적지 관리 및 홍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 906,783 1,766,286 △859,503

자연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재 보호 810,043 1,696,898 △886,855

자연사 유적지 관리 및 홍보 810,043 1,643,309 △833,266

공룡화석지운영 506,529 907,666 △401,137

201 일반운영비 450,929 488,326 △37,397

01 사무관리비 21,700 61,262 △39,562

  ○ 당직용침구 구입 및 세탁                 1,200

  ○ 공유재산 임대료 입찰 수수료
                  900

  ○ 화장실 청소 및 관리용품 구입
                9,600

  ○ 해설가 하복유니폼                 1,000

  ○ 해설가 동복유니폼                 1,000

  ○ 환경미화 근무복 구입                   800

  ○ 웹서비스 S/W(홈페이지) 유지보수
                6,000

  ○ 조류생태관 관리용품 구입                 1,200

  100,000*12월

       3개소*300,000

       200,000*4개소*12월

  200,000*5인

  200,000*5인

  100,000*2회*4인

       500,000*12월

  100,000*12회

02 공공운영비 429,229 427,064 2,165

  ○ 공룡화석지 통신요금                 5,280

    ― 일반전화                 1,440

    ― 팩스                   240

    ― 전용회선                 3,600

  ○ 조류생태관 통신요금                   984

    ― 조류생태관 전화요금                   600

    ― 조류생태관 인터넷 사용료
                  384

  ○ 무인경비용역료                 3,600

    ― 공룡화석지 무인경비 용역료(6개소)
                3,000

    ― 조류생태관 무인경비 용역료(1개소)
                  600

  ○ 상수도 요금                14,400

  ○ 공룡화석지 시설정비용 소모품 구입
                1,800

  ○ 승강기 협회 수수료                   200

  ○ 승강기 점검 위탁 수수료(월1회)
                4,800

  ○ 냉동기검사 수수료                   300

  ○ 전기안전 관리자협회비                   250

  ○ 전기설비 안전진단 위탁 수수료
               14,400

  ○ 소방안전협회비                   200

  ○ 소방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4,000

  60,000*2대*12월

  20,000*1대*12월

  300,000*1회선*12월

  50,000*1대*12월

         32,000*1회선*12월

         250,000*12월

         50,000*12월

  300,000*4개소*12월

       300,000*6회

  200,000*1회

       200,000*2대*12월

  300,000*1회*1대

  250,000*1회

       1,200,000*12회

  200,000*1회

  4,000,00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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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
정책: 자연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재 보호
단위: 자연사 유적지 관리 및 홍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소방시설 방화관리 대행수수료
                6,000

  ○ 소방유도등 축전지 및 기판 교체
                1,950

  ○ 박물관 및 보호각 방역대행 수수료                 3,102

  ○ 고압가스 배상책임보험                   100

  ○ 냉온정수기 사용료                 1,320

  ○ TV 수신료                   360

  ○ 보일러 난방용 유류 구입
               68,040

  ○ 비상발전기 연료 구입                 2,451

  ○ 건축물 유지관리비(박물관,보호각,조류생태
     관)                15,000

  ○ 기계설비 공조기필터 교체                 5,040

  ○ 기계설비 호발필터 교체                 4,352

  ○ CCTV 카메라 점검(30대)                 1,200

  ○ 냉동기 및 냉각탑 수선비                 3,500

  ○ 소방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

  ○ 박물관 전기설비 유지관리비                 4,000

  ○ 장비유지 관리비(예취기,오토바이)
                2,000

  ○ 박물관, 보호각, 조류생태관 청소비
                8,000

  ○ 박물관 작동모형공룡 유지관리비
                6,000

  ○ 지하저수조(물탱크) 청소                 2,100

  ○ 공룡화석지 가로등 보수                 4,000

  ○ 옥외음수대 필터 교체                 2,000

  ○ 박물관 전시영상시스템 유지관리비
                5,000

  ○ 보호각 냉난방기 유지관리비                 2,400

  ○ 방화셔터, 오버헤드도어 유지관리비
                2,000

  ○ 박물관, 보호각 천장 전등 교체
               20,000

  ○ 업무용 차량관리비                 8,600

    ― 보험료                   500

    ― 자동차세                   300

    ― 수리비                 1,000

    ― 유류대                 6,800

  ○ 순찰용 오토바이 보험료                   600

  ○ 전기자동차 보험료                   600

  ○ 승용잔디깍기 보험료                   500

  ○ 공룡화석지 사고대비 상해보험가입
                3,000

       12회*500,000

       30,000*65개

  100,000*1회

  55,000*2대*12월

  30,000*12월

       1,050*60L*6시간*180일

       15,000,000*1식

  30,000*42개*4회

  16,000원*68개*4회

  300,000*4회

  3,500,000*1회

  2,000,000*1식

  4,000,000*1식

       2,000,000*1식

       2,000,000*4회

       2,000,000*3개소

  2회*150톤*7,000

  50,000*40개소*2회

  1,000,000*2개소

       1,000,000원*5회

  400,000*6대

       10개소*200,000원

       4개소*5,000,000

  500,000*1회

  300,000*1회

  1,000,000*1식

  6,800,000*1식

  1회*3대*200,000

  2대*1회*300,000

  1대*1회*500,000

       1회*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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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
정책: 자연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재 보호
단위: 자연사 유적지 관리 및 홍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공룡박물관 전기요금               183,000

  ○ 조류생태관 전기요금                10,800

  15,250,000*12월

  900,000*12월

203 업무추진비 1,000 0 1,0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 0 1,000

  ○ 공룡화석지관리운영 시책업무추진비                 1,000

206 재료비 17,600 45,540 △27,940

01 재료비 17,600 45,540 △27,940

  ○ 박물관 구서,구충약품 구입                 1,600

  ○ 냉각탑 레지오넬라균 방지제 구입
                2,000

  ○ 보일러 청관제                 1,000

  ○ 박물관 빔 프로젝트 램프 구입
                8,000

  ○ 전시관내 조명등 구입                 5,000

  400,000*4회

       2,000,000*1회

  5,000*100L*2회

       1,000,000*4개소*2개*1회

  500,000*10개종

405 자산취득비 37,000 0 37,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37,000 0 37,000

  ○ 승용식 잔디깍기 구입                12,000

  ○ 문화재구역 순찰용 오토바이 구입
                2,000

  ○ 공룡화석지 작업용 화물차 구입
               18,000

  ○ 공룡박물관 공룡도서구입
                5,000

  1대*12,000,000

       1대*2,000,000

       18,000,000*1대

       200권*25,000원*1회

공룡화석지홍보 115,199 235,643 △120,444

101 인건비 72,199 129,643 △57,444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2,199 129,643 △57,444

  ○ 공룡화석지 홍보 운영                57,759

    ― 급여                38,640

    ― 상여금                 6,440

    ― 주휴수당                 7,280

    ― 연차수당                 2,940

    ― 시간외수당                 2,459

  ○ 조류생태관 관리                14,440

    ― 급여                 9,660

    ― 상여금                 1,610

    ― 주휴수당                 1,820

    ― 연차수당                   735

    ― 시간외수당                   615

  35,000*4인*23일*12월

  35,000*4인*23일*200%

  35,000*4인*52주

  35,000*4인*21일*1회

  3,415*4인*15시간*12월

  35,000*1인*23일*12월

  35,000*1인*23일*200%

  35,000*1인*52주

  35,000*1인*21일*1회

  3,415*1인*15시간*12월

201 일반운영비 43,000 106,000 △63,000

01 사무관리비 43,000 16,000 27,000

  ○ 공룡화석지 홍보책자 제작                20,000

  ○ 공룡화석지 리플렛 제작                20,000

  1식*20,000,000

  200원*100,000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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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
정책: 자연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재 보호
단위: 자연사 유적지 관리 및 홍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홍보 플래카드 제작                 3,000  50,000*5매*12월

공룡화석지시설 188,315 0 188,315

101 인건비 21,920 0 21,92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1,920 0 21,920

  ○ 공룡화석지 환경정비 및 조경수관리 인부임                21,920

    ― 제초인부임(시설물, 목주변)
               16,800

    ― 예취기인부임(잔디, 퇴적층주변)
                5,120

         35,000*10인*6일*8회

         85,320*5명*3일*4회

201 일반운영비 97,055 0 97,055

01 사무관리비 27,380 0 27,380

  ○ 매표소 근무복 구입                 1,600

  ○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                 1,200

  ○ 박물관 입장권 제작                 6,000

  ○ 공룡화석지 수목보호관리                15,100

    ― 수형조절                 6,400

    ― 수목보호 영양공급                 8,700

      ．토양유기물처리                 2,800

      ．생리증진제                 2,200

      ．수간주사                 3,700

  ○ 병충해 종합방제                 3,480

  200,000*4인*2회

  200,000*2회*3인

  20원*300,000장

  32,000원*200주

  14,000원*200포

  44,000원*50KG

  37,000원*100병

  870원*4,000ㅣ

02 공공운영비 69,675 0 69,675

  ○ 매표소 발권 카드시스템 수납관리비                12,000

    ―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10,500

    ― 발권시스템(카드) 업그레이드 비용
                1,500

  ○ 야외 공룡조형물 도색작업                15,000

  ○ 야외 공룡조형물 유지관리비                11,100

  ○ 오수정화조 위탁관리                12,000

  ○ 오수정화조 펌프 수선비                 3,200

  ○ 보일러 세관 및 검사수수료                 3,200

  ○ 시설관리용 장비 유류구입                13,175

    ― 예취기                 2,376

    ― 잔디깍기(자주식)
                1,019

    ― 잔디깍기(승용식)
                2,037

    ― 경운기                 1,473

    ― 순찰용오토바이
                5,091

    ― 포크레인                 1,179

  300,000,000*3.5%

         1,500,000*1회

  3개종*5,000,000

  37종*300,000

  1,000,000*12월

  400,000*8개소

  3,200,000*1회

  1,697원*10L*7대*10일*2회

         1,697원*15L*1대*10일*4회

         1,697원*20L*1대*15일*4회

  1,473원*5L*1대*25일*8월

         1,697원*5L*2대*25일*12월

  1,473원*20L*1대*10일*4회

206 재료비 8,840 0 8,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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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
정책: 자연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재 보호
단위: 자연사 유적지 관리 및 홍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재료비 8,840 0 8,840

  ○ 인공연못 소하천 수생식물 구입
                5,000

  ○ 수목병충해 방제약품 및 퇴비구입
                3,840

       20,000*250개

       120,000*4회*8종

401 시설비및부대비 60,500 0 60,500

01 시설비 56,000 0 56,000

  ○ 보호각 데크 도장 및 방부목 교체
               10,000

  ○ 정자 및 파고라 도색                 9,000

  ○ 파고라 설치                15,000

  ○ 꽃단지 조성                22,000

       20,000*500m

  1,000,000*9개소

  15,000,000*1개소

  22,000,000*1식

03 시설부대비 4,500 0 4,500

  ○ 장비임차(화석지내 정비)                 4,500  450,000*10일

행정운영경비(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 96,740 69,388 27,352

인력운영비 3,360 3,240 120

인력운영비(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 3,360 3,240 120

203 업무추진비 3,360 3,240 120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60 240 120

  ○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정원9인)                   360  40,000*9인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0 3,000 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정원8인)                 3,000  250,000*12월

기본경비 93,380 66,148 27,232

기본경비(화석지운영담당) 75,848 66,148 9,700

201 일반운영비 61,928 45,628 16,300

01 사무관리비 61,928 45,628 16,300

  ○ 부서운영비(총액)                15,000

  ○ 공룡화석지운영담당 업무추진급량비
                7,560

  ○ 공룡화석지운영담당 주말근무자 급식비
                9,408

  ○ 공룡화석지 일(숙)직 수당                29,960

    ― 일직                15,360

    ― 숙직                14,600

  1식*15,000,000

       7,000*10인*9일*12월

       7,000*12인*112일

  40,000 * 3인 * 128일

  40,000 * 1인 * 365일

202 여비 13,920 20,520 △6,600

01 국내여비 13,920 20,520 △6,600

  ○ 관내여비                10,080

  ○ 관외여비                 3,840

  20,000 * 6인 * 7일 * 12월

  80,000 * 2인 * 2일 * 12월

기본경비(화석지시설담당) 17,532 0 17,532

201 일반운영비 5,292 0 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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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
정책: 행정운영경비(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
단위: 기본경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사무관리비 5,292 0 5,292

  ○ 공룡화석지시설담당 업무추진급량비
                5,292       7,000*7인*9일*12월

202 여비 12,240 0 12,240

01 국내여비 12,240 0 12,240

  ○ 관내여비                 8,400

  ○ 관외여비                 3,840

  20,000*5인*7일*12월

  80,000*2인*2일*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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