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1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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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0,764 906,783 993,981

광            480,000

군          1,420,764

자연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재 보호 1,819,712 810,043 1,009,669

광            480,000

군          1,339,712

자연사 유적지 관리 및 홍보 1,019,711 810,043 209,668

공룡화석지운영 579,498 506,529 72,969

201 일반운영비 417,898 450,929 △33,031

01 사무관리비 20,000 21,700 △1,700

  ○ 화장실 청소 및 관리용품 구입
                7,200

  ○ 해설가 하복유니폼                 1,000

  ○ 해설가 동복유니폼                 1,000

  ○ 환경미화 근무복 구입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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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류생태관 관리용품 구입                 1,200

  ○ 직원 작업용 피복 구입                 1,000

  ○ 박물관내 시설정비용 소모품 구입
                1,800

       150,000*4개소*12월

  200,000*5인

  200,000*5인

  100,000*2회*4인

       500,000*12월

  100,000*12회

  200,000*5인*1회

       300,000*6회

02 공공운영비 397,898 429,229 △31,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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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 점검 위탁 수수료(월1회)
                4,800

  ○ 냉동기검사 수수료                   300

  ○ 전기안전 관리자협회비                   250

  ○ 전기설비 안전진단 위탁 수수료
                7,200

  ○ 소방안전협회비                   200

  ○ 소방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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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0*2대*12월

  300,000*1회*1대

  250,000*1회

       3,600,000*2회

  200,000*1회

  1,000,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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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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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263

  ○ 오수정화조 위탁관리                12,000

  ○ 오수정화조 펌프 수선비                 3,200

  ○ 기계설비 공조기필터 교체                 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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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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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물관 작동모형공룡 유지관리비
               16,000

  ○ 지하저수조(물탱크) 청소                 2,100

  ○ 공룡화석지 가로등 보수                 2,000

  ○ 옥외음수대 필터 교체                 2,000

  ○ 박물관 전시영상시스템 유지관리비
                5,000

  ○ 보호각 냉난방기 유지관리비                 2,400

  ○ 방화셔터, 오버헤드도어 유지관리비
                2,000

  ○ 박물관, 보호각 타이머 및 자동제어 유지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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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룡박물관 전기요금               120,000

  ○ 조류생태관 전기요금                10,800

       600,000*12회

       30,000*65개

       3,102,000

  100,000*1회

  55,000*2대*12월

  30,000*12월

       1,038*60L*6시간*180일

  1,000,000*12월

  400,000*8개소

  30,000*42개*4회

       5,000,000*3식

  16,000원*68개*4회

  300,000*4회

  3,500,000*1회

  2,000,000*1식

  4,000,000*1식

       16,000,000*1식

  2회*150톤*7,000

  50,000*40개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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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00*12월

  900,00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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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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로마키 필름구입                   898

  ○ 보일러 세관 및 검사수수료                 3,200

  ○ 시설관리용 장비 유류구입                15,099

    ― 예취기                 2,408

    ― 잔디깍기(자주식)
                1,032

    ― 잔디깍기(승용식)
                2,752

    ― 경운기                 1,508

    ― 순찰용오토바이                 6,192

    ― 포크레인                 1,207

  ○ 건축물 안전진단비                 5,000

  ○ 승강기 유지관리비                 2,000

  ○ 보호각 전기설비 유지관리비                 2,000

  ○ 승강기 부품교체                 1,000

  ○ 스크류냉동기 세관                 3,500

  898,000*1식

  3,200,000*1회

  1,720*10L*7대*10일*2회

         1,720*15L*1대*10일*4회

         1,720*20L*2대*10일*4회

  1,508*5L*1대*25일*8월

  1,720*5L*3대*20일*12월

  1,508*20L*1대*10일*4회

  2,500,000*2회

  1,000,000*2대

  2,000,000*1식

  1,000,000*1식

  3,500,000*1회

203 업무추진비 1,000 1,0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 1,000 0

  ○ 공룡화석지관리운영 시책업무추진비                 1,000

206 재료비 31,600 17,600 14,000

01 재료비 31,600 17,600 1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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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D램프구입                 6,000

  ○ 대형스크린 램프구입                 8,000

  400,000*4회

       2,000,000*1회

  5,000*100L*2회

       1,000,000*4개소*2개*1회

  500,000*10개종

  30,000*200개

  4,000,000*2개

401 시설비및부대비 85,000 0 85,000

01 시설비 85,000 0 85,000

  ○ 보호각 지붕 방수                20,000

  ○ 보호각 방부목 도색                20,000

  ○ 전기설비 베터리 교체(수배전반,발전기)
               10,000

  ○ 박물관내 전시장 보수                10,000

  ○ 트릭아트 포토존 설치                20,000

  ○ 전기자동화설비 설치                 5,000

  20,000,000*1식

  20,000,000*1식

       500,000*20개

  5,000,000*2개소

  5,000,000*4개소

  5,000,000*1식

405 자산취득비 44,000 37,000 7,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44,000 37,000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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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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도서구입
                3,000

  ○ 놀이기구 구입                15,000

  ○ 지폐교환기                 3,000

  ○ 조각류 보호각 냉난방기 교체
               20,000

  ○ 휴계실 냉난방기 구입                 3,000

       100권*30,000원*1회

  5,000,000*3대

  3,000,000*1대

       10,000,000*2대

  3,000,000*1대

공룡화석지홍보 169,257 115,199 54,058

101 인건비 91,157 72,199 18,958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1,157 72,199 18,958

  ○ 공룡화석지 홍보 운영                75,964

    ― 급여                51,060

    ― 상여금                 8,510

    ― 주휴수당                 9,620

    ― 연차수당                 3,700

    ― 시간외수당                 3,074

  ○ 조류생태관 관리                15,193

    ― 급여                10,212

    ― 상여금                 1,702

    ― 주휴수당                 1,924

    ― 연차수당                   740

    ― 시간외수당                   615

  37,000*5인*23일*12월

  37,000*5인*23일*200%

  37,000*5인*52주

  37,000*5인*20일*1회

  3,415*5인*15시간*12월

  37,000*1인*23일*12월

  37,000*1인*23일*200%

  37,000*1인*52주

  37,000*1인*20일*1회

  3,415*1인*15시간*12월

201 일반운영비 78,100 43,000 35,100

01 사무관리비 58,100 43,000 15,100

  ○ 공룡화석지 홍보책자 제작                15,000

  ○ 공룡화석지 리플렛 제작                14,000

  ○ 홍보 플래카드 제작                 3,000

  ○ 한국과학관협회 연회비                   100

  ○ 공룡화석지 전시물 안내판 제작
               10,000

  ○ 도록 인쇄비                 5,000

  ○ 기획전시 행사                 4,500

    ― 플래카드제작                 1,500

    ― 홍보포스터제작                 1,500

    ― 리플렛제작                 1,500

  ○ 기획전시 장비임차료                 5,000

  ○ 기획전시 경비                 1,500

  1식*15,000,000

  200원*70,000매

  50,000*5매*12월

  100,000*1회

       10,000,000*1식

  5,000,000*1식

  50,000*6개*5회

  1,000*300매*5회

  300*1,000*5회

  1,000,000*5회

  300,000*5회

03 행사운영비 20,000 0 20,000

  ○ 공룡대체험전                20,000  20,000,000*1식

공룡화석지시설 270,956 188,315 82,641

101 인건비 41,400 21,920 1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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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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1,400 21,920 19,480

  ○ 공룡화석지 환경정비 및 조경수관리 인부임                38,100

    ― 제초인부임(시설물, 목주변)
               29,600

    ― 예취기인부임(잔디, 퇴적층주변)
                8,500

  ○ 조류생태관 잡초제거 일시사역인부임
                3,300

         37,000*10인*10일*8회

         85,000*5명*5일*4회

       44,000*5명*3일*5회

201 일반운영비 71,216 97,055 △25,839

01 사무관리비 27,726 27,380 346

  ○ 매표소 근무복 구입                 1,600

  ○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                 1,200

  ○ 박물관 입장권 제작                 4,096

  ○ 공룡화석지 수목보호관리                15,100

    ― 수형조절                 6,400

    ― 수목보호 영양공급                 8,700

      ．토양유기물처리                 2,800

      ．생리증진제                 2,200

      ．수간주사                 3,700

  ○ 병충해 종합방제                 3,480

  ○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2,250

  200,000*4인*2회

  200,000*2회*3인

  20원*204,800장

  32,000원*200주

  14,000원*200포

  44,000원*50KG

  37,000원*100병

  870원*4,000ㅣ

  150,000*5종*3회

02 공공운영비 43,490 69,675 △26,185

  ○ 매표소 발권 카드시스템 수납관리비                10,500

    ―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10,500

  ○ 야외 공룡조형물 도색작업                15,000

  ○ 야외 공룡조형물 유지관리비                11,100

  ○ 조류생태관 수목보호관리                 4,280

    ― 수형조절                 2,880

    ― 수목보호 영양공급                 1,400

  ○ 조류생태관 수목 병충해 방제
                2,610

  300,000,000*3.5%

  3개종*5,000,000

  37종*300,000

  32,000*90

  14,000*100포*1회

       870*3,000ℓ*1회

206 재료비 8,840 8,840 0

01 재료비 8,840 8,840 0

  ○ 유적지 환경정비용 종자구입
                5,000

  ○ 병충해 방제약품구입                 3,840

       500,000*10종*1회

  120,000*8종*4회

401 시설비및부대비 149,500 60,500 89,000

01 시설비 145,000 56,000 89,000

  ○ 탐방로 터널(넝쿨식물식재)조성
               20,000

  ○ 탐방로 주변 배수처리 및 정비
               30,000

  ○ 보호각 데크 수리 및 교체                20,000

       200,000*100m

       3,000,000*10개소

  20,000,000*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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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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절 꽃 식재                20,000

  ○ 인공연못 누수 보강 및 정비공사
               15,000

  ○ 음수대 설치                40,000

  2,000,000*10종*1회

       15,000,000*1식

  20,000,000*2개소

03 시설부대비 4,500 4,500 0

  ○ 화석지정비 장비임차                 4,500  450,000*10일

공룡화석지 개발 800,001 0 800,001

광            480,000

군            320,001

디노게임랜드조성 800,001 0 800,001

광            480,000

군            320,001

401 시설비및부대비 800,001 0 800,001

광            480,000

군            320,001

01 시설비 794,992 0 794,992

  ○ 공룡게임랜드 조성               794,992  794,992,000원*1식

광            476,996

군            317,996

03 시설부대비 5,009 0 5,009

  ○ 공룡게임랜드 조성 부대비
                5,009       794,992,000원*0.63%

광              3,004

군              2,005

행정운영경비(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 81,052 96,740 △15,688

기본경비 81,052 93,380 △12,328

기본경비(화석지운영담당) 46,206 75,848 △29,642

201 일반운영비 33,678 61,928 △28,250

01 사무관리비 33,678 61,928 △28,250

  ○ 공룡화석지운영담당 업무추진급량비                 6,804

  ○ 공룡화석지운영담당 주말근무자 급식비
                8,624

  ○ 공룡화석지 숙직수당                18,250

       7,000원*11인*112일

  50,000*1일*365일

202 여비 12,528 13,920 △1,392

01 국내여비 12,528 13,920 △1,392

  ○ 기본 국내여비                12,528

기본경비(화석지시설담당) 16,526 17,532 △1,006

201 일반운영비 7,022 5,292 1,730

01 사무관리비 7,022 5,292 1,730

  ○ 공룡화석지시설담당 업무추진급량비                 4,082

  ○ 공룡화석지시설담당 주말근무자 급식비
                2,940       7,000원*4인*105일

- 6 -



부서: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
정책: 행정운영경비(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
단위: 기본경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 여비 9,504 12,240 △2,736

01 국내여비 9,504 12,240 △2,736

  ○ 기본 국내여비                 9,504

기본경비(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 18,320 0 18,320

201 일반운영비 15,000 0 15,000

01 사무관리비 15,000 0 15,000

  ○ 부서운영비(총액)                15,000

203 업무추진비 3,320 0 3,320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20 0 320

  ○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정원8인)
                  320       40,000 *8명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0 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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