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관광지관리사업소

정책: 자연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재 보호

단위: 자연사 유적지 관리 및 홍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관광지관리사업소

관광지관리사업소 5,277,793 5,588,161 △310,368

국 35,000 35,000 0

도 109,500 109,500 0

군 5,133,293 5,443,661 △310,368

자연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재 보호 2,072,316 2,140,598 △68,282

국 35,000 35,000 0

도 4,500 4,500 0

군 2,032,816 2,101,098 △68,282

자연사 유적지 관리 및 홍보 2,072,316 2,140,598 △68,282

국 35,000 35,000 0

도 4,500 4,500 0

군 2,032,816 2,101,098 △68,282

공룡화석지운영 1,550,432 1,618,714 △68,282

101 인건비 114,092 156,662 △42,57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9,292 151,862 △42,570

○ 자전거 및 전기버스 운영요원 일시사역 인부

임 5,920 31,720 △25,800

○ 자전거 및 전기버스 운영요원 4대 보험료

592 3,172 △2,580

○ 조류생태체험장 관리요원 일시사역 인부임

2,960 15,860 △12,900

○ 조류생태체험장 관리요원 4대 보험료

270 1,560 △1,290

경정 5,920,000원

경정 592,000원

경정 2,960,000원

경정 270,000원

201 일반운영비 572,144 584,976 △12,832

02 공공운영비 495,682 508,514 △12,832

○ 공룡화석지 통신요금 6,240 9,672 △3,432

― 일반전화 1,000 2,160 △1,160

― 전용회선 5,000 7,272 △2,272

○ 상수도 요금 12,000 14,400 △2,400

○ 박물관 작동모형공룡 유지관리비

3,000 8,000 △5,000

○ 웹서비스 S/W(홈페이지)유지보수

4,000 6,000 △2,000

경정 1,000,000원

경정 5,000,000원

경정 12,000,000원

경정 3,000,000원

경정 4,000,000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738,400 751,280 △12,880

01 시설비 738,400 748,400 △10,000

○ 조류생태관 부화실 모형(부화기 내장) 제작

설치 0 10,000 △10,000경정 0원

03 시설부대비 0 2,880 △2,880

○ 공룡화석지 야외 학습장 막구조 및 바닥 설

치 0 2,880 △2,880경정 0원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2,359,850 2,573,936 △214,086

도 105,000 105,000 0

군 2,254,850 2,468,936 △214,086

땅끝관광지 관리 1,071,551 1,199,281 △12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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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관광지관리사업소

정책: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단위: 땅끝관광지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땅끝관광지 관리 1,071,551 1,199,281 △127,730

101 인건비 195,815 295,815 △100,0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5,815 295,815 △100,000

○ 땅끝오토캠핑장 및 송호해변 시설물 관리 청

소 인부임 20,000 70,000 △50,000

○ 땅끝전망대 및 땅끝관광지 일원 시설물 관리

청소 인부임 (희망공원,조각공원)

20,000 70,000 △50,000

경정 20,000,000원

경정 20,000,000원

405 자산취득비 185,520 213,250 △27,73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85,520 213,250 △27,730

○ 땅끝팀 행정차량 구입 20,000 25,000 △5,000

○ 땅끝오토캠핑장 캐러밴 신규 구입

147,270 170,000 △22,730

경정 20,000,000원

경정 147,270,000원

우수영 관광지 관리 544,926 631,282 △86,356

우수영 관광지 관리 544,926 631,282 △86,356

101 인건비 136,091 143,147 △7,056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6,091 143,147 △7,056

○ 일시사역인부 4대보험료 0 7,056 △7,056경정 0원

201 일반운영비 304,335 383,635 △79,300

02 공공운영비 216,658 295,958 △79,300

○ 상수도 사용료 15,000 30,000 △15,000

○ 해전사 전시관내 각종 영상물 유지관리

0 10,000 △10,000

○ 시설물(정자,파고라 등) 유지 관리

0 10,000 △10,000

○ 석성 유지관리비 0 5,000 △5,000

○ 충무사 시설 유지관리 0 5,000 △5,000

○ 우수영관광지 보도블럭 보수 0 9,300 △9,300

○ 구전시관 건축물 유지관리비 0 5,000 △5,000

○ 우수영관광지 다용도 안내표지판 설치

0 20,000 △20,000

경정 15,000,000원

경정 0원

경정 0원

경정 0원

경정 0원

경정 0원

경정 0원

경정 0원

문화재보존 717,910 763,083 △45,173

고산 윤선도 유적지 관리 717,910 763,083 △45,173

고산 윤선도 유적지 운영 관리 346,371 357,902 △11,531

201 일반운영비 105,510 115,510 △10,000

01 사무관리비 60,400 70,400 △10,000

○ 고산유물전시관 인문학 강의 0 10,000 △10,000경정 0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183,529 185,000 △1,471

01 시설비 183,529 185,000 △1,471

○ 고산유물전시관 토지매입

128,529 130,000 △1,471경정 128,5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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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관광지관리사업소

정책: 문화재보존

단위: 고산 윤선도 유적지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405 자산취득비 2,940 3,000 △6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940 3,000 △60

○ 고산유물전시관 휴게의자 구입

2,940 3,000 △60경정 2,940,000원

땅끝순례문학관 운영관리 371,539 405,181 △33,642

101 인건비 27,440 33,272 △5,832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7,440 33,272 △5,832

○ 땅끝순례문학관 환경미화 일시사역 인부임

11,668 17,500 △5,832경정 11,668,000원

201 일반운영비 70,209 79,209 △9,000

01 사무관리비 38,756 47,756 △9,000

○ 청소년 문학캠프 운영 0 4,000 △4,000

○ 문학관 기획전시 0 5,000 △5,000

경정 0원

경정 0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261,190 280,000 △18,810

01 시설비 261,190 280,000 △18,810

○ 문학관 화장실 건립 106,571 120,000 △13,429

○ 문학관 장미정원 조성 144,619 150,000 △5,381

경정 106,571,000원

경정 144,618,240원

재무활동(관광지관리사업소) 17,173 0 17,173

보전지출 17,173 0 17,173

국도비반환금 17,173 0 17,173

802 반환금기타 17,173 0 17,173

01 국고보조금반환금 13,257 0 13,257

○ 두륜산 도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 국고보

조금 반환 13,257 0 13,25713,256,520원

02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3,916 0 3,916

○ 두륜산 도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 도비보

조금 반환 3,916 0 3,9163,915,8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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