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공룡화석지사업소

정책: 자연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재 보호

단위: 자연사 유적지 관리 및 홍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공룡화석지사업소

공룡화석지사업소 4,042,765 2,453,615 1,589,150

국 315,000

도 67,500

군 3,660,265

자연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재 보호 3,932,869 2,337,599 1,595,270

국 315,000

도 67,500

군 3,550,369

자연사 유적지 관리 및 홍보 3,932,869 2,337,599 1,595,270

국 315,000

도 67,500

군 3,550,369

공룡화석지운영 1,025,522 1,614,706 △589,184

101 인건비 97,146 189,394 △92,248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650 6,000 △4,350

○ 관광지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

1,650150,000원*11명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5,496 183,394 △87,898

○ 주말 및 성수기 운영 일시사역 인부임

16,800

○ 공룡박물관 VR 체험장 운영요원 일시사역 인

부임 22,680

○ 공룡박물관 VR 체험장 운영요원 4대보험료

2,268

○ 관람용 전기버스 운영 일시사역 인부임

28,800

○ 조류생태장 운영요원 일시사역 인부임

22,680

○ 조류생태장 운영요원 4대 보험료

2,268

70,000원*2명*120일

70,000원*1명*27일*12월

22,680,000원*10%

80,000원*2명*180일

70,000원*1명*27일*12월

22,680,000원*10%

201 일반운영비 702,376 664,512 37,864

01 사무관리비 488,520 472,830 15,690

○ 무인경비 용역료 6,720

○ 당직용 침구 구입 1,200

○ 여성용 위생용품 구입 1,200

○ 화장실 청소 관리용품 구입

9,600

○ 조류생태관 청소 관리용품 구입

1,200

○ 청소용 쓰레기봉투 구입

6,300

○ 휴일근로자 급량비 11,040

○ 숙직수당 21,900

○ 관광지 직원 피복 구입 1,500

○ 4D영상관 소모품 구입 9,600

70,000원*8개소*12월

600,000원*2회

100,000원*12월

200,000원*4개소*12월

100,000원*12월

1,050원*20매*25일*12월

8,000원*12명*115일

60,000원*365일

150,000원*10명

800,000원*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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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공룡화석지사업소

정책: 자연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재 보호

단위: 자연사 유적지 관리 및 홍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크로마키 소모품 구입 6,000

○ 공룡박물관 입장권 제작 1,500

○ 조류생태관 체험장 방제복 구입

960

○ 냉온정수기 사용료 2,880

○ 매표소 신용카드 후취수수료

7,800

○ 공룡박물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3,600

○ 매표시스템 유지보수 1,800

○ 공룡박물관 전시물 세척 용역

10,000

○ 관광객 감영병예방 물품 구입

5,000

○ 공룡박물관 뮤지엄 캠프 10,000

○ 어린이 공룡 대체험전 80,000

○ 공룡박물관 홍보물 제작 31,800

― 리플릿 12,000

― 플래카드 4,800

― 관광 홍보물 15,000

○ 공룡박물관 기획전시회 개최

30,000

○ 지역신문 홍보 광고료 6,000

○ 공룡박물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96,000

○ 공룡 체험용 의상 구입 4,000

○ 공룡 캐릭터 그리기 전국 공모전

20,000

○ 공룡박물관 특별 기획 공연

40,000

○ 공룡박물관 프리젠테이션 경진대회

10,000

○ 공룡관련 학회 학술대회 30,000

○ 과학교사 현지 세미나 개최

10,000

○ 공룡아카데미 운영 10,000

○ 응급처치용 의약품 구입 200

○ TV수신료 720

500,000원*12월

1,500,000원*1식

2,000원*4명*120벌

40,000원*6대*12월

650,000원*12회

300,000원*12월

150,000원*12회

10,000,000원*1회

5,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600원*20,000부

80,000원*15개*4회

5,000,000원*3종

3,000,000원*10회

600,000원*10회

8,000,000원*12월

200,000원*20벌

20,000,000원*1식

2,000,000원*20회

1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원*2회

30,000원*2대*12월

02 공공운영비 213,856 191,682 22,174

○ 통신요금 4,440

― 일반전화 240

― 팩스 120

― 전용회선 4,080

○ 상수도 요금 24,000

10,000원*2대*12월

10,000원*1대*12월

340,000원*12월

500,000원*4개소*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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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공룡화석지사업소

정책: 자연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재 보호

단위: 자연사 유적지 관리 및 홍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셔틀버스 영업배상책임 보험료

2,000

○ 전기요금 156,000

○ 행정차량 관리비 16,300

― 보험료 3,200

― 자동차세 2,000

― 수리비 3,000

― 유류대(경유) 8,100

○ 노후 안내판 정비 10,000

○ 한국박물관협회 연회비 300

○ 한국과학관협회 연회비 300

○ 홍보물 발송 등기 우편요금

516

500,000원*4대

13,000,000원*12월

800,000원*4대

500,000원*4대

500,000원*6회

1,350원*500리터*12월

2,000,000원*5개소

300,000원*1회

300,000원*1회

2,580원*100매*2회

203 업무추진비 3,000 2,000 1,0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 2,000 1,000

○ 공룡화석지 관리운영 시책추진 3,0003,000,000원

206 재료비 9,600 55,900 △46,300

01 재료비 9,600 55,900 △46,300

○ 조류생태관 조류 모이 및 톱밥 구입

9,600800,000원*12월

207 연구개발비 60,000 0 60,000

01 연구용역비 60,000 0 60,000

○ 공룡화석지 보존 관리 연구 용역

40,000

○ 조류생태관 어린이과학체험공간조성 공모사

업 계획 용역 20,000

4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01 일반보전금 110,000 0 110,000

12 기타보상금 110,000 0 110,000

○ 입장료 환급용 해남사랑상품권 구입

100,000

○ 경연대회 시상품 구입 10,000

1,000원*100,000매

10,000,000원*1식

308 자치단체등이전 38,400 38,400 0

12 기타부담금 38,400 38,400 0

○ 문화재보호기금 납부 38,4003,200,000원*12월

405 자산취득비 5,000 17,500 △12,5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 17,500 △12,500

○ 세미나용 빔프로젝터 구입 5,0005,000,000원*1식

공룡화석지시설 1,457,347 486,911 970,436

101 인건비 163,936 0 163,936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3,936 0 163,936

○ 화석지 일원 환경정화 인부임 7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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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공룡화석지사업소

정책: 자연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재 보호

단위: 자연사 유적지 관리 및 홍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잡초제거 인부임 22,400

― 풀베기 작업 인부임(예취기)

48,000

― 꽃단지 조성 일시사역 인부임

8,000

○ 환경미화 일시사역 인부임

77,760

○ 환경미화 일시사역 4대보험료

7,776

80,000원*8명*7일*5회

160,000원*5명*15일*4회

80,000원*5명*5일*4회

80,000원*3명*27일*12월

77,760,000원*10%

201 일반운영비 640,311 486,911 153,400

01 사무관리비 206,300 200,500 5,800

○ 냉동기 검사 수수료 300

○ 공룡박물관 냉동기 세관 용역

4,000

○ 공룡박물관 보일러 세관 및 검사 수수료

3,500

○ 오수정화조 위탁관리 용역비

12,960

○ 건축물 안전진단 용역비 15,000

○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 7,500

○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 용역비

7,200

○ 승강기 점검 용역비 4,200

○ 건축물 및 놀이시설 소독 용역비

5,500

○ 박물관 청소 용역비 10,000

○ 냉난방기 청소 용역(박물관, 보호각)

6,000

○ 저수조(물탱크) 청소 용역비

2,640

○ 시설정비용 소모품 구입 5,000

○ 하천 및 배수로 정비 장비임차

8,000

○ 탐방로 정비 장비 임차 9,900

○ 꽃단지 정비 장비 임차 15,000

○ 시설물관리 장비 임차 20,000

○ 꽃길 탐방로 관리 용역 20,000

○ 조경수 관리 용역 20,000

○ 수목 전지 작업 20,000

○ 풀베기 장비 소모품 구입 5,600

― 잔디깎기(승용식, 자주식)

2,400

― 예취기 3,200

○ 작업도구(예취기 등) 수리 및 보호장구 구입

4,000

300,000원*1회*1대

4,000,000원*1회

3,500,000원*1회

1,080,000원*12월

7,500,000원*2회

2,500,000원*3회

600,000원*12회

350,000원*12회

1,100,000원*5회

5,000,000원*2회

300,000원*20대

8,000원*165톤*2회

500,000원*10회

8,000,000원*1식

550,000원*2대*9일

1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20,000원*20개

8,000원*400개

1,000,000원*4회

02 공공운영비 434,011 286,411 14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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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공룡화석지사업소

정책: 자연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재 보호

단위: 자연사 유적지 관리 및 홍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시설관리용 장비 유류구입 5,400

― 예취기(휘발유)

2,100

― 자주식 잔디깎기(휘발유)

900

― 승용식 잔디깎기(휘발유)

2,400

○ 시설관리용 책임 보험료 500

― 고압가스 배상 책임 보험료

100

― 재난배상 책임보험 100

―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300

○ 오수정화조 펌프 수선비 5,000

○ 냉동기 및 냉각탑 수선비 4,500

○ 빙축열시스템 제어반 보수 4,000

○ 냉난방 설비 소모품 교체 1,500

○ 보호각 냉난방기 유지관리비 2,400

○ 공조기필터 교체 5,040

○ 호발필터 교체 2,176

○ 냉온수관 2WAY 밸브 교체 7,000

○ 냉방 브라인관 3WAY 밸브 교체

7,000

○ 옥외음수대 유지관리 2,000

○ 순찰용 오토바이 유지관리 6,232

― 보험료 600

― 수리비 2,500

― 유류대(휘발유) 2,160

― 유류대(경유) 972

○ 보일러 냉난방용 유류 구입

45,563

○ 관람용 전기버스 유지관리비

4,500

○ 전기버스 노후 축전지 교체

5,000

○ 안전관리자 협회비(전기, 소방, 위험물)

600

○ 건축물 유지관리비(박물관외 9개소)

20,000

○ 조류생태관 및 체험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8,000

○ 박물관 전기설비 유지관리비

5,000

○ 보호각 전기설비 유지관리비

3,000

○ 전등 설비 유지관리 12,000

1,500원*10리터*7대*10일*2회

1,500원*15리터*1대*10일*4회

1,500원*20리터*2대*10일*4회

100,000원*1회

100,000원*1회

300,000원*1회

500,000원*10개소

4,500,000원*1회

4,000,000원*1식

500,000원*3종

400,000원*6회

30,000원*42회*4회

16,000원*68개*2회

7,000,000원*1식

7,000,000원*1식

500,000원*4개소

200,000원*3대*1회

500,000원*5회

1,500원*40리터*3대*12월

1,350원*60리터*1대*12회

1,350원*225리터*150일

1,500,000원*3대

5,000,000원*1대

200,000원*3종

20,000,000원*1식

8,000,000원*1식

5,000,000원*1식

1,000,000원*3동

12,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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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공룡화석지사업소

정책: 자연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재 보호

단위: 자연사 유적지 관리 및 홍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전기 자동제어 및 타이머 유지관리

10,000

○ 전기실 정류기반 배터리 교체

6,000

○ 소방시설물 유지관리비 3,000

○ 방화셔터, 오버헤드도어 유지관리비

3,000

○ CCTV 유지관리 3,600

○ 노후 CCTV 교체 15,000

○ 승강기 유지관리비 3,000

○ 박물관 작동모형공룡 유지관리비

8,000

○ 4D영상관 기계장비 유지관리비

2,000

○ 빔프로젝트 램프 교체 8,000

○ 전시영상시스템 유지관리비

4,000

○ 박물관 전산 및 통신시스템 유지관리비

5,000

○ 박물관 방송 및 음성 시스템 유지관리비

12,000

○ 야외 공룡조형물 유지관리비

20,000

○ 야외 공룡조형물(소) 도색

30,000

○ 야외 공룡조형물(대) 도색

25,000

○ 야외 시설물(화산, 미로, 솟대 등) 유지관리

비 10,000

○ 야외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

5,000

○ 휴게공간 및 탐방 데크 보수

5,000

○ 탐방로 보행매트 교체 5,000

○ 탐방로 및 야외주차장 정비

5,000

○ 꽃단지 정비 10,000

○ 꽃단지 탐방로 정비 10,000

○ 재난대비 시설물 등 긴급보수비

10,000

○ 야외 시설물 오일스테인 도색 50,000

― 보호각 데크 도색 20,000

― 야외 그네 도색 10,000

― 야외 쉼터 오일스테인 도색

10,000

― 야외 피크닉테이블 도색

10,000

2,500,000원*4개소

6,000,000원*1식

3,000,000원*1식

300,000원*10개소

300,000원*12회

15,000,000원*1식

1,500,000원*2회

2,000,000원*4회

1,000,000원*2회

1,000,000원*8개

1,000,000원*4회

5,000,000원*1식

12,000,000원*1식

5,000,000원*4회

3,000,000원*10마리

5,000,000원*5마리

2,000,000원*5개소

200,000원*5종*5회

1,000,000원*5회

5,000,000원*1식

5,000,000원*1식

2,000,000원*5회

2,000,000원*5회

2,000,000원*5회

40,000원*250m*2m

200,000원*50개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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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공룡화석지사업소

정책: 자연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재 보호

단위: 자연사 유적지 관리 및 홍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공룡화석지 데크 보수 10,00010,000,000원*1식

206 재료비 43,100 0 43,100

01 재료비 43,100 0 43,100

○ 공룡화석지 수목보호관리 8,600

― 유기질 비료 구입 2,000

― 병충해 방제 약품 구입 3,000

― 유기질 제재 구입 3,600

○ 화분 식재용 초화류 구입 30,000

○ 청정소화기 구입 4,500

20,000원*100포

500,000원*6회

40,000원*30통*3회

5,000,000원*6회

150,000원*30개

401 시설비및부대비 610,000 0 610,000

01 시설비 610,000 0 610,000

○ 주차장 신설 공사 350,000

○ 동백나무 숲 조성 200,000

○ 야외 꽃단지 정자 설치 50,000

○ 분리수거장 설치 공사 10,000

35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공룡화석지 워터파크 조성 1,000,000 0 1,0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0 0 1,000,000

01 시설비 1,000,000 0 1,000,000

○ 공룡화석지 워터파크 조성

1,000,0001,000,000,000원*1식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해남우항리

공룡화석산지)

450,000 0 450,000

국 315,000

도 67,500

군 67,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50,000 0 450,000

국 315,000

도 67,500

군 67,500

01 시설비 446,760 0 446,760

○ 해남 공룡화석지 보호각 내부 바닥 교체 공

사 446,760446,760,000원*1식

국 315,000

도 67,500

군 64,260

03 시설부대비 3,240 0 3,240

○ 해남 공룡화석지 보호각 내부 바닥 교체 공

사 3,240450,000,000원*0.72%

행정운영경비(공룡화석지사업소) 109,896 116,016 △6,120

기본경비(공룡화석지사업소) 109,896 116,016 △6,120

기본경비(공룡화석지사업소) 14,040 22,320 △8,280

201 일반운영비 9,000 18,000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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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공룡화석지사업소

정책: 행정운영경비(공룡화석지사업소)

단위: 기본경비(공룡화석지사업소)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사무관리비 9,000 18,000 △9,000

○ 부서운영비(총액) 9,0009,000,000원

203 업무추진비 5,040 4,320 720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40 720 120

○ 관광지관리사무소(정원21명) 84040,000원*21명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3,600 600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정원21명)

4,200350,000원*12월

기본경비(공룡화석지운영팀) 14,064 38,304 △24,240

201 일반운영비 8,064 16,704 △8,640

01 사무관리비 8,064 16,704 △8,640

○ 공룡화석지운영팀 업무추진 급량비

8,0648,064,000원

202 여비 6,000 21,600 △15,600

01 국내여비 6,000 21,600 △15,600

○ 기본 국내여비 6,0006,000,000원

기본경비(공룡화석지시설팀) 81,792 0 81,792

201 일반운영비 9,792 0 9,792

01 사무관리비 9,792 0 9,792

○ 공룡화석지시설팀 업무추진 급량비

9,7929,792,000원

202 여비 72,000 0 72,000

01 국내여비 72,000 0 72,000

○ 기본 국내여비 72,00072,000,000원

- 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