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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시설관리과

정책: 문화시설 운영

단위: 문화시설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문예시설관리과

문예시설관리과 2,583,113 2,455,452 127,661

국 131,035

시 2,452,078

문화시설 운영 2,403,963 2,334,726 69,237

국 131,035

시 2,272,928

문화시설관리 2,403,963 2,334,726 69,237

국 131,035

시 2,272,928

문화예술회관 운영 1,075,978 1,143,538 △67,560

국 10,000

시 1,065,978

101 인건비 14,628 14,628 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628 14,628 0

○기획공연 공연 안내 및 주차요원 인부임(생활

임금보전수당 포함) 3,989

○병충해방지 약제 인부임(생활임금보전수당 포

함) 3,192

○조경수 전지 인부임(생활임금보전수당 포함)

3,192

○잔디밭 제초작업 인부임(생활임금보전수당 포

함) 4,255

66,480원*5명*1일*12회

66,480원*4명*3일*4회

66,480원*4명*4일*3회

66,480원*4명*4일*4회

201 일반운영비 419,470 494,329 △74,859

국 10,000

시 409,470

01 사무관리비 139,347 196,242 △56,895

○일반수용비 94,933

― 쓰레기봉투(50리터)구입 713

― 쓰레기봉투(100리터) 구입

936

― 화장실용 소모품 구입(화장지 등)

3,600

― 청소용품 구입(걸레,스프레이,광택제 등)

1,500

― 숙직실 침구류 세탁비 720

― 무인경비용역료 4,380

― 임대시설물 감정평가료 1,000

― 정수기 임대 수수료 1,176

― 비데 임대 수수료 5,776

― 방화관리업무대행수수료(회관)

7,200

― 지하저수조(물탱크)청소비

5,200

― 회관 기계실 냉온수기 세관

8,000

― 가스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300

990원*60장*12월

1,950원*40장*12월

300,000원*12월

2,500원*50개*12월

60,000원*12월

365,000원*12월

500,000원*2회

49,000원*2대*12월

18,510원*26대*12월

600,000원*12월

4,000원*650㎥*2회

8,000,000원*1식

300,000원*1회



부서: 문예시설관리과

정책: 문화시설 운영

단위: 문화시설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회관 전기시설 정밀점검 수수료

2,600

― 승객 및 화물용승강기 관리대행 수수료

3,840

―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회관)

240

― 증기보일러 정기검사수수료

500

― 전기시설물 정기검사수수료 900

― 기획공연 홍보용 TV광고료

30,000

―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피아노 조율비

1,000

― 회관 보안시스템(CCTV) 경비용역 수수료

4,560

― 회관 청사외벽 청소 용역비

10,000

― 종합예술갤러리 보안시스템(CCTV) 경비용역

수수료 792

○급량비 9,984

― 문화예술회관 문예행사 특근매식비

9,984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 16,080

― 현수막 제작 5,280

― 포스터 제작 4,000

― 리후렛 제작 4,800

― 배너 제작 2,000

○ 문화예술회관 연중상설 소장작품전 홍보물

제작 2,950

― 현수막 제작 2,200

― 리후렛 750

○2019년 목포 중,고등학생 미술대전 개최 6,500

― 홍보물 제작(현수막,베너,리플렛)

2,000

― 작품운송비 1,500

― 부스칸막이설치 2,000

― 작품명패제작(아크릴) 1,000

○예술작품 노후액자 교체 3,000

○문화교실 개전식 홍보비 900

○문화교실 수강생 작품발표회 추진

2,000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3,000

2,600,000원*1회

160,000원*2대*12월

120,000원*2대*1회

500,000원*1대*1회

900,000원*1회

5,000,000원*6회

100,000*2대*5회

380,000원*12개월

5,000,000원*2회

66,000원*12개월

8,000원*13명*8회*12월

110,000원*6매*8회

500원*1,000매*8회

300원*2,000매*8회

50,000원*5매*8회

110,000원*4매*5회

300원*500매*5회

2,000,000원*1식

1,500,000원*1식

2,000,000원*1식

500개*2,000원

300,000원*10점

900,000원*1식

2,000,000원*1식

3,000,000원*1식

02 공공운영비 260,123 263,087 △2,964

○공공요금 및 제세 182,279



부서: 문예시설관리과

정책: 문화시설 운영

단위: 문화시설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한국문예예술회관 연합회 협회비

4,000

― 한문연 연수단원4대보험료

1,200

― 문화예술회관 전기요금 118,200

― 종합예술갤러리 전기요금

6,960

― 문화예술회관 상·하수도 요금

10,800

― 문화예술회관 냉난방 가동용 가스료

36,000

―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분) 120

― 관용차량 소형승합 자동차세(78버3736)

140

― 관용차량 소형승합 자동차책임보험료

89

― 관용차량 소형승합 자동차종합보험료

300

― 가스손해배상책임보험료 100

― 소방안전협회비(회관) 50

― 전기안전관리 협회비(회관) 120

― 일반전화 및 인터넷사용료 3,000

― 우편요금 1,200

ㆍ일반우편 720

ㆍ등기우편 480

○연료비 5,844

― 비상발전기 연료비(경유)

540

― 소형승합차연료비(경유)

4,374

― 잡초제거용 예초기 연료비(휘발유)

558

― 수목방제작업용 연료비(휘발유)

372

○시설장비유지비 72,000

― 건물 및 기계장비 유지비

72,000

4,000,000원*1회

120,000원*1명*10월

9,850,000원*12월

580,000원*12개월

900,000원*12월

3,000,000원*12월

60,000원*2회

70,000원*1대*2회

88,990원*1대*1회

300,000원*1대*1회

100,000원*1회

50,000원*1회

120,000원*1회

250,000원*12월

300원*200건*12월

4,000원*10건*12월

1,350원*400ℓ *1대

1,350원*270ℓ *1대*12월

1,550원*90L*4회

1,550원*120L*2회

6,000,000원*12월

03 행사운영비 20,000 35,000 △15,000

○기획전시운영 10,000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10,000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국 10,000

202 여비 7,200 6,746 454

01 국내여비 7,200 6,746 454

○문화시설견학 및 홍보활동 관외여비

3,600150,000원*4명*6회



부서: 문예시설관리과

정책: 문화시설 운영

단위: 문화시설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한문연 정기총회 및 이사회 참석 관외여비

3,600150,000원*4명*6회

206 재료비 37,880 46,680 △8,800

01 재료비 37,880 46,680 △8,800

○수목관리용 병충해방제농약

880

○수목관리용 비료 1,250

○냉각탑 소독제(레지오넬라균) 구입

3,000

○전시실 벽면 도색 유성(무광)페인트 구입

1,000

○전시장 전시용품 구입 3,000

○회관 시설 보수용 자재구입 3,000

○소방 시설 유지관리 자재 구입 2,100

― 소방 화재감지기 구입(연탐)

800

― 소화기 구입 300

― 소방 호스 구입 1,000

○문화예술회관 전기용품(전자개폐기외 6종)

2,400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용품 구입 10,050

― 무대조명 램프구입 5,000

― 무대음향 무선마이크용 건전지(듀라셀9V)

1,000

― 무대음향 무선마이크용 건전지(듀라셀1.5V)

450

― 무대기계 감속기 오일 구입

1,200

― 공연장 무대 바닥 고무판 부착 테이프 구입

2,400

○문화예술회관 전시동 조명기기 구입 3,200

― 다운라이트 LED 15W 1,200

― 스포트라이트 LED 25W 2,000

○2019 청소년꿈과희망 나도작가다 전시회 재료

구입 8,000

― 전통탈만들기(닥종이,물감,풍선외)

4,000

― 부채그림만들기(부채,분채물감,붓외)

4,000

22,000원*20병*2회

25,000원*50포

60,000원*50개

20,000원*50리터

3,000,000원*1식

3,000,000원*1식

10,000원*80개

30,000원*10개

50,000원*20본

200,000원*12월

50,000원*100EA

5,000원*200SET

1,500원*300SET

5,000원*20L*12개월

8,000원*300EA

60,000원*20EA

100,000원*20EA

4,000,000원*1식

4,000,000원*1식

301 일반보상금 336,800 400,400 △63,600

09 행사실비보상금 258,400 326,400 △68,000

○기획공연 추진 230,000

○문화의 날 추진 26,400

○2019년 목포 중,고등학생 미술대전 추진

2,000

230,000,000원*1식

2,200,000원*12개월

2,000,000원*1식



부서: 문예시설관리과

정책: 문화시설 운영

단위: 문화시설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12 기타보상금 78,400 74,000 4,400

○문화교실 강사수당 14,000

○꿈의 오케스트라 강사료 지급

60,000

○2019년 목포 중,고등학생 미술대전 입상자 시

상금 1,700

― 대상 500

― 최우수상 600

― 우수상 600

○2019년 목포 중,고등학생 미술대전 심사위원

심사비 900

○나도 작가다 체험교실 강사료

1,800

100,000원*7개반*20회

60,000,000원*1식

500,000원*1명

300,000원*2명

200,000원*3명

300,000원*3명

100,000원*9회*2명

401 시설비및부대비 206,000 159,195 46,805

01 시설비 206,000 159,195 46,805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개보수비

75,000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노후 객석등(LED) 교체

공사 30,000

○문화예술회관 전기시설물 보수공사

20,000

○문화예술회관 전시동 급수 가압펌프 교체공사

20,000

○문화예술회관 공연동 분장실 옥상 누수 방지

공사 29,000

○문화예술회관 정밀 안전 점검(3년1회)

15,000

○시민문화체육센터 정밀 안전 점검(3년1회)

17,000

75,000,000원 * 1식

30,000,000원 * 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9,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17,000,000원*1식

405 자산취득비 54,000 21,560 32,44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54,000 21,560 32,440

○문화예술회관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

9,000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마이크 모니터 스피커

음향장비 구입 12,000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LED 무빙라이트 구입

22,000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헤이져 포그머신 구입

6,000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조명설비 보조콘설 구입

5,000

9,000,000원*1대

2,000,000*6EA

11,000,000*2대

3,000,000원*2대

5,000,000원*1대

시민문화체육센터 운영 821,596 789,543 32,053

101 인건비 22,983 22,872 111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983 22,872 111

○조경수 병충해방지 약제 인부임(생활임금보전

수당 포함) 1,60466,800원*3명*2일*4회



부서: 문예시설관리과

정책: 문화시설 운영

단위: 문화시설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조경수 전지 인부임(생활임금보전수당 포함)

9,620

○잔디밭 잡초제거 인부임(생활임금보전수당 포

함) 4,276

○공연장 안전관리요원 인부임(생활임금보전수

당 포함) 4,276

○명화감상의 날 안전관리 요원 인부임(생활임

금보전수당 포함) 3,207

66,800원*8명*6일*3회

66,800원*4명*4일*4회

66,800원*8명*8회

66,800원*4명*12회

201 일반운영비 570,463 505,719 64,744

01 사무관리비 170,213 103,883 66,330

○일반수용비 161,996

― 시민문화체육센터 무인경비 점검대행 수수

료 2,640

― 시민문화체육센터 승강기 점검대행 수수료

3,960

― 시민문화체육센터 소방시설 점검대행 수수

료 10,800

― 시민문화체육센터 물탱크 청소비

2,640

― 시민문화체육센터 공조설비 세관비(첨가제

포함) 15,000

― 시민문화체육센터 냉각탑 소독비

500

― 시민문화체육센터 공연장 소독비

1,800

― 시민문화체육센터 가스 정기검사 수수료

400

― 시민문화체육센터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480

― 시민문화체육센터 소방시설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2,000

― 시민문화체육센터 화장실 소모품비

2,400

― 시민문화체육센터 쓰레기종량제(100L) 봉투

1,170

― 시민문화체육센터 공연장의자 및 카페트 세

탁 1,400

― 시민문화체육센터 자가용전기설비 정밀안전

진단 수수료 3,000

― 시민문화체육센터 청소용역비

69,982

― 대공연장 무대 정기검사(3년주기 검사)

28,440

― 소공연장 무대 정기검사(3년주기 검사)

7,920

― 시민문화체육센터 비데 렌탈 수수료

2,244

220,000원*12월

330,000원*12월

900,000원*12월

4,000원*330㎡*2회

15,000,000원*1회

500,000원*1회

300,000원*6회

400,000원*1회

120,000원*4개소*1회

2,000,000원*1회

200,000원*12월

1,950원*50장*12월

700,000원*2회

3,000,000원*1회

2,915,900원*2명*12월

360,000원*무대파텐79개소*1회

360,000원*무대파텐22개소*1회

17,000원*11개소*12월



부서: 문예시설관리과

정책: 문화시설 운영

단위: 문화시설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시민문화체육센터 정수기 렌탈 수수료

2,820

― 시민문화체육센터 음식물분쇄기 렌탈 수수

료 600

― 시민문화체육센터 숙직실 환경개선비

300

― 시민문화체육센터 공연장 피아노 조율비

1,500

○피복비 825

― 작업복 275

― 안전화 550

○급량비 7,392

― 시민문화체육센터 공연 행사추진에 따른 특

근매식비 7,392

47,000원*5개소*12월

25,000원*2개소*12월

300,000원*1회

100,000원*3개소*5회

25,000원*11명*1회

50,000원*11명*1회

8,000원*11명*7일*12월

02 공공운영비 400,250 401,836 △1,586

○공공요금 및 제세 387,420

― 시민문화체육센터 전기요금

216,000

― 시민문화체육센터 일반전화 및 인터넷 사용

료 1,380

― 시민문화체육센터 상하수도 공과금

120,000

― 시민문화체육센터 일반 우편요금

540

― 시민문화체육센터 등기 우편요금

720

― 시민문화체육센터 가스손해배상 책임 보험

료 100

― 시민문화체육센터 소방안전관리 협회비

200

― 시민문화체육센터 전기안전관리 협회비

120

― 시민문화체육센터 무선마이크 전파 사용료

360

― 시민문화체육센터 냉난방 가동 도시가스 사

용료 48,000

○연료비 830

― 시민문화체육센터 비상발전기 연료비(경유)

675

― 시민문화체육센터 예초기 연료비(휘발유)

155

○ 시설장비유지비 12,000

― 전기소방기계건축 공연장

12,000

18,000,000원*12월

115,000원*12월

10,000,000원*12월

300원*150건*12월

4,000원*15건*12월

100,000원*1회

200,000원*1회

120,000원*1회

5,000원*18개소*4회

4,000,000원*12월

1,350원*500L*1회

1,550원*100L*1회

1,000,000원*12월

202 여비 3,150 2,952 198

01 국내여비 3,150 2,952 198



부서: 문예시설관리과

정책: 문화시설 운영

단위: 문화시설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문화시설견학 및 홍보활동 관외여비

3,150150,000원*7명*3회

206 재료비 10,000 18,000 △8,000

01 재료비 10,000 18,000 △8,000

○시민문화체육센터 관리운용 재료구입(무대공

연 용품등) 10,00010,000,000원*1식

401 시설비및부대비 162,800 212,000 △49,200

01 시설비 162,800 212,000 △49,200

○시민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 출입구 옥상방수(

300㎡) 24,000

○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 출입구 옥상 방수

(600㎡) 48,000

○시민문화체육센터 2층 노후 등기구(LED) 교체

30,000

○시민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 노후 객석등(LED)

교체 30,800

○시민문화체육센터 소방수신기 교체

30,000

80,000원*300㎡

80,000원*600㎡

200,000원*150개소*1회

700,000원*44개소

30,000,000원*1개소

405 자산취득비 52,200 28,000 24,2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52,200 28,000 24,200

○소공연장 무빙 빔스팟 조명 구입

24,000

○대공연장 마이크 모니터스피커(1000W) 구입

16,400

○대공연장 파워 앰프 구입 5,600

○대소공연장 CD플레이어(CD-4500MK2) 구입

3,200

○공연장 지하 습기제거용 제습기 구입

3,000

3,000,000원*8개소

4,100,000원*4개소

2,800,000원*2개소

1,600,000원*2개소

1,500,000원*2개소

목포문학관 관리 및 운영 308,739 336,645 △27,906

101 인건비 3,930 5,392 △1,462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930 5,392 △1,462

○잡초제거 및 잔디깎기 인부임(생활임금보전수

당 포함) 2,246

○조경수 전지 인부임(생활임금보전수당 포함)

1,684

70,160원*4명*2일*4회

70,160원*4명*2일*3회

201 일반운영비 173,575 172,623 952

01 사무관리비 83,326 81,874 1,452

○일반수용비 78,716

― 복사용지 1,380

― 칼라복사기 수선 500

― 칼라복사기 토너구입 1,320

― 프린터 및 팩스 토너 474

― 문학관 발매기 롤지구입 800

23,000원*5박스*12월

500,000원*1회

330,000원*1대*4색

237,000원*2회

40원*20,000매



부서: 문예시설관리과

정책: 문화시설 운영

단위: 문화시설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초청장 제작 900

― 쓰레기종량제 봉투 구입

702

― 문학관 청소 및 화장실 소모품구입(화장지

등) 1,800

― 전시관 상영용 영상물 구입

500

― 문학관 내부 및 외부 청소

2,960

― 문학 도서 구입 1,800

― 문학관 안내용 리플릿 제작

2,400

― 전시패널 및 사인물 교체

1,000

― 문학관 도서기증자 기증패 제작

350

― 문학관 무인경비 대행수수료

2,640

― 문학관 정수기렌탈비 528

―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8,400

― 문학관 전기시설물 정기검사수수료

900

― 방화관리 대행 수수료 3,000

―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수수료

1,920

― CCTV영상기기 렌탈료 2,640

― 문학관 홍보용 봉투 제작 1,500

― 야외갤러리 작품교체 및 관리비

2,400

― 수장고 및 전시실 제습기 청소

1,950

― 문학관 청사 청소 용역비

35,952

○운영수당 770

― 문학관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770

○급량비 3,840

― 주요업무추진 및 주말 전시관 운영 특근매

식비 3,840

1,000원*300장*3회

1,950원*30장*12월

150,000원*12월

100,000원*5개*1회

1,850원*1,600평*1회

12,000원*150권

400원*3,000부*2종

100,000원*10개소

70,000원*5명

220,000원*12월

11,000원*4대*12월

700,000원*12월

900,000원*1식

250,000원*12월

160,000원*1대*12월

220,000원*1대*12월

500원*3,000장

50,000원*4회*12개

130,000원*45대*1/3

2,996,000원*1명*12개월

70,000원*11명*1회

8,000원*4명*10일*12월

02 공공운영비 49,249 49,749 △500

○공공요금및제세 43,249

― 문학관 전기요금 36,000

― 문학관 상하수도 사용료 600

― 문학관 전자정부전용회선료

3,314

― 민간인용 인터넷 사용료

792

3,000,000원*12월

50,000원*12월

276,100원*12월

22,000원*3대*12월



부서: 문예시설관리과

정책: 문화시설 운영

단위: 문화시설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사무실 위성방송료 180

― 한국문학관협회 연회비 200

― 전국박물관협회 연회비 300

― 문학관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

1,800

― 입장료 카드결제 수수료

63

○시설장비유지비 6,000

― 건물 및 장비 유지비 6,000

15,000원*12월

200,000원*1회

300,000원*1회

300원*3,000개소*2회

2,100,000원*90%*3.3%

500,000원*12월

03 행사운영비 41,000 41,000 0

○목포문학제 행사운영 11,000

○문예대학 운영 20,000

○어린이문학교실 운영 10,000

11,000,000원*1회

1,000,000원*20회

5,000,000원*2회

202 여비 2,550 2,530 20

01 국내여비 2,550 2,530 20

○문학관,박물관대회 및 회의참석

1,350

○전시품 수집, 조사에 따른 여비

1,200

150,000원*3명*3회

150,000원*2명*4회

206 재료비 4,500 4,500 0

01 재료비 4,500 4,500 0

○문학 체험 활동 재료 구입

2,000

○전시품 방균 방충 처리제 2,500

5,000원*200명*2회

50,000원*50개

307 민간이전 96,500 106,500 △10,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96,500 106,500 △10,000

○김우진문학제 7,000

○박화성문학페스티벌 7,000

○차범석 연극공연 7,000

○박화성백일장대회 3,000

○목포시낭송대회 2,000

○김현 문학제 5,000

○목포문학상 공모전 45,000

○청소년문학상 추진 15,000

○뱃길백리선상시낭송회 1,000

○청소년문학워크숍 1,500

○예향목포시화전 3,000

7,000,000원*1식

7,000,000원*1회

7,000,000원*1회

3,000,000원*1회

2,000,000원*1회

5,000,000원*1회

45,000,000원*1회

15,000,000원*1회

1,000,000원*1회

1,500,000원*1회

3,000,000원*1회

401 시설비및부대비 19,500 39,500 △20,000

01 시설비 19,500 39,500 △20,000

○문학관 전시실 전등(LED) 교체공사

16,000

○문학관 물품 보관소 설치공사

3,500

4,000,000원*4개소

3,500,000원*1식



부서: 문예시설관리과

정책: 문화시설 운영

단위: 문화시설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5 자산취득비 8,184 5,600 2,584

01 자산및물품취득비 8,184 5,600 2,584

○문학관전시실 영상자동플레이어 교체

8,1842,046,000원*4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37,000 65,000 △28,000

국 37,000

201 일반운영비 30,700 50,000 △19,300

국 30,700

03 행사운영비 30,700 50,000 △19,30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

30,70030,700,000원 * 1식

국 30,700

301 일반보상금 6,300 15,000 △8,700

국 6,300

09 행사실비보상금 6,300 15,000 △8,70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식대 및 간식비

6,3006,300,000원 * 1식

국 6,300

방방곡곡문화공감 160,650 0 160,650

국 84,035

시 76,615

201 일반운영비 160,650 0 160,650

국 84,035

시 76,615

03 행사운영비 160,650 0 160,650

○방방곡곡문화공감 160,650160,650,000*1식

국 84,035

시 76,615

행정운영경비(문예시설관리과) 179,150 120,726 58,424

인력운영비(문예시설관리과) 46,316 46,316 0

인력운영비(문예시설관리과) 46,316 46,316 0

101 인건비 46,316 46,316 0

01 보수 46,316 46,316 0

○초과근무수당 46,316

― 휴일근무수당 46,31680,409원*16명*36일

기본경비(문예시설관리과) 132,834 74,410 58,424

기본경비(문예시설관리과) 132,834 74,410 58,424

201 일반운영비 71,454 12,274 59,180

01 사무관리비 71,454 12,274 59,180

○일반수용비 12,814

― 기본사무용품비 2,400100,000원*24명



부서: 문예시설관리과

정책: 행정운영경비(문예시설관리과)

단위: 기본경비(문예시설관리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회관 및 센터 복사기 유지관리비(토너 등)

1,980

― 회관 및 센터 프린터, 팩스 유지관리비

2,844

― 복사기 수선비 1,000

― 복사용지 구입 4,140

― 기본 청소용품비 450

○운영수당 58,640

―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540

― 일,숙직수당(회관,센터)

48,500

― 일,숙직수당(문학관) 6,000

― 일,숙직수당(종합예술갤러리)

2,600

330,000원*2대*3회

237,000원*2대*3회*2개소

500,000원*2대

23,000원*15박스*12월

150,000원*3개소

70,000원*11명*2회

50,000원*2명*365일+50,000원*2명*120일

50,000원*1명*120일

50,000원*1명*52일

202 여비 57,600 57,600 0

01 국내여비 57,600 57,600 0

○문예시설관리 기본업무수행 관내여비

57,60020,000원*24명*10회*12월

203 업무추진비 3,780 4,536 △756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0 4,536 △756

○문예시설관리과 3,780350,000원*12월*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