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왕도역사관

정책: 왕도역사관 운영

단위: 특성화된 전시관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왕도역사관 821,176 801,176 20,000

왕도역사관 운영 800,350 775,350 25,000

특성화된 전시관 운영 250,129 262,129 △12,000

마한관 운영 115,475 126,475 △11,000

201 일반운영비 48,765 49,765 △1,000

02 공공운영비 4,252 5,252 △1,000

○ 유물대여보험료 2,000 3,000 △1,000

207 연구개발비 50,000 60,000 △10,000

01 연구용역비 50,000 60,000 △10,000

○ 마한관련 사료수집 및 분석 연구용역비 50,000 60,000 △10,000

고분전시관 운영 12,600 13,600 △1,000

201 일반운영비 11,300 12,300 △1,000

02 공공운영비 1,940 2,940 △1,000

○ 전시관 영상설비 유지관리비 1,700 2,700 △1,000

o 모니터 0 1,000 △1,000

전시관 시설물 관리 550,221 513,221 37,000

왕궁리유적전시관 시설관리 110,911 120,911 △10,000

201 일반운영비 57,391 67,391 △10,000

02 공공운영비 38,735 48,735 △10,000

○ 전시관 영상설비 유지관리비 925 1,925 △1,000

o LCD 프로젝터 램프 0 1,000 △1,000

○ 전시관 기계설비 유지관리비 3,371 7,371 △4,000

o 자동제어시스템 94 2,494 △2,400

o 전시실 냉동기 163 1,763 △1,600

○ 전시관 전기설비 유지관리비 1,532 3,532 △2,000

o 수배전반 설비(250㎾) 500 1,500 △1,000

o 무정전 전원장비(UPS) 72 1,072 △1,000

○ 공조기,항온항습기 및 냉난방기 유지관리비 900 1,900 △1,000

o 공기정화기(압축기), 모터, 필터 등 0 1,000 △1,000

○ 전기요금(교육용) 23,235 25,235 △2,000

o 기본료 13,288 15,288 △2,000

마한관 시설관리 176,223 184,223 △8,000

201 일반운영비 43,215 48,215 △5,000

02 공공운영비 31,468 36,468 △5,000

○ 전기요금(교육용) 22,391 27,391 △5,000

o 기본료 11,817 16,817 △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3,000 106,000 △3,000

01 시설비 103,000 106,00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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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왕도역사관

정책: 왕도역사관 운영

단위: 전시관 시설물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 교육체험 공간 확충 97,000 100,000 △3,000

서동공원 시설관리 181,031 126,031 5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90,000 35,000 55,000

01 시설비 90,000 35,000 55,000

○ 분수대(수중모터, 인버터)보수공사 48,000 0 48,000

○ 몽골텐트 바닥재 교체 및 안내표지판 정비 7,000 0 7,000

행정운영경비(왕도역사관) 20,826 25,826 △5,000

기본경비 20,826 25,826 △5,000

기본경비 20,826 25,826 △5,000

201 일반운영비 14,986 19,986 △5,000

01 사무관리비 14,986 19,986 △5,000

○ 기타사무관리비(4개소) 10,682 15,682 △5,000

-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