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문화예술회관

부서: 문화예술회관
정책: 시민의문화적욕구충족및지역문화활성화
단위: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문화 정착 (단위:천원)

문화예술회관 6,276,157 4,195,704 2,080,453

시민의문화적욕구충족및지역문화활성화 5,845,446 3,745,605 2,099,841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문화 정착 691,222 874,020 △182,798

기획공연 및 전시 665,722 848,520 △182,798

101 인건비 49,470 45,980 3,49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9,470 45,980 3,490

□ 공연·행사 및 전시안내도우미
46,176

□ 피복비 2,000

□ 일용근로자 사회보험 1,294

○ 고용보험 부담금
832

○ 산재보험 부담금 462

201 일반운영비 608,412 794,700 △186,288

03 행사운영비 608,412 794,700 △186,288

□ 기획공연에 따른 청소 용역
6,000

□ 기획공연,전시,영화 홍보물 제작 51,200

○ 전단 22,400

○ 포스터 4,800

○ 현수막 24,000

□ 기획공연 섭외 작품 관람권 구입
5,000

□ 초청·무료공연판매대행등록비
2,400

□ 초청·무료공연판매대행수수료
3,312

□ 공연기록 액자구입 2,500

□ 기획공연, 전시 홍보 TV스팟 광고료
3,000

□ 기획전시 초청료 35,000

□ 기획공연 초청료 500,000

202 여비 7,840 7,840 0

01 국내여비 7,840 7,840 0

□ 기획공연 및 전시 섭외
3,840

□ 기획공연 추진 및 홍보
4,000

특선영화 상영 25,500 25,500 0

201 일반운영비 25,500 25,500 0

03 행사운영비 25,500 25,500 0

□ 영화 상영 25,500

효과적인 공연을 위한 시설.운영지원 2,473,795 753,785 1,720,010

시설장비 지원 192,479 221,969 △29,490

76,960원*10명*5회*12월

200,000원*10명

46,176,000원*1.8/100

46,176,000원*1/100

3,000,000원*2회

350원*4,000매*16회

3,000원*100매*16회

100,000원*15개*16회

100,000원*5명*10회

100,000원*2회*12월

150원*920매*2회*12월

250,000원*10개

1,000,000원*3회

8,750,000원*4회

50,000,000원*10회

80,000원*4명*12회

20,000원*10명*20회

8,500,000원*3회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문화예술회관
정책: 시민의문화적욕구충족및지역문화활성화
단위: 효과적인 공연을 위한 시설.운영지원 (단위:천원)

101 인건비 152,513 148,503 4,01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2,513 148,503 4,010

□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136,991

○ 기본급 80,347

○ 주휴수당 16,008

○ 휴일근무수당
22,165

○ 초과근무수당
13,853

○ 연차수당 4,618

□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 15,522

○ 국민연금 부담금
6,165

○ 건강보험 부담금
4,932

○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589

○ 고용보험 부담금
2,466

○ 산재보험 부담금
1,370

201 일반운영비 3,820 3,820 0

02 공공운영비 3,820 3,820 0

□ 공공요금 및 제세 820

○ 자동차세 120

○ 자동차 검사료 100

○ 환경개선부담금 600

□ 차량·선박비 3,000

○ 기획·공연 업무차량 (유류대, 정비유지
비, 소모품비) 3,000

· 승합(소형) 3,000

206 재료비 36,146 36,146 0

01 재료비 36,146 36,146 0

□ 냉·난방 및 소방설비 자재 구입 8,000

○ 페인트류 200

○ 배관 자재류 600

○ 기계 공구류 400

○ 공조기 필터 1,500

○ 냉각탑 소독제
3,200

○ 보일러 청관제 500

○ 소방용 중계기 700

○ V벨트 외 30종 600

○ 소방감지기, 유도등 300

76,960원*4명*261일

76,960원*4명*52일

115,440원*4명*4일*12월

14,430원*4명*20시간*12월

76,960원*4명*15일

136,988,800원*4.5/100

136,988,800원*3.6/100

4,794,608원*12.27/100

136,988,800원*1.8/100

136,988,800원*1/100

120,000원*1대

100,000원*1대

300,000원*1대*2회

3,000,000원*1대

40,000원*5통

30,000원*10종*2회

20,000원*20종

15,000원*100개*1회

40,000원*2대*10ℓ*4월

5,000원*100ℓ

70,000원*10개

20,000원*30종

10,000원*30개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문화예술회관
정책: 시민의문화적욕구충족및지역문화활성화
단위: 효과적인 공연을 위한 시설.운영지원 (단위:천원)

□ 전기자재 구입 3,700

○ 램프류 1,000

○ 공연장 객석등 1,200

○ 전기부품(릴레이 외 9종)
1,500

□ 무대기계 자재구입 3,100

○ 무대전시 소품 600

○ 댄싱플로이 테이프
500

○ 무대 리미트 외 10종
1,000

○ 감속기 오일 및 윤활유
1,000

□ 조명자재 구입 5,200

○ 고보 700

○ 포그액 1,500

○ 조명 칼라지 1,000

○ 무대 조명램프 2,000

□ 음향자재 구입 2,550

○ 무전기 배터리 1,200

○ 자료용DVD 및 CD 600

○ 무선 마이크용 건전지
750

□ 화장실 소모품 구입 13,596

○ 점보롤 1,680

○ 물비누 960

○ 세정제 3,276

○ 방향제 4,752

○ 핸드타올 2,352

○ 위생크리너 576

각종 시설 관리 758,004 408,504 349,500

201 일반운영비 189,570 186,920 2,650

01 사무관리비 23,800 24,700 △900

□ 일반수용비 23,800

○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6,000

○ 건축물 정기 안전 점검 수수료
10,000

○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용역 수수료
6,600

○ 문화예술회관 국유재산 대부료
1,200

02 공공운영비 165,770 162,220 3,550

□ 도시가스 사용료 30,968

2,000원*50개*10종

20,000원*30개*2종

30,000원*5개*10종

20,000원*10개*3종

50,000원*10종*1회

100,000원*10종

100,000원*10종

70,000원*10종

100,000원*15통

100,000원*10롤

200,000원*2개*5종

60,000원*20개

30,000원*20개

3,000원*250개

70,000원*2박스*12월

10,000원*8팩*12월

26,000원*21개*6회

24,000원*33개*6회

49,000원*4박스*12월

16,000원*3팩*12월

6,000,000원*1회

5,000,000원*2회

550,000원*12월

1,2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문화예술회관
정책: 시민의문화적욕구충족및지역문화활성화
단위: 효과적인 공연을 위한 시설.운영지원 (단위:천원)

○ 냉·온수기(320RT)
28,688

○ 온수보일러(40만㎉)
2,280

□ 시설장비유지비 134,802

○ 공연장 무대시설물 유지보수 위탁
22,000

○ 건물 유지관리비
9,124

○ 무전기 유지관리비 500

○ 승강기 유지관리비 1,000

○ 냉각탑 유지관리비 400

○ 방범등 유지관리비 1,000

○ 냉각탑 충진제 교체
4,000

○ 조명콘솔 유지관리비
1,000

○ 방송설비 유지관리비
300

○ 경관조명 유지관리비
1,000

○ 통신시설 유지관리비
500

○ 무대 바닥 유지관리비
1,000

○ 공조기, 휀 유지관리비
1,300

○ 공연장 MCC반 유지관리비
2,000

○ 전기실 수배전반 유지관리비
1,000

○ 무대 기계조정콘솔 유지관리비
1,000

○ 대·소공연장 디머 유지관리비
1,000

○ 분수대 및 펌프설비 유지관리비
1,000

○ 조명기 유지관리비(무빙 외 4종)
1,500

○ 대·소공연장 스피커 유지관리비
1,000

○ 시민 대종 및 대종각 유지관리비
1,000

○ 소방 및 냉·온수펌프 유지관리비
850

○ MCC반 및 층별 분전반 유지관리비
1,200

750원*150일*5시간*85㎡*2대*30/100

750원*95일*8시간*40㎡*1대*10/100

22,000,000원*1회

1,500원*12,165㎡*50/100

50,000원*10대

500,000원*2대

200,000원*2대

250,000원*4회

1,000원*2,000장*2대

500,000원*2회

300,000원*1회

500,000원*2회

500,000원*1회

1,000,000원*1식

100,000원*13대

2,000,000원*1식

500,000원*2회

1,000,000원*1회

500,000원*2회

1,000,000원*1회

300,000원*5종

100,000원*10대

500,000원*2회

50,000원*17개

300,000원*4회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문화예술회관
정책: 시민의문화적욕구충족및지역문화활성화
단위: 효과적인 공연을 위한 시설.운영지원 (단위:천원)

○ 대·소공연장 음향콘솔 유지관리비
2,000

○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320RT 2대)
8,000

○ 대·소공연장 AC/DC 모터 유지관리
4,800

○ 대·소공연장 무대기계시설 유지관리비
6,800

○ 자동제어시스템 유지관리비(전기, 기계,
소방) 1,500

○ 유리창 청소 3,468

○ 저수조 청소 4,000

○ 분수대 청소 4,000

○ 건물 외벽 청소 10,000

○ 광장 및 보도블럭 청소
3,200

○ 예술회관 방역 소독 3,300

○ SM데스크 유지관리비
1,000

○ 가스정압기 필터 교체
1,000

○ 공연장, 로비 의자 세척
3,600

○ 공연장 청소(타일, 카페트, 무대마루)
3,720

○ 대·소공연장 평형추 유지관리
1,500

○ 인승용승강기안전관리대행
7,200

○ 소방안전관리대행 6,000

○ 화물용승강기안전관리대행
5,040

401 시설비및부대비 568,434 221,584 346,850

01 시설비 565,000 220,000 345,000

□ 문화예술회관 개보수 공사 545,000

○ 냉각탑 노후 모터 교체 사업
200,000

○ 자동제어 시스템 개보수 사업
250,000

○ 전시실 개별 냉·난방기 설치사업
50,000

○ 주차구역 재정비 사업
20,000

○ 대공연장 음향반사판 철거 사업
25,000

□ 무대시설 정기안전검사
20,000

03 시설부대비 3,434 1,584 1,850

500,000원*4회

12,500원*2대*320RT

150,000원*32대

200,000원*34개소

500,000원*1회*3종

2,000원*867㎡*2회

8,000원*250㎡*2회

1,000,000원*4회

2,500원*4,000㎡

2,000원*800㎡*2회

550,000원*6회

1,000,000원*1회

1,000,000원*1식

3,000원*1,200개

2,000원*1,860㎡*1회

100,000원*15개

300,000원*2대*12월

500,000원*12월

420,000원*1대*12월

200,000,000원*1식

2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문화예술회관
정책: 시민의문화적욕구충족및지역문화활성화
단위: 효과적인 공연을 위한 시설.운영지원 (단위:천원)

□ 문화예술회관 개보수 공사 시설부대비
3,434

시립문화회관 123,312 123,312 0

201 일반운영비 102,932 102,932 0

01 사무관리비 14,410 14,410 0

□ 일반수용비 9,850

○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1,500

○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500

○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용역 수수료
4,800

○ 복사용지 구입 750

○ 쓰레기봉투 구입(75ℓ)
1,300

○ 행정사무용품 구입
1,000

□ 급량비 1,440

○ 문화회관 업무 추진
1,440

□ 임차료 3,120

○ 복사기 임차료 2,160

○ 정수기 임차료 960

02 공공운영비 88,522 88,522 0

□ 공공요금 및 제세 47,727

○ 전기료 33,927

· 기본료 22,740

· 전력료(봄, 가을)
3,965

· 전력료(여름) 3,092

· 전력료(겨울) 4,130

○ 상하수도 사용료
3,600

○ 도시가스 사용료 10,200

· 냉방(하절기) 4,200

· 난방(동절기) 6,000

□ 시설장비유지비 40,795

○ 건물 유지관리비 4,245

○ 방역 소독 1,250

○ 저수조 청소 1,600

○ 공연장 청소(타일, 카페트, 무대마루)
4,000

○ 건물 외벽 청소 5,000

○ 음향·조명시설 유지관리비
2,000

545,000,000원*0.63/100

1,500,000원*1회

500,000원*1회

400,000원*12월

25,000원*30박스

1,300원*1,000장

50,000원*10종*2회

8,000원*2명*90일

180,000원*12월

40,000원*2대*12월

7,580원*250kwh*12월

88.1원*9,000kwh*5월

114.5원*9,000kwh*3월

114.7원*9,000kwh*4월

1,500원*200㎥*12월

700,000원*6월

1,000,000원*6월

1,500원*2,830㎡

250,000원*5회

8,000원*100㎥*2회

2,000원*1,000㎡*2회

2,500원*2,000㎡

500,000원*4회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문화예술회관
정책: 시민의문화적욕구충족및지역문화활성화
단위: 효과적인 공연을 위한 시설.운영지원 (단위:천원)

○ 냉·난방 및 소방설비 유지관리비
2,000

○ 안전관리자 협회비(소방, 위험물)
300

○ 소방안전관리대행 3,600

○ 전기안전관리대행 9,000

○ 승강기안전관리대행
4,200

○ 시립문화회관 무대시설 정기안전진단검
사 3,600

202 여비 2,800 2,800 0

01 국내여비 2,800 2,800 0

□ 문화회관 운영 업무 추진
2,000

□ 행사 운영 업무추진
800

206 재료비 17,580 17,580 0

01 재료비 17,580 17,580 0

□ 냉·난방 및 소방설비 자재 구입 4,500

○ 시설관리 소모품
3,000

○ 공조기 필터 1,500

□ 전기자재 구입 2,700

○ 램프류 1,000

○ 공연장 객석등 800

○ 전기부품(릴레이 외 9종)
900

□ 무대기계 자재구입
1,400

□ 조명자재 구입 1,000

□ 음향자재 구입 750

○ 무선 마이크용 건전지
750

□ 화장실 소모품 구입 7,230

○ 점보롤 1,680

○ 방향제 1,440

○ 핸드타올 1,764

○ 위생크리너 576

○ 물비누 600

○ 세정제 1,170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1,400,000 0 1,4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400,000 0 1,400,000

01 시설비 1,400,000 0 1,400,000

□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1,400,000

1,000,000원*2회

150,000원*2종

300,000원*12월

750,000원*12월

350,000원*12월

3,600,000원*1식

20,000원*1명*100회

20,000원*1명*40일

100,000원*10종*3회

15,000원*100개

2,000원*50개*10종

20,000원*20개*2종

30,000원*5개*6종

70,000원*20종*1회

100,000원*5종*2회

3,000원*250개

70,000원*2박스*12월

24,000원*20개*3회

49,000원*3박스*12월

16,000원*3팩*12월

10,000원*5팩*12월

26,000원*15개*3회

1,400,0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문화예술회관
정책: 시민의문화적욕구충족및지역문화활성화
단위: 시립예술단 운영 (단위:천원)

시립예술단 운영 2,680,429 2,117,800 562,629

시립예술단 관리 2,090,349 2,001,820 88,529

201 일반운영비 9,300 10,170 △870

01 사무관리비 9,300 10,170 △870

□ 운영수당 9,300

○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위원수당
2,100

○ 시립예술단 전형위원 수당
7,200

202 여비 4,960 4,960 0

01 국내여비 4,960 4,960 0

□ 공연 전단 및 포스터 배부
1,600

□ 예술단 자매도시 공연 교류
1,920

□ 지정예매처 월중 행사표 및 관람권 배부
1,440

301 일반보전금 2,048,590 1,986,690 61,900

12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 2,048,590 1,986,690 61,900

□ 인건비 1,692,300

○ 예능수당 247,920

· 지휘자 66,000

· 악장, 트레이너
68,880

· 악기, 악보담당
42,000

· 반주자, 안무자, 단무장
71,040

○ 직책수당 21,480

· 지휘자 6,000

· 악장, 트레이너 6,720

· 악기, 악보담당 3,000

· 반주자, 안무자, 단무장
5,760

○ 연습수당 1,155,000

· 단원(A) 663,600

· 단원(B) 491,400

○ 정기공연 출연단원 수당
33,400

○ 수시공연 출연단원 수당
83,500

○ 정기 및 수시 객원출연자 보상
40,000

○ 정기 및 수시공연 특별출연자 보상
90,000

70,000원*10명*3회

400,000원*6명*3회

20,000원*4명*20회

80,000원*4개단*3명*2일

20,000원*6명*12월

1,100,000원*5명*12월

820,000원*7명*12월

700,000원*5명*12월

740,000원*8명*12월

100,000원*5명*12월

80,000원*7명*12월

50,000원*5명*12월

60,000원*8명*12월

700,000원*79명*12월

650,000원*63명*12월

100,000원*167명*2회

100,000원*167명*5회

200,000원*50명*4회

3,000,000원*5개단*2명*3회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문화예술회관
정책: 시민의문화적욕구충족및지역문화활성화
단위: 시립예술단 운영 (단위:천원)

○ 소년소녀 관현악단·합창단 정기(수시)공
연 단원보상 21,000

□ 운영비 356,290

○ 찾아가는 음악회
30,000

○ 예술아카데미 25,200

○ 시립합창단 뮤지컬 공연
30,000

○ 시립예술단 페스티벌 참가
20,000

○ 예술단 교류 음악회
30,000

○ 소년소녀 합창단, 관현악단 수련회
12,000

○ 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 수련회
6,000

○ 시립예술단 정기 및 수시공연 광고료
5,000

○ 시립예술단 정기 및 수시공연 홍보물 제
작 35,000

· 입장권 3,500

· 포스터 4,000

· 팸플릿 11,500

· 현수막 10,000

· 홍보 전단
6,000

○ 시립예술단 피아노 조율비
4,000

○ 시립예술단 악기 수리비
3,000

○ 협회참가비 900

○ 공연 악보편곡
12,500

○ 악보 구입 및 복사
5,000

○ 예술단원 단복비 30,000

· 예술단 신규단원 단복비
9,000

· 소년소녀 예술단 단복비
21,000

○ 예술단 사무용품 구입
3,000

○ 예술단사무실 행정사무기기 수리
1,800

○ 시립예술단 공연 장비임차
25,000

○ 예술단원 정기 및 수시공연 급식제공
12,800

30,000원*140명*5회

3,000,000원*5개단*2회

700,000원*4회*9개월

30,000,000원*1회

10,000,000원*2개단

10,000,000원*3개단

6,000,000원*2개단

2,000,000원*3개단

500,000원*5개단*2회

70원*5,000매*5개단*2회

800원*500매*5개단*2회

2,300원*500매*5개단*2회

100,000원*10매*5개단*2회

300원*2,000매*5개단*2회

200,000원*5개단*4회

300,000원*10종

300,000원*3개단

500,000원*5개단*5곡

500,000원*5개단*2회

600,000원*15명

350,000원*60명

50,000원*5개단*12월

200,000원*3종*3회

2,500,000원*10회

8,000원*320명*5회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문화예술회관
정책: 시민의문화적욕구충족및지역문화활성화
단위: 시립예술단 운영 (단위:천원)

○ 예술단원 간식제공
26,880

○ 시립예술단 등 보험 가입
5,000

○ 시립예술단 고용보험 부담금
33,210

405 자산취득비 27,499 0 27,499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7,499 0 27,499

□ 시립예술단 공연용 피콜로 구입
9,500

□ 시립예술단 공연용 드럼 세트 구입
9,999

□ 티켓예매발권 장비 구입
8,000

시립예술단 공연 지원 590,080 115,980 474,100

301 일반보전금 590,080 114,000 476,080

11 행사실비지원금 9,080 8,000 1,080

□ 시립예술단 협연 등 외부출연자 급식 제공
8,000

□ 시립예술단 전형위원 실비보상
1,080

12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 581,000 106,000 475,000

□ 신춘음악회 40,000

□ 출향인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200,000

□ 상무프로축구 홈경기 찾아가는 음악회
95,000

□ 김천복합혁신센터 찾아가는 음악회
160,000

□ 가을음악회 40,000

□ 송년음악회 40,000

□ 특별음악회 지역신문 광고 게재
6,000

행정운영경비(문화예술회관) 430,711 450,099 △19,388

인력운영비 203,062 223,390 △20,328

인력운영비(문화예술회관) 203,062 223,390 △20,328

101 인건비 197,352 218,130 △20,778

01 보수 121,033 118,924 2,109

□ 초과근무수당 121,033

○ 시간외근무수당
103,497

○ 휴일근무수당 17,536

02 기타직보수 25,936 50,970 △25,034

□ 초과근무수당 25,936

○ 시간외근무수당
22,178

4,000원*140명*4회*12월

5,000,000원*1회

1,953,480,000원*1.7%

9,500,000원*1개

9,999,000원*1개

8,000,000원*1식

8,000원*100명*10회

60,000원*6명*3회

40,000,000원*1회

200,000,000원*1회

5,000,000원*19회

40,000,000원*4회

40,000,000원*1회

40,000,000원*1회

500,000원*6부*2회

12,321원*14명*50시간*12월

89,465원*14명*14일

12,321원*3명*50시간*12월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문화예술회관
정책: 행정운영경비(문화예술회관)
단위: 인력운영비 (단위:천원)

○ 휴일근무수당(임기제 7급)
3,758

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50,383 48,236 2,147

□ 공무직근로자 인부임 49,903

○ 기본급 24,990

○ 정액급식비 1,560

○ 직무보조비 360

○ 기말 상여금 8,970

○ 명절 상여금 2,691

○ 초과근무수당
3,863

○ 휴일근무수당
6,181

○ 연차휴가 보상비
1,288

□ 공무직근로자 가족수당 480

○ 기타 가족 480

304 연금부담금등 5,710 5,260 450

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5,710 0 5,710

□ 공무직근로자 고용보험 부담금
907

□ 공무직근로자 산재보험 부담금
504

□ 공무직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
2,268

□ 공무직근로자 건강보험 부담금
1,814

□ 공무직근로자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217

기본경비 227,649 226,709 940

기본경비(문화예술회관) 227,649 226,709 940

201 일반운영비 211,129 210,149 980

01 사무관리비 72,300 70,320 1,980

□ 일반수용비 19,680

○ 복사용지 구입 4,500

○ 태극기, 심벌기, 시기 구입
600

○ 소파 등 세탁비 540

○ 쓰레기봉투 구입(75ℓ)
2,470

○ 각종 회의서류 유인
1,200

○ 신문 및 정보지 구독
900

○ 행정사무용품 구입
4,000

89,465원*3명*14일

2,082,500원*1명*12월

130,000원*1명*12월

30,000원*1명*12월

2,242,500원*1명*4월

1,345,500원*1명*2회

16,094원*1명*20시간*12월

128,756원*1명*4일*12월

85,837원*1명*15일

20,000원*2명*12월

50,381,403원*1.8/100

50,381,403원*1/100

50,381,403원*4.5/100

50,381,403원*3.6/100

1,763,349원*12.27/100

30,000원*150박스

50,000원*3종*4회

90,000원*6회

1,300원*1,900장

20,000원*20종*3회

15,000원*5종*12월

40,000원*10종*10회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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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2,100

○ 회원제 운영 및 공연 안내 봉투 제작
2,250

○ 냉·온수기 소모품 구입
1,120

□ 임차료 5,520

○ 정수기 임차료 1,920

○ 복사기 임차료 3,600

□ 위탁교육비 1,350

○ 문예진흥원 및 문예회관 연합회 전국 무
대인 연수 200

○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교육
200

○ 공연장 관리자 전문기술 교육
200

○ 위탁 교육 수수료(전기, 기계, 가스, 승강
기, 위험물, 음향, 조명, 무대)

750

□ 운영수당 21,390

○ 일·숙직비 21,390

· 숙직비(재택근무)
7,470

· 일직비 13,920

□ 급량비 24,360

○ 예술회관 공연, 행사, 전시 추진
9,600

○ 무대 설치 철거 3,200

○ 예술단 운영 업무추진
2,040

○ 시설관리 업무추진
5,440

○ 관리 업무추진 4,080

02 공공운영비 138,829 139,829 △1,000

□ 공공요금 및 제세 138,829

○ 우편요금 6,236

· 일반우편 1,935

· 등기우편 4,301

○ 인터넷 사용료 3,000

○ 문화예술회관 전기료 113,393

· 기본료 54,576

· 전력료(봄, 가을)
19,880

· 전력료(여름) 18,825

· 전력료(겨울) 20,112

300,000원*7회

15원*50건*3,000명

20,000원*7개소*8회

40,000원*4대*12월

300,000원*1대*12월

100,000원*2명

100,000원*2명

100,000원*2명

150,000원*5회

30,000원*1명*249일

60,000원*2명*116일

8,000원*15명*80일

8,000원*5명*80일

8,000원*3명*85일

8,000원*8명*85일

8,000원*6명*85일

430원*4,500통

2,530원*1,700통

250,000원*12월

7,580원*600kwh*12월

99.4원*40,000kwh*5월

125.5원*50,000kwh*3월

125.7원*40,000kwh*4월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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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수도 사용료
8,100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연회비
5,000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대구경북지회
연회비 1,000

○ 안전관리자 협회비(전기, 소방, 위험물,
조명, 음향, 무대) 900

○ 시민대종 전기료 1,200

202 여비 11,760 11,760 0

01 국내여비 11,760 11,760 0

□ 부서공통여비 5,600

□ 전국 문화예술회관 연합회의 참석
2,400

□ 무대, 조명, 음향, 업무연찬
960

□ 전국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련 자료수집 및
견학 2,800

203 업무추진비 3,560 3,600 △40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60 600 △40

□ 직원사기진작 56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0 3,000 0

□ 문화예술회관 3,000

204 직무수행경비 1,200 1,200 0

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0 1,200 0

□ 문화예술회관장 1,200

1,500원*450㎥*12월

5,000,000원*1회

1,000,000원*1회

150,000원*6종

100,000원*12월

80,000원*10명*7일

80,000원*5명*2일*3회

80,000원*3명*4회

80,000원*5명*7회

40,000원*14명

250,000원*12월

100,000원*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