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회계연도 : 2010년
예산구분 : 추경 4 회
부 서 : 문화관광과 ~ 문화관광과
회 계 명 : 일반회계

세 출 예 산 내 역 서

총 계 12,746,721 11,664,321 1,082,400

문화관광과 12,746,721 11,664,321 1,082,400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7,439,868 6,324,868 1,115,000

지역축제 활성화 1,340,140 1,183,140 157,000

화순풍류문화큰잔치 및 지역축제 개최 1,340,140 1,175,140 165,000

307 민간이전 970,000 805,000 165,000

335,000 170,000 165,000 02 민간경상보조

○전통문화진흥 민속공연 상사업비

165,000

165,000경정 330,000,000 - 기정 165,000,000원 =

군민의 날 행사 0 8,000 △8,000

201 일반운영비 0 8,000 △8,000

0 8,000 △8,000 01 사무관리비

○군민의 상 상패 제작

△8,000

△8,000경정 0 - 기정 8,000,000원 =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 2,100,000 1,488,000 612,000

관광지 개발(운주사관광지조성) 1,678,000 1,066,000 612,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678,000 1,066,000 612,000

1,672,002 1,060,002 612,000 01 시설비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

612,000

612,000경정 1,672,002,000 - 기정 1,060,002,000원 =

[광 0][광 경정 1,007,000 기정 1,0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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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문화관광과
정 책 :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단 위 :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

[군 612,000][군 경정 665,002 기정 53,002]

고인돌유적지 정비 1,189,408 1,081,408 108,000

고인돌유적정화사업 900,000 792,000 108,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900,000 792,000 108,000

893,340 786,780 106,560 01 시설비

○고인돌유적 정화사업(효산리,대신리지석묘군 토지

매입 및 안내판 설치)

○고인돌유적 정화사업(고인돌주변 수계정비)

6,660 5,220 1,440 03 시설부대비

○고인돌유적 정화사업(효산리,대신리지석묘군 토지

매입 및 안내판 설치)

○고인돌유적 정화사업(고인돌주변 수계정비)

106,560

81,460경정 794,240,000 - 기정 712,780,000원 =

[국 0][국 경정 560,000 기정 560,000]

[도 40,000][도 경정 72,000 기정 32,000]

[군 41,460][군 경정 162,240 기정 120,780]

25,100경정 99,100,000 - 기정 74,000,000원 =

[국 0][국 경정 70,000 기정 70,000]

[도 5,000][도 경정 9,000 기정 4,000]

[군 20,100][군 경정 20,100 기정 0]

1,440

540경정 5,760,000 - 기정 5,220,000원 =

900=

온천개발 2,648,820 2,410,820 2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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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문화관광과
정 책 :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단 위 : 온천개발

관광지 개발(도곡온천 관광지 개발) 1,250,000 1,082,000 168,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250,000 1,082,000 168,000

1,245,500 1,078,104 167,396 01 시설비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

4,500 3,896 604 03 시설부대비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

167,396

167,396경정 1,245,500,000 - 기정 1,078,104,000원 =

[광 0][광 경정 750,000 기정 750,000]

[군 167,396][군 경정 495,500 기정 328,104]

604

604경정 4,500,000 - 기정 3,896,000원 =

관광지 화장실 개선 140,000 70,000 7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40,000 70,000 70,000

138,992 70,000 68,992 01 시설비

○화순온천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

1,008 0 1,008 03 시설부대비

○화순온천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

68,992

68,992경정 138,992,000 - 기정 70,000,000원 =

[도 0][도 경정 70,000 기정 70,000]

[군 68,992][군 경정 68,992 기정 0]

1,008

1,008=

문화예술 진흥 692,836 707,536 △14,700

문화예술사업 및 지원 587,296 601,996 △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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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문화관광과
정 책 : 문화예술 진흥
단 위 : 문화예술사업 및 지원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124,696 135,396 △10,700

301 일반보상금 350 1,050 △700

350 1,050 △700 10 행사실비보상금

○독서왕선발대회 심사수당

△700

△700경정 350,000 - 기정 1,050,000원 =

307 민간이전 76,000 86,000 △10,000

76,000 86,000 △10,000 02 민간경상보조

○화순문화원 예술단 공연

○공예 전시(한지,옻칠,종이 등)

△10,000

△2,000경정 8,000,000 - 기정 10,000,000원 =

△8,000경정 0 - 기정 8,000,000원 =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142,000 146,000 △4,000

307 민간이전 142,000 146,000 △4,000

142,000 146,000 △4,000 02 민간경상보조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4,000

△4,000경정 22,000,000 - 기정 26,000,000원 =

[도 0][도 경정 6,000 기정 6,000]

[군 △4,000][군 경정 16,000 기정 20,000]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4,311,884 4,329,784 △17,900

문화재 관리 4,311,884 4,329,784 △17,900

문화재보수 2,233,000 2,233,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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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문화관광과
정 책 :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단 위 : 문화재 관리

401 시설비및부대비 503,000 503,000 0

500,048 500,048 0 01 시설비

○화순 오지호 생가 안채보수

○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토지매입

○이서 야사리 은행나무 주변정비 및 토지매입

○이서 야사리 은행나무 보호사업

0

0경정 99,100,000 - 기정 99,100,000원 =

[국 0][국 경정 50,000 기정 50,000]

[도 7,000][도 경정 15,000 기정 8,000]

[군 △7,000][군 경정 34,100 기정 41,100]

0경정 129,064,000 - 기정 129,064,000원 =

[국 0][국 경정 91,000 기정 91,000]

[도 6,500][도 경정 11,700 기정 5,200]

[군 △6,500][군 경정 26,364 기정 32,864]

0경정 109,208,000 - 기정 109,208,000원 =

[국 0][국 경정 77,000 기정 77,000]

[도 5,500][도 경정 9,900 기정 4,400]

[군 △5,500][군 경정 22,308 기정 27,808]

0경정 3,000,000 - 기정 3,000,000원 =

[국 0][국 경정 2,100 기정 2,100]

[도 270][도 경정 270 기정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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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문화관광과
정 책 :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단 위 : 문화재 관리

○화순 개천사 비자나무숲 보호사업

○화순 양동호가옥 주변정비(구 마을회관 철거)

[군 △270][군 경정 630 기정 900]

0경정 29,676,000 - 기정 29,676,000원 =

[국 0][국 경정 21,000 기정 21,000]

[도 2,700][도 경정 2,700 기정 0]

[군 △2,700][군 경정 5,976 기정 8,676]

0경정 10,000,000 - 기정 10,000,000원 =

[국 0][국 경정 7,000 기정 7,000]

[도 500][도 경정 900 기정 400]

[군 △500][군 경정 2,100 기정 2,600]

402 민간자본이전 1,730,000 1,730,000 0

1,730,000 1,730,000 0 01 민간자본보조

○만연사 괘불탱 주변정비(도난감시시설 정비)

○만연사 괘불탱 주변정비(누각 단청,화장실 개축)

0

0경정 40,000,000 - 기정 40,000,000원 =

[국 0][국 경정 20,000 기정 20,000]

[도 6,000][도 경정 6,000 기정 0]

[군 △6,000][군 경정 14,000 기정 20,000]

0경정 500,000,000 - 기정 500,000,000원 =

[국 0][국 경정 350,000 기정 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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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문화관광과
정 책 :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단 위 : 문화재 관리

○화순 운주사지 일원 주변정비(석조불감 보수)

○화순 운주사지 일원 정비(탐방로 및 석축정비)

○화순 운주사지 일원 정비(마애불,비지정 석탑,석

불군 보존처리)

○운주사 원형다층석탑 보존처리

[도 25,000][도 경정 45,000 기정 20,000]

[군 △25,000][군 경정 105,000 기정 130,000]

0경정 80,000,000 - 기정 80,000,000원 =

[국 0][국 경정 56,000 기정 56,000]

[도 4,000][도 경정 7,200 기정 3,200]

[군 △4,000][군 경정 16,800 기정 20,800]

0경정 150,000,000 - 기정 150,000,000원 =

[국 0][국 경정 105,000 기정 105,000]

[도 7,500][도 경정 13,500 기정 6,000]

[군 △7,500][군 경정 31,500 기정 39,000]

0경정 500,000,000 - 기정 500,000,000원 =

[국 0][국 경정 350,000 기정 350,000]

[도 25,000][도 경정 45,000 기정 20,000]

[군 △25,000][군 경정 105,000 기정 130,000]

0경정 80,000,000 - 기정 80,000,000원 =

[국 0][국 경정 56,000 기정 56,000]

[도 4,000][도 경정 7,200 기정 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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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 문화관광과



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정 책 :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단 위 : 문화재 관리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정비(전기시설 정비)

○만연사 괘불탱 주변정비(전기시설 정비)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정비(해탈문 단청 및 담장

정비)

[군 △4,000][군 경정 16,800 기정 20,800]

0경정 100,000,000 - 기정 100,000,000원 =

[국 0][국 경정 50,000 기정 50,000]

[도 15,000][도 경정 15,000 기정 0]

[군 △15,000][군 경정 35,000 기정 50,000]

0경정 70,000,000 - 기정 70,000,000원 =

[국 0][국 경정 35,000 기정 35,000]

[도 10,500][도 경정 10,500 기정 0]

[군 △10,500][군 경정 24,500 기정 35,000]

0경정 150,000,000 - 기정 150,000,000원 =

[국 0][국 경정 105,000 기정 105,000]

[도 7,500][도 경정 13,500 기정 6,000]

[군 △7,500][군 경정 31,500 기정 39,000]

무형문화재 전승보존 35,000 29,400 5,600

301 일반보상금 29,000 23,400 5,600

29,000 23,400 5,600 12 기타보상금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가야금산조)

5,600

5,600=

[도 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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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 문화관광과
정 책 :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단 위 : 문화재 관리

[군 2,800]

능주목 관아 복원 670,000 700,000 △3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70,000 700,000 △30,000

662,960 692,960 △30,000 01 시설비

○능주목 관아 복원공사

△30,000

△30,000경정 662,960,000 - 기정 692,960,000원 =

문화재 보수(자체) 127,500 121,000 6,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9,000 52,500 6,500

58,460 51,960 6,500 01 시설비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안내판 정비

○임대정원림 위험수목 긴급 제거공사

6,500

2,50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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