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08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부서: 공보담당관실
정책: 시정 정책의 전략적 홍보
단위: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단위:천원)

공보담당관실 1,917,031 1,996,749 △79,718

시정 정책의 전략적 홍보 1,839,015 1,915,400 △76,385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263,362 221,042 42,320

언론매체 활용 홍보 200,000 155,000 45,000

201 일반운영비 200,000 155,000 45,000

155,000 45,000200,00001  사무관리비

45,000200,000 155,000  ○1 일반수용비

 45,000 200,000  155,000  경정 200,000,000원

    ▷신문 방송 등 각종매체 활용 홍보

보도지원 강화 36,962 39,042 △2,080

201 일반운영비 36,962 39,042 △2,080

39,042 △2,08036,96201  사무관리비

△2,08036,962 39,042  ○1 일반수용비

△2,0808,000 10,080경정 8,000,000원    ▷홍보기록용 신문 구독

홍보위원회 및 홍보대사 운영 26,400 27,000 △600

301 일반보상금 26,400 27,000 △600

6,000 △6005,40010  행사실비보상금

△6005,400 6,000경정 5,400,000원  ○홍보위원 연수 교육여비

시 이미지 가치 제고 1,234,254 1,318,060 △83,806

시 이미지 홍보 및 광고 307,254 338,060 △30,806

201 일반운영비 228,690 254,100 △25,410

238,700 △23,870214,83001  사무관리비

△23,870210,330 234,200  ○1 일반수용비

△23,870135,330 159,200경정 135,330,000원    ▷이미지 홍보물 설치

15,400 △1,54013,86002  공공운영비

△1,5408,860 10,400  ○1 공공요금 및 제세

 △1,540 8,860  10,400  경정 8,860,000원

    ▷고속도로 홍보판 전기요금 및 안전사고

      보험료

202 여비 3,564 3,960 △396

3,960 △3963,56401  국내여비

△3963,564 3,960  ○여비

△3963,564 3,960경정 3,564,000원    ▷업무수행여비

401 시설비및부대비 75,000 80,000 △5,000

80,000 △5,00075,00004  시설비

△3,00057,000 60,000  ○시설비

 △3,000 57,000  60,000  경정 57,000,000원

    ▷고속도로 야립간판 홍보물 교체

△2,00018,000 20,000경정 18,000,000원  ○홍보물 교체

시청사 내 전광판 설치 927,000 980,000 △53,000

201 일반운영비 27,000 30,00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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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공보담당관실
정책: 시정 정책의 전략적 홍보
단위: 시 이미지 가치 제고 (단위:천원)

30,000 △3,00027,00001  사무관리비

△3,00027,000 30,000  ○1 일반수용비

 △3,000 27,000  30,000  경정 27,000,000원

    ▷시청사내 전광판 운영

401 시설비및부대비 900,000 950,000 △50,000

950,000 △50,000900,00004  시설비

 △50,000 900,000  950,000  경정 900,000,000원

  ○시청사 내 전광판 설치

정책 홍보 341,399 376,298 △34,899

행복원주 발행 156,600 174,000 △17,400

201 일반운영비 156,600 174,000 △17,400

98,400 △9,84088,56001  사무관리비

△9,84088,560 98,400  ○1 일반수용비

△9,84088,560 98,400    ▷행복원주 발행

 △9,840 76,560  86,400  경정 76,560,000원

      Ο제작 인쇄 및 발송(DM)수수료

75,600 △7,56068,04002  공공운영비

△7,56068,040 75,600  ○1 공공요금및제세

 △7,560 68,040  75,600  경정 68,040,000원

    ▷행복원주발송우편요금

홍보물 및 간행물 제작 72,900 78,400 △5,500

201 일반운영비 72,900 78,400 △5,500

78,400 △5,50072,90001  사무관리비

△5,50072,900 78,400  ○1 일반수용비

△5,5008,900 14,400경정 8,900,000원    ▷원주시 공보제작

시정방송 및 인터넷 운영 90,128 99,708 △9,580

201 일반운영비 72,020 79,588 △7,568

63,200 △6,32056,88001  사무관리비

△6,32020,880 27,200  ○1 일반수용비

△6,32020,880 27,200    ▷원주시정방송 제작

 △6,320 11,680  18,000  경정 11,680,000원

      Ο인터넷방송 및 자료관리

16,388 △1,24815,14002  공공운영비

△1,2487,940 9,188  ○1 공공요금 및 제세

△1,2487,940 9,188경정 7,940,000원    ▷유선방송 회선사용료

202 여비 5,400 6,000 △600

6,000 △6005,40001  국내여비

△6005,400 6,000경정 5,400,000원  ○업무수행여비

206 재료비 7,488 8,320 △832

8,320 △8327,48801  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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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공보담당관실
정책: 시정 정책의 전략적 홍보
단위: 정책 홍보 (단위:천원)

 △832 5,888  6,720  경정 5,888,000원

  ○시정방송아나운서 분장 미용

301 일반보상금 5,220 5,800 △580

5,800 △5805,22012  기타보상금

 △580 5,220  5,800  경정 5,220,000원

  ○시정방송 리포터 출연수당

방송장비 운영 5,040 5,600 △560

201 일반운영비 5,040 5,600 △560

2,000 △2001,80001  사무관리비

△2001,800 2,000  ○6 임차료

△2001,800 2,000경정 1,800,000원    ▷행사지원앰프

3,600 △3603,24002  공공운영비

△3603,240 3,600  ○3 시설장비유지비

△3603,240 3,600경정 3,240,000원    ▷청내방송시설

사진촬영 장비 운영 및 기록관리 전산화 16,731 18,590 △1,859

201 일반운영비 16,731 18,590 △1,859

18,590 △1,85916,73101  사무관리비

△1,85916,731 18,590  ○1 일반수용비

△1,85910,781 12,640    ▷시정홍보 사진 제작

 △1,859 1,941  3,800  경정 1,941,000원

      Ο사진(슬라이드필름, 네가필름, 메모

        리 등)

행정운영경비 78,016 81,349 △3,333

기본경비 45,933 49,266 △3,333

기본경비 45,933 49,266 △3,333

201 일반운영비 11,412 12,912 △1,500

2,220 △1,50072002  공공운영비

△540720 1,260  ○1 공공요금 및 제세

△540720 1,260경정 720,000원    ▷우편요금

△9600 960  ○2 연료비

△9600 960경정 0원    ▷사무실(난로)

202 여비 16,503 18,336 △1,833

18,336 △1,83316,50301  국내여비

△1,83316,503 18,336경정 16,503,000원  ○기본업무수행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