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08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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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담당관실 1,866,279 1,917,031 △50,752

시정 정책의 전략적 홍보 1,791,263 1,839,015 △47,752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260,362 263,362 △3,000

홍보위원회 및 홍보대사 운영 23,400 26,400 △3,000

301 일반보상금 23,400 26,400 △3,000

12  기타보상금

  ○원주시 홍보대사 활동비

21,000 △3,00018,000

△3,0009,000 12,000경정 9,000,000원

시 이미지 가치 제고 1,213,262 1,234,254 △20,992

시 이미지 홍보 및 광고 289,584 307,254 △17,670

201 일반운영비 221,690 228,690 △7,000

01  사무관리비

  ○1 일반수용비

    ▷이미지 홍보물 설치

214,830 △7,000207,830

△7,000203,330 210,330

△7,000128,330 135,330경정 128,330,000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64,330 75,000 △10,670

04  시설비

  ○시설비

    ▷고속도로 야립간판 홍보물 교체

75,000 △10,67064,330

△10,67046,330 57,000

 △10,670 46,330  57,000  경정 46,330,000원

시청사 내 전광판 설치 923,678 927,000 △3,322

401 시설비및부대비 896,678 900,000 △3,322

04  시설비

  ○시청사 내 전광판 설치

900,000 △3,322896,678

 △3,322 896,678  900,000  경정 896,678,000원

정책 홍보 317,639 341,399 △23,760

행복원주 발행 152,600 156,600 △4,000

201 일반운영비 152,600 156,600 △4,000

02  공공운영비

  ○1 공공요금및제세

    ▷행복원주발송우편요금

68,040 △4,00064,040

△4,00064,040 68,040

 △4,000 64,040  68,040  경정 64,040,000원

홍보물 및 간행물 제작 65,900 72,900 △7,000

201 일반운영비 65,900 72,900 △7,000

01  사무관리비

  ○1 일반수용비

72,900 △7,00065,900

△7,00065,900 72,90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부서: 공보담당관실
정책: 시정 정책의 전략적 홍보
단위: 정책 홍보 (단위:천원)

    ▷시정홍보물 제작(전부서)

      Ο2008 주요업무계획 책자 발간

△7,00057,000 64,000

 △7,000 0  7,000  경정 0원

시정방송 및 인터넷 운영 86,208 90,128 △3,920

201 일반운영비 69,020 72,020 △3,000

02  공공운영비

  ○3 시설장비 유지비

    ▷시정방송시설 장비유지비

15,140 △3,00012,140

△3,0004,200 7,200

 △3,000 4,200  7,200  경정 4,200,000원

301 일반보상금 4,300 5,220 △920

12  기타보상금

  ○시정방송 리포터 출연수당

5,220 △9204,300

 △920 4,300  5,220  경정 4,300,000원

방송장비 운영 200 5,040 △4,840

201 일반운영비 200 5,040 △4,840

01  사무관리비

  ○6 임차료

    ▷행사지원앰프

02  공공운영비

  ○3 시설장비유지비

    ▷청내방송시설

1,800 △1,600200

△1,600200 1,800

△1,600200 1,800경정 200,000원

3,240 △3,2400

△3,2400 3,240

△3,2400 3,240경정 0원

사진촬영 장비 운영 및 기록관리 전산화 12,731 16,731 △4,000

201 일반운영비 12,731 16,731 △4,000

01  사무관리비

  ○1 일반수용비

    ▷기록관리 전산화

      Ο시정,의회기록용 비디오 테이프(일반

        테이프외 2종)

16,731 △4,00012,731

△4,00012,731 16,731

△4,0001,950 5,950

 △4,000 1,950  5,950  경정 1,950,000원

행정운영경비 75,016 78,016 △3,000

인력운영비 29,083 32,083 △3,000

인력운영비 29,083 32,083 △3,000

101 인건비 26,083 29,083 △3,000

02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29,083 △3,00026,083

△3,00026,083 29,083경정 26,083,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