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11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시정홍보실 ~ 시정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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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시정홍보실 1,377,364 1,444,884 △67,520

시정 정책의 전략적 홍보 1,303,874 1,361,394 △57,520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344,837 349,837 △5,000

홍보위원회 및 홍보대사 운영 36,000 41,000 △5,000

301 일반보상금 36,000 41,000 △5,000

12 기타보상금 25,000 30,000 △5,000

  ○원주시 홍보대사 활동보상
               25,000             30,000          △5,000      경정 25,000,000원

정책 홍보 484,868 506,168 △21,300

행복원주 발행 155,330 161,730 △6,400

201 일반운영비 155,330 161,730 △6,400

01 사무관리비 86,210 92,610 △6,400

  ○1 일반수용비                86,210             92,610          △6,400

    ▷행복원주 발행                83,510             89,910          △6,400

      Ο제작 인쇄 및 발송(DM)수수료
               72,000             76,400          △4,400

      Ο게재원고료(시민명예기자, 전문인)
                6,640              8,640          △2,000

          경정 72,000,000원

          경정 6,640,000원

홍보물 및 간행물 제작 128,600 135,600 △7,000

201 일반운영비 128,600 135,600 △7,000

01 사무관리비 128,600 135,600 △7,000

  ○1 일반수용비               128,600            135,600          △7,000

    ▷시정홍보 동영상물 제작(DVD2000매)
               88,000             95,000          △7,000        경정 88,000,000원

시정방송 및 인터넷 운영 127,450 135,350 △7,900

206 재료비 6,276 7,776 △1,500

01 재료비 6,276 7,776 △1,500

  ○시정방송아나운서 분장.미용
                6,276              7,776          △1,500      경정 6,276,000원

301 일반보상금 9,200 15,600 △6,400

12 기타보상금 9,200 15,600 △6,400

  ○시정방송 제작 외부인력 보상금
                6,400             10,400          △4,000

  ○시정방송 수화 보상금                 2,800              5,200          △2,400

      경정 6,400,000원

  경정 2,800,000원

국제교류활성화 186,213 217,433 △31,220

국제자매우호도시교류 185,713 213,933 △28,220

301 일반보상금 21,870 50,090 △28,220

07 민간인국외여비 9,280 27,500 △18,220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
                9,280             27,500         △18,220      경정 9,280,000원



부서: 시정홍보실
정책: 시정 정책의 전략적 홍보
단위: 국제교류활성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08 외빈초청여비 12,590 22,590 △10,000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공식초청
               12,590             22,590         △10,000      경정 12,590,000원

국제자매도시기념사업 500 3,500 △3,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0 3,000 △3,000

01 시설비 0 3,000 △3,000

  ○자매도시 기념사업 시설물 정비                     0              3,000          △3,000  경정 0원

행정운영경비 73,490 83,490 △10,000

인력운영비 31,646 41,646 △10,000

인력운영비 31,646 41,646 △10,000

101 인건비 31,646 41,646 △10,000

01 보수 31,646 41,646 △10,000

  ○시간외근무수당                28,031             38,031         △10,000  경정 28,031,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