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시정홍보실

정책: 시정 정책의 전략적 홍보

단위: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5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시정홍보실

시정홍보실 1,472,755 1,488,363 △15,608

시정 정책의 전략적 홍보 1,403,319 1,418,927 △15,608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417,840 425,480 △7,640

보도지원 강화 48,884 49,880 △996

405 자산취득비 4,004 5,000 △996

01 자산및물품취득비 4,004 5,000 △996

○브리핑룸 빔프로젝트 설치 4,004 5,000 △996경정 4,004,000원

홍보위원회 및 홍보대사 운영 38,956 45,600 △6,644

301 일반보상금 38,956 45,600 △6,644

09 행사실비보상금 17,956 21,600 △3,644

○홍보위원 연수활동 보상 5,878 7,200 △1,322

○홍보위원 선진지 견학 5,878 7,200 △1,322

○홍보위원 회의참석 보상 6,200 7,200 △1,000

경정 5,878,000원

경정 5,878,000원

경정 6,200,000원

11 기타보상금 21,000 24,000 △3,000

○원주시 홍보대사 활동보상

21,000 24,000 △3,000경정 21,000,000원

시 이미지 가치 제고 459,376 462,336 △2,960

시 이미지 홍보 및 광고 459,376 462,336 △2,960

301 일반보상금 3,040 6,000 △2,960

09 행사실비보상금 740 3,000 △2,260

○SNS서포터즈 회의참석수당 및 실비보상

740 3,000 △2,260경정 740,000원

11 기타보상금 2,300 3,000 △700

○바이럴마케팅 공모전 시상금

2,300 3,000 △700경정 2,300,000원

정책 홍보 526,103 531,111 △5,008

행복원주 발행 207,978 220,978 △13,000

201 일반운영비 207,978 220,978 △13,000

01 사무관리비 134,538 147,538 △13,000

○1 일반수용비 134,538 147,538 △13,000

▷행복원주 발행 129,438 142,438 △13,000

Ο 제작 인쇄 및 발송(DM)수수료

116,888 129,888 △13,000경정 116,888,000원

시정방송 및 인터넷 운영 198,265 187,773 10,492

201 일반운영비 113,193 114,213 △1,020

01 사무관리비 1,600 2,620 △1,020

○4 피복비 1,600 2,620 △1,020

▷시정방송 방한복 구입비 600 1,620 △1,020경정 600,000원

405 자산취득비 36,512 25,000 11,512



부서: 시정홍보실

정책: 시정 정책의 전략적 홍보

단위: 정책 홍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01 자산및물품취득비 36,512 25,000 11,512

○시정방송 외장스토리지 구입(32TB*2)

7,712 8,000 △288

○시정방송 NAS스토리지 교체

9,700 12,000 △2,300

○의회방송 송출용 장비(인코더)

14,100 0 14,100

경정 7,712,000원

경정 9,700,000원

4,700,000원*3개

사진촬영 장비 운영 및 기록관리 23,640 26,140 △2,500

201 일반운영비 11,640 14,140 △2,500

01 사무관리비 10,640 13,140 △2,500

○1 일반수용비 10,640 13,140 △2,500

▷시정홍보 사진 제작 10,640 13,140 △2,500

Ο 대외홍보용 사진 제작 2,000 4,500 △2,500경정 2,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