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공보과

정책: 시정홍보

단위: 공보기능 강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공보과

공보과 985,587 1,046,228 △60,641

시정홍보 934,741 996,522 △61,781

공보기능 강화 379,790 389,258 △9,468

시정홍보활동 358,223 369,521 △11,298

201 일반운영비 345,356 355,754 △10,398

01 사무관리비 282,476 304,874 △22,398

○일반수용비 282,476

― 시정홍보 이미지 광고 100,000

― 신문 공고료(입찰 및 재산매각 고시 등)

50,000

― 공익 캠페인 방송 자막광고

24,000

― 실과소동 신문 구독 92,160

ㆍ전국지 56,160

ㆍ지방지 24,480

ㆍ지역지 및 특수지

11,520

― 부정기 간행물 구독 7,280

― 전자신문스크랩 회선 사용료

9,036

2,000,000원*50개사

2,000,000원*25회

4,000,000원*6회

15,000원*26개사*12부*12월

10,000원*17개사*12부*12월

8,000원*10개사*12부*12월

26,000원*20부*14종

753,000원*12개월

02 공공운영비 36,000 24,000 12,000

○공공요금 및 제세 36,000

― 정보이용 ID사용료 36,0003,000,000원*12월

03 행사운영비 26,880 26,880 0

○시정 홍보 워크숍 26,880560,000원*4회*12월

202 여비 4,767 4,767 0

01 국내여비 4,767 4,767 0

○타지역 시정홍보 활동 관외여비

4,767264,800원*3명*6회

203 업무추진비 8,100 9,000 △9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100 9,000 △900

○주요 시정홍보 업무추진

8,1009,000,000원*1식*90%

영상기록물 관리 21,567 19,737 1,830

201 일반운영비 15,500 15,500 0

01 사무관리비 15,500 15,500 0

○일반수용비 15,500

― ENG카메라 비디오테잎 구입 1,800

― 주요행사 기록보존용 사진 인화

9,000

― 시정기록용 앨범 구입 900

45,000원*40개

3,000원*250매*12월

60,000원*1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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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공보과

정책: 시정홍보

단위: 공보기능 강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사진기용 후레시 건전지 구입

1,000

― 사진기 및 후레쉬 유지 보수 300

― ENG 카메라 및 편집장비 유지 보수

2,500

20,000원*50박스

50,000원*6회

2,500,000원*1대

202 여비 4,237 4,237 0

01 국내여비 4,237 4,237 0

○사진 및 영상 촬영팀 타지역 출장 관외여비

4,237264,800원*2명*8회

405 자산취득비 1,830 0 1,83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830 0 1,830

○영상편집실 프롬프터용 노트북 구입

1,8301,830,000원*1대

시정홍보 기획 554,951 607,264 △52,313

시정홍보물 제작 115,925 162,640 △46,715

201 일반운영비 115,925 162,640 △46,715

01 사무관리비 103,100 153,100 △50,000

○일반수용비 103,100

― 목포시보 발행 5,600

― 목포시정 소식지 발행

45,000

― 점자 목포시정 소식지 발행

9,000

― 시정소식 Audio Book(CD) 제작

9,000

― 초,중,고 학생을 위한 목포소개 책자 발행

4,500

― 시정발전사 책자 발행 30,000

80,000원*70회

1,500원*10,000부*3회

10,000원*300부*3회

10,000원*300개*3회

1,500원*3,000부

30,000원*1,000부

02 공공운영비 12,825 9,540 3,285

○공공요금 및 제세 12,825

― 시정소식지 발송 우편료

7,650

― 점자소식지 발송 우편료

3,285

― 시보 발송 우편료 1,890

850원*3,000부*3회

2,190원*500부*3회

270원*100부*70회

시정홍보 마켓팅 439,026 444,624 △5,598

201 일반운영비 411,352 416,800 △5,448

01 사무관리비 367,560 371,400 △3,840

○일반수용비 367,560

― 중앙방송사 시정홍보 광고

9,000

― 지방방송사 시정홍보 광고

81,000

2,000,000원*5개사*90%

30,000,000원*3개사*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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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공보과

정책: 시정홍보

단위: 시정홍보 기획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KTX 및 인천공항 공항철도 모니터 동영상

시정광고 88,000

― 움직이는 '시정영상뉴스' 제작 방영

51,600

― 대도시 행정조명 광고판 홍보광고 64,960

ㆍ서울 용산역사 광고료

63,360

ㆍ문안 교체비 1,600

― 서울지하철 1호선 차내광고 43,120

ㆍ서울지하철 1호선 차내 광고료

42,240

ㆍ광고안 제작비 880

― 영상홍보차량 세차비 480

― 고정 홍보탑 수리비

3,600

― 고정 홍보탑 문안 교체비

12,000

― 시정홍보용 사진액자 제작 및 현상비

4,000

― 교양지 및 공보지 구입(자유마당 등 6종)

4,800

― 귀성객맞이 환영 플래카드, 배너 등 제작

2,000

― 전국순회공연차량(갯돌) 외부랩핑광고

3,000

22,000,000원*5월*80%

4,300,000원*12월

6,600,000원*12월*80%

800,000원*2회

10,560,000원*5월*80%

440,000원*2매

20,000원*2회*12월

1,000,000원*4개소*90%

3,000,000원*4개소

200,000원*20점

20,000원*20부*12개월

1,000,000원*1식*2회

3,000,000원*1식

02 공공운영비 43,792 45,400 △1,608

○공공요금 및 제세 3,120

― 영상홍보차량 자동차세 60

― 영상홍보차량 환경개선부담금

340

― 영상홍보차량 자동차 보험금

500

― 영상홍보차량 동산장비 보험금

1,500

― 영상홍보차량 인터넷요금

480

― 영상홍보차량 SKY요금 240

○시설장비유지비 28,000

― 영상홍보차량 및 영상장비 유지보수비

25,000

― 영상홍보차량 랩핑 3,000

○차량선박비 12,672

― 영상홍보차량 운영 유류대

12,672

60,000원*1회

170,000원*2회

500,000원*1대

1,500,000원*1식

40,000원*1대*12월

20,000원*1대*12월

25,000,000원*1식

3,000,000원*1회

1,760원*600리터*12월

202 여비 13,770 13,770 0

01 국내여비 13,770 13,77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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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공보과

정책: 시정홍보

단위: 시정홍보 기획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시정홍보기법 벤치마킹, 목포세일즈 행사 관

외여비 4,237

○영상홍보차량 임대 출장 관외여비

9,533

264,800원*4명*4회

264,800원*2명*18회

301 일반보상금 11,054 11,054 0

09 행사실비보상금 9,114 9,114 0

○시정홍보 주부명예기자 간담회 참석 실비보상

2,108

○주부명예기자 선진지 견학

7,006

17,000원*31명*4회

113,000원*31명*2회

11 기타보상금 1,940 1,940 0

○주부명예기자 유공자 시상 500

○주부명예기자 시정홍보활동 민간보상

1,200

○시정소식지 원고료 실비보상

240

50,000원*5명*2회

30,000원*20명*2회

40,000원*2명*3회

307 민간이전 2,850 3,000 △150

02 민간경상보조금 2,850 3,000 △150

○주부명예기자 활동문집 발간 지원

2,8502,850,000원*1식

행정운영경비(공보과) 50,846 49,706 1,140

기본경비(공보과) 50,846 49,706 1,140

기본경비(공보과) 50,846 49,706 1,140

201 일반운영비 19,826 19,826 0

01 사무관리비 19,826 19,826 0

○일반수용비 12,266

― 기본사무용품비 1,400

― 복사용지 3,600

― 복사기 유지관리(토너 및 드럼 등 구입)

3,000

― 프린터 및 팩스 유지관리

4,266

○급량비 7,560

― 시정홍보 업무추진 특근급식비

5,880

― 신문스크랩 업무 특근급식비

1,680

100,000원*14명

20,000원*15박스*12월

500,000원*1대*6회

237,000원*3대*6회

7,000원*14명*5일*12월

7,000원*2명*10일*12월

202 여비 28,320 26,880 1,440

01 국내여비 28,320 26,880 1,440

○시정홍보 및 보도자료 수집 관내여비

19,200

○사진촬영 및 ENG카메라 영상촬영 관내여비

7,200

20,000원*10명*8회*12월

20,000원*2명*15회*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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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공보과

정책: 행정운영경비(공보과)

단위: 기본경비(공보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운전직 직원 관내여비

1,92010,000원*2명*8회*12월

203 업무추진비 2,700 3,000 △30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00 3,000 △300

○공보과 2,700250,000원*12월*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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