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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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공보과

공보과 1,631,924 1,542,032 89,892

시정홍보 1,571,592 1,477,480 94,112

공보기능 강화 567,717 556,818 10,899

시정홍보활동 532,093 524,553 7,540

201 일반운영비 503,793 494,753 9,040

01 사무관리비 464,793 455,753 9,040

○일반수용비 460,953

― 주요시정 이미지 홍보 광고

200,000

― 신문 공고료(입찰 및 재산매각 고시 등)

50,000

― 공익 캠페인 방송 자막광고

24,000

― 실과소동 신문 구독 137,376

ㆍ전국지 84,240

ㆍ지방지 32,400

ㆍ지역지 및 특수지

20,736

― 부정기 간행물 구독 15,600

― 전자신문스크랩 서비스 & 방송뉴스 저작권

이용료 33,977

○급량비 3,840

― 신문스크랩 작업 특근매식비

3,840

200,000,000원*1식

2,000,000원*25회

4,000,000원*6회

15,000원*36개사*13부*12월

10,000원*18개사*15부*12월

8,000원*18개사*12부*12월

26,000원*30부*20종

2,831,400원*12개월

8,000원*2명*20회*12월

02 공공운영비 39,000 39,000 0

○공공요금 및 제세 39,000

― 정보이용 ID사용료 39,0003,250,000원*12월

202 여비 3,000 4,500 △1,500

01 국내여비 3,000 4,500 △1,500

○시정홍보활동 업무추진 관외여비

3,000100,000원*3명*10회

203 업무추진비 15,300 15,3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300 15,300 0

○주요 시정홍보 업무추진

15,30017,000,000원*1식*90%

301 일반보전금 10,000 10,000 0

09 행사실비지원금 10,000 10,000 0

○시정 홍보 워크숍 10,00010,000,000원*1식

영상기록물 관리 35,624 32,265 3,359

201 일반운영비 15,394 19,492 △4,098

01 사무관리비 13,900 18,000 △4,100

○ 일반수용비 13,900



부서: 공보과

정책: 시정홍보

단위: 공보기능 강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NAS용 하드디스크 1,500

― 주요행사 기록보존용 사진 인화

5,400

― 시정기록용 앨범 구입 900

― 사진기용 스트로보 건전지 구입

1,000

― 사진기 및 스트로보 유지 보수

300

― ENG 카메라 및 편집장비 유지 보수

1,500

― 영상촬영용 드론 장비 유지 보수

1,500

― 편집기용 하드디스크 구입 1,600

― 영상 콘텐츠 제작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200

500,000원*3개

3,000원*150매*12월

60,000원*15권

20,000원*50박스

50,000원*6회

1,500,000원*1대

250,000원*2대*3회

400,000원*4개

200,000원*1개

02 공공운영비 1,494 1,492 2

○영상촬영용 드론 장비 보험료

1,254

○시정 영상 웹하드 사용료 240

1,254,000원*1식

20,000원*12회

202 여비 3,000 3,000 0

01 국내여비 3,000 3,000 0

○사진 및 영상촬영 업무추진 관외여비

3,000100,000원*3명*10회

405 자산취득비 17,230 9,773 7,457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7,230 9,773 7,457

○시정행사 촬영용 카메라 구입

14,425

○시정홍보 영상촬영 카메라용 무선마이크 구입

2,805

14,424,300원*1식

2,805,000원*1식

시정홍보 기획 1,003,875 920,662 83,213

시정홍보물 제작 188,500 188,000 500

201 일반운영비 185,100 187,100 △2,000

01 사무관리비 172,800 174,800 △2,000

○일반수용비 172,800

― 목포시보 발행 16,800

― 목포시정소식지 발행 135,000

― 점자 목포시정소식지 발행

9,000

― 시정소식 Audio Book(CD) 제작

9,000

― 시정홍보용 책자 제작 3,000

300,000원*56회

45,000,000원*3회

3,000,000원*3회

3,000,000원*3회

3,000,000원*1년

02 공공운영비 12,300 12,300 0

○공공요금 및 제세 12,300



부서: 공보과

정책: 시정홍보

단위: 시정홍보 기획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시정소식지 발송 우편료

10,200

― 시보 발송 우편료 2,100

850원*4,000부*3회

500원*75부*56회

301 일반보전금 3,400 900 2,500

12 기타보상금 3,400 900 2,500

○시정소식지 원고료 실비보상

600

○시정소식지 퀴즈풀이 당첨자 보상

300

○시정홍보 공모전 당첨자 보상

2,500

40,000원*5명*3회

10,000원*10명*3회

2,500,000원*1회

시정홍보 마켓팅 552,558 608,532 △55,974

201 일반운영비 543,558 597,312 △53,754

01 사무관리비 523,640 557,800 △34,160

○일반수용비 522,200

― 낭만항구 목포 브랜드 홍보

100,000

― 방송사 시정홍보 광고 66,000

― 중앙 방송사 홍보프로그램 제작

40,000

― 지방 방송사 기획 및 특별 프로그램 제작

80,000

― KTX 및 인천공항철도 등 시정홍보 광고

88,000

― 용산역 등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등 시정홍

보 광고 35,000

― 시정홍보 스팟 영상 제작

40,000

― 시정 영상뉴스 제작 51,600

― 시정홍보용 사진액자 제작 및 현상비

4,000

― 시정홍보용 드론 촬영 영상 제작

14,000

― 교양지 및 공보지 구입

3,600

○급량비 1,440

― 홍보기획 업무 추진 특근 급식비

1,440

100,000,000원*1식

22,000,000원*3개사

20,000,000원*2개사

20,000,000원*4개사

5,500,000원*4개소*4개월

35,000,000원*1식

20,000,000원*2회

4,300,000원*12월

200,000원*20점

700,000원*5개소*4회

20,000원*15부*12개월

8,000원*5명*3일*12월

02 공공운영비 19,918 32,912 △12,994

○공공요금 및 제세 2,590

― 영상홍보차량 자동차세 200

― 영상홍보차량 환경개선부담금

340

― 영상홍보차량 자동차 보험금

250

100,000원*2회

170,000원*2회

250,000원*1대



부서: 공보과

정책: 시정홍보

단위: 시정홍보 기획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영상홍보차량 동산장비 보험금

1,200

― 영상홍보차량 인터넷요금

360

― 영상홍보차량 SKY요금 240

○시설장비유지비 10,800

― 영상홍보차량 및 영상장비 유지보수비

7,200

― 고정 홍보탑 수리비

3,600

○차량선박비 6,528

― 영상홍보차량 운영 유류대

6,528

1,200,000원*1식

30,000원*1대*12월

20,000원*1대*12월

8,000,000원*1식*90%

1,000,000원*4개소*90%

1,360원*400리터*12월

202 여비 7,000 9,000 △2,000

01 국내여비 7,000 9,000 △2,000

○시정홍보기법 벤치마킹, 목포세일즈 행사 관

외여비 4,000

○영상홍보차량 출장 여비 3,000

100,000원*4명*10회

100,000원*2명*15회

206 재료비 2,000 0 2,000

01 재료비 2,000 0 2,000

○영상홍보차량 및 영상장비 관리 운영 재료 구

입 2,0002,000,000원*1식

SNS 시정홍보 활성화 262,817 124,130 138,687

101 인건비 26,030 25,553 477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6,030 25,553 477

○SNS시정홍보 업무보조 23,582

― 기본급 17,580

― 주휴수당 3,628

― 간식비 504

― 생활임금보전수당 1,102

― 연차수당 768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기관부담금 2,448

―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788

―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63

― 국민연금 부담금 1,034

― 고용보험 부담금 345

― 산재보험 부담금 218

69,760원*1명*252일

69,760원*1명*52일

2,000원*1명*252일

91,760원*1명*12월

69,760원*1명*11일

1,913,070원*3.43%*12월

60,960원*8.51%*12월

1,913,070원*4.5%*12월

1,913,070원*1.5%*12월

1,913,070원*0.946%*12월

201 일반운영비 172,560 65,290 107,270

01 사무관리비 155,630 61,290 94,340

○ 일반수용비 149,300

― SNS 공식채널 온라인 홍보 3,000250,000원*12월



부서: 공보과

정책: 시정홍보

단위: 시정홍보 기획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SNS 공식채널 홍보물 제작

2,000

― SNS 공식채널 대표이미지 제작

1,000

― SNS 콘텐츠 제작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프

로그램) 8,000

ㆍ이미지 4,000

ㆍ동영상 4,000

― SNS 콘텐츠 제작용 이미지파일 라이센스 구

입 500

― SNS 웹툰 제작 12,000

― 민간인 유공자 표창패 제작

200

― 시 공식 블로그 운영 유지비

36,000

― 온라인 시정홍보(포털광고 등)

86,400

― 블로그 공모전 시상패 제작

200

○유튜브 영상 제작 운영물품 구입 및 유지관리 2,940

― 배경 스크린, 조명, 연결소켓 등

2,940

○ 운영수당 1,950

― SNS 전문가교육 외래강사료 1,950

ㆍ기본료 1,500

ㆍ여비 450

○ 급량비 1,440

― SNS업무추진 특근급식비

1,440

2,000,000원*1회

250,000원*4회

1,000,000원*4개

1,000,000원*4개

500,000원*1개

1,000,000원*12회

50,000원*2명*2회

3,000,000원*12월

7,200,000원*12월

50,000원*4명*1회

2,940,000원*1식

500,000원*1명*3회

150,000원*1명*3회

8,000원*3명*5일*12월

02 공공운영비 6,930 0 6,930

○ 문자서비스 발송비(LMS텍스트)

6,93038.5원*5,000명*36회

03 행사운영비 10,000 4,000 6,000

○ SNS 서포터즈 및 블로그기자단 소양교육

600

○ SNS 주부기자 관광목포 대도시권 홍보활동

6,000

○ 팸투어 및 문화탐방 3,400

200,000원*3회

150,000원*20명*2회

100,000원*34명*1회

301 일반보전금 41,667 32,787 8,880

09 행사실비지원금 5,120 4,440 680

○ SNS 서포터즈 및 블로그기자단 소양교육 참

석자 실비보상 4,440

○ 시정홍보 SNS 주부기자 간담회 참석 실비보

상 680

555,000원*8회

17,000원*20명*2회

12 기타보상금 36,547 28,347 8,200

○ SNS 서포터즈 활동 원고료 11,547



부서: 공보과

정책: 시정홍보

단위: 시정홍보 기획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일반 활동 10,800

― 관외자 활동 747

○ 블로그 기자단 활동 원고료

9,600

○ SNS 민간인 취재 지원 보상금

1,200

○ SNS 주부기자 시정홍보활동 민간보상

1,200

○ SNS 공식채널 이벤트 시상 3,000

○ 블로그 및 동영상 공모전 시상

10,000

30,000원*30명*12월

747,000원*1회

40,000원*20명*12월

50,000원*2명*12월

30,000원*20명*2회

250,000원*12월

10,000,000원*1회

303 포상금 500 500 0

01 포상금 500 500 0

○ SNS 시정홍보 우수공무원 시상금

500500,000원*1회

405 자산취득비 22,060 0 22,06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2,060 0 22,060

○ 유튜브 영상촬영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2,500

○ 유튜브 영상 제작 및 편집용 컴퓨터 구입

19,560

2,500,000원*1식

4,890,000원*4대

행정운영경비(공보과) 60,332 64,552 △4,220

기본경비(공보과) 60,332 64,552 △4,220

기본경비(공보과) 60,332 64,552 △4,220

201 일반운영비 24,800 27,772 △2,972

01 사무관리비 24,800 27,772 △2,972

○일반수용비 14,816

― 기본 사무용품비 1,500

― 기본 청소용품비 150

― 복사용지 구입 5,520

― 복사기 유지관리 500

― 토너 및 드럼 등 구입 2,880

― 프린터 및 팩스 유지관리

4,266

○급량비 9,984

― 시정홍보 업무추진 특근급식비

9,984

100,000원*15명

150,000원*1회

23,000원*20박스*12월

500,000원*1대

480,000원*1대*6회

237,000원*3대*6회

8,000원*13명*8회*12월

202 여비 32,832 34,080 △1,248

01 국내여비 32,832 34,080 △1,248

○시정홍보 및 보도자료 수집 관내여비

23,760

○사진촬영 및 ENG카메라 영상촬영 관내여비

6,480

20,000원*11명*10회*12월*90%

20,000원*2명*15회*12월*90%



부서: 공보과

정책: 행정운영경비(공보과)

단위: 기본경비(공보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운전직 직원 관내여비

2,59210,000원*2명*12회*12월*90%

203 업무추진비 2,700 2,700 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00 2,700 0

○공보과 2,700250,000원*12월*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