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공보과
정책: 시정홍보
단위: 공보기능 강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공보과 993,713 1,095,363 △101,650

시정홍보 941,733 1,037,943 △96,210

공보기능 강화 396,142 441,072 △44,930

시정홍보활동 357,928 399,508 △41,580

201 일반운영비 308,944 340,544 △31,600

01 사무관리비 284,944 316,544 △31,600

  ○ 일자리 창출 세출절감              △31,600                  0         △31,600  경정 284,944,000원 - 기정 316,544,000원

202 여비 5,644 6,264 △620

01 국내여비 5,644 6,264 △620

  ○ 일자리 창출 세출절감                 △620                  0            △620  경정 5,644,000원 - 기정 6,264,000원

301 일반보상금 40,640 50,000 △9,360

10 행사실비보상금 40,640 50,000 △9,360

  ○ 일자리 창출 세출절감               △9,360                  0          △9,360  경정 40,640,000원 - 기정 50,000,000원

영상기록물 관리 38,214 41,564 △3,350

201 일반운영비 24,570 27,300 △2,730

01 사무관리비 24,570 27,300 △2,730

  ○ 일자리 창출 세출절감               △2,730                  0          △2,730  경정 24,570,000원 - 기정 27,300,000원

202 여비 5,644 6,264 △620

01 국내여비 5,644 6,264 △620

  ○ 일자리 창출 세출절감                 △620                  0            △620  경정 5,644,000원 - 기정 6,264,000원

시정홍보 기획 545,591 596,871 △51,280

시정홍보물 제작 59,430 64,750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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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공보과
정책: 시정홍보
단위: 시정홍보 기획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 일반운영비 59,430 64,750 △5,320

01 사무관리비 47,930 53,250 △5,320

  ○ 일자리 창출 세출절감               △5,320                  0          △5,320  경정 47,930,000 - 기정 53,250,000원

시정홍보 마켓팅 486,161 532,121 △45,960

201 일반운영비 426,175 473,475 △47,300

01 사무관리비 386,207 411,340 △25,133

  ○ 일자리 창출 세출절감              △25,133                  0         △25,133  경정 386,207,000원 - 기정 411,340,000원

02 공공운영비 39,968 62,135 △22,167

  ○ 일자리 창출 세출절감              △22,167                  0         △22,167  경정 39,968,000원 - 기정 62,135,000원

202 여비 25,056 19,836 5,220

01 국내여비 25,056 19,836 5,220

  ○ 일자리 창출 세출절감               △1,980                  0          △1,980

  ○F1대회 지원 영상홍보차량 운영 여비                 7,200                  0            7,200

  경정 17,856,000원 - 기정 19,836,000원

  60,000원*2명*60일

301 일반보상금 9,190 10,210 △1,020

10 행사실비보상금 8,990 9,710 △720

  ○ 일자리 창출 세출절감                 △720                  0            △720  경정 8,990,000원 - 기정 9,710,000원

12 기타보상금 200 500 △300

  ○ 일자리 창출 세출절감                 △300                  0            △300  경정 200,000원 - 기정 500,000원

307 민간이전 25,740 28,600 △2,860

02 민간경상보조 3,240 3,600 △360

  ○ 일자리 창출 세출절감                 △360                  0            △360  경정 3,240,000원 - 기정 3,600,000원

04 민간행사보조 22,500 25,000 △2,500

  ○ 일자리 창출 세출절감               △2,500                  0          △2,500  경정 22,500,000원 - 기정 25,000,000원

행정운영경비(공보과) 51,980 57,420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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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공보과
정책: 행정운영경비(공보과)
단위: 기본경비(공보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기본경비(공보과) 48,980 54,420 △5,440

기본경비(공보과) 48,980 54,420 △5,440

201 일반운영비 19,820 22,020 △2,200

01 사무관리비 19,820 22,020 △2,200

  ○ 일자리 창출 세출절감               △2,200                  0          △2,200  경정 19,820,000원 - 기정 22,020,000원

202 여비 29,160 32,400 △3,240

01 국내여비 29,160 32,400 △3,240

  ○ 일자리 창출 세출절감               △3,240                  0          △3,240  경정 29,160,000원 - 기정 32,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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