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공보담당관

정책: 시정정책의 전략적 홍보

단위: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 언론홍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공보담당관 ~ 에너지담당관

공보담당관 1,548,720 1,544,603 4,117

시정정책의 전략적 홍보 1,487,220 1,478,183 9,037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 언론홍보 1,306,200 1,197,615 108,585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1,297,200 1,190,034 107,166

201 일반운영비 1,263,100 1,147,480 115,620

01 사무관리비 1,229,100 1,113,280 115,820

○ 전반적인 시정 홍보 1,229,100

－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 110,000

－ 미디어매체 등 활용 홍보 98,000

－ 와이드조명광고 활용 홍보 28,000

－ 종합 화보집, 홍보물 제작 25,000

－ 법정공고 수수료 13,000

－ 통신사 배너홍보 37,000

－ 시정뉴스 제작 50,000

－ 주요언론 등 시정홍보 400,000

－ 행사 및 축제홍보 90,000

－ 언론사 발행책자(연감) 홍보 8,500

－ 군산비전 및 시 이미지 종합홍보 90,000

－ 주요시정 홍보 캠페인 등 제작 120,000

－ 전국 단위 언론 기획 홍보 150,000

－ 열린시정 열린군산 우편발송 라벨 제작 9,600

02 공공운영비 34,000 34,200 △200

○ 열린시정 열린군산 우편발송 등 34,000

202 여비 5,700 7,144 △1,444

01 국내여비 5,700 7,144 △1,444

○ 시정소식지 및 미디어 홍보 자료 수집 5,700

203 업무추진비 28,400 32,410 △4,01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400 32,410 △4,010

○ 주요시정 홍보 업무추진 26,000

○ 지역현안사업 홍보 2,400

언론 홍보실 운영 관리 9,000 7,581 1,419

201 일반운영비 7,000 7,581 △581

01 사무관리비 7,000 7,581 △581

○ 브리핑룸 운영경비 5,000

○ 브리핑룸 복사기 임대 2,000

405 자산취득비 2,000 0 2,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 0 2,000

○ 집기(냉장고/의자) 구입 2,000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 마케팅화 181,020 280,568 △99,548



부서: 공보담당관

정책: 시정정책의 전략적 홍보

단위: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 마케팅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보도 및 홍보 지원에 따른 기반구축 181,020 280,568 △99,548

201 일반운영비 167,000 245,000 △78,000

01 사무관리비 167,000 245,000 △78,000

○ 군산시 시정홍보 영상 제작 40,000

○ 시정홍보 게시판(1층) 운영관리 5,000

○ 사진 및 영상 촬영기 소모품 구입 및 수선 6,000

○ 언론지 구독 및 보도기사 스크랩 41,000

－ 중앙지 등 간행물 구독료 14,000

－ 지방지 등 구독료 7,000

－ 언론 기사 스크랩 프로그램사용료(저작권) 20,000

○ 홍보영상 제작용 소프트웨어 구입 4,000

○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 사용료(저작권) 3,000

○ 군산시 사이버기자단 원고료 28,000

○ 군산시 블로그 운영 40,000

202 여비 4,100 5,144 △1,044

01 국내여비 4,100 5,144 △1,044

○ 각종 행사촬영 업무추진 4,100

301 일반보전금 9,920 20,924 △11,004

09 행사실비지원금 2,920 2,924 △4

○ 열린시정 열린군산 리포터 취재활동 보상금 2,920

12 기타보상금 7,000 18,000 △11,000

○ 군산시 사이버기자단 워크숍 4,000

○ SNS 이벤트 3,000

행정운영경비(공보담당관) 61,500 66,420 △4,920

기본경비(공보담당관) 32,900 37,820 △4,920

기본경비(공보담당관) 32,900 37,820 △4,920

201 일반운영비 19,000 22,400 △3,400

01 사무관리비 12,000 13,400 △1,400

○ 일반행정 업무추진 기본경비 12,000

02 공공운영비 7,000 9,000 △2,000

○ 공공요금 및 제세 3,000

○ 대강당 음향 및 영상시설 유지보수 1,000

○ 관용차량 유류비 및 유지보수 3,000

202 여비 9,600 12,000 △2,400

01 국내여비 9,600 12,000 △2,400

○ 일반행정 업무추진 9,600

203 업무추진비 4,300 3,420 88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00 3,420 88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00



부서: 공보담당관

정책: 행정운영경비(공보담당관)

단위: 인력운영비(공보담당관)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인력운영비(공보담당관) 28,600 28,600 0

인력운영비 28,600 28,600 0

101 인건비 28,600 28,600 0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8,600 28,600 0

○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28,600

－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및 4대보험 25,480

－ 연가보상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3,120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감사담당관

정책: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수행

단위: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수행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공보담당관 ~ 에너지담당관

감사담당관 149,158 173,961 △24,803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수행 111,698 128,691 △16,993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수행 111,698 128,691 △16,993

자체감사 47,198 56,791 △9,593

201 일반운영비 5,600 6,300 △700

01 사무관리비 5,600 6,300 △700

○ 감사업무 추진 2,700

○ 상급기관 수감업무 추진 900

○ 특정감사(보조금 등) 추진 2,000

202 여비 28,000 35,500 △7,500

01 국내여비 28,000 35,500 △7,500

○ 감사업무 추진(보조금 등 특정감사) 20,000

○ 공직감찰(청탁금지 등) 점검 8,000

203 업무추진비 2,400 2,700 △3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0 2,700 △300

○ 감사업무 추진 2,400

308 자치단체등이전 11,198 11,291 △93

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1,198 11,291 △93

○ 청백-e(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지원 11,198

청렴행정 구현 54,900 57,900 △3,000

201 일반운영비 53,900 54,900 △1,000

01 사무관리비 53,900 54,900 △1,000

○ 익명제보시스템 운영 7,000

○ 청렴교육 추진 21,900

－ 청렴외부 강사 특강 추진 1,900

－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 등 20,000

○ 시민감사관 회의수당 25,000

301 일반보전금 1,000 1,000 0

12 기타보상금 1,000 1,000 0

○ 부조리 신고 보상금 1,000

현장중심 원가심사 및 기술감사 9,600 14,000 △4,400

201 일반운영비 4,800 8,000 △3,200

01 사무관리비 4,800 8,000 △3,200

○ 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도서구입 및 연찬회 4,800

－ 도서구입 및 협회 가입 1,800

－ 기술연찬회 개최 3,000

202 여비 4,800 6,000 △1,200

01 국내여비 4,800 6,000 △1,200



부서: 감사담당관

정책: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수행

단위: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수행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현장중심 원가심사(일상감사) 및 기술감사 4,800

선진 납세자보호행정 구현 13,360 19,500 △6,140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13,360 19,500 △6,140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 13,360 19,500 △6,140

201 일반운영비 8,560 13,500 △4,940

01 사무관리비 8,560 13,500 △4,940

○ 납세자보호 업무 추진 4,000

○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책자 등 제작 1,500

○ 홍보 전단지 및 리플릿 등 제작 1,800

○ 성실납세자 표창패 제작 900

○ 우수 마을세무사 표창패 제작 360

202 여비 4,800 6,000 △1,200

01 국내여비 4,800 6,000 △1,200

○ 납세자 보호업무 추진 4,800

행정운영경비(감사담당관) 24,100 25,770 △1,670

기본경비(감사담당관) 24,100 25,770 △1,670

기본경비(감사담당관) 24,100 25,770 △1,670

201 일반운영비 19,800 22,920 △3,120

01 사무관리비 19,800 22,920 △3,120

○ 신문 구독료 2,700

○ 특근매식비 10,000

○ 복사기 임차비용 7,100

203 업무추진비 4,300 2,850 1,45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00 2,850 1,45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00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에너지담당관

정책: 에너지 수급 안정

단위: 에너지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공보담당관 ~ 에너지담당관

에너지담당관 19,083,325 29,473,904 △10,390,579

국 2,737,560

도 4,906,312

시 11,439,453

에너지 수급 안정 19,012,205 29,432,634 △10,420,429

국 2,737,560

도 4,906,312

시 11,368,333

에너지 관리 19,012,205 29,432,634 △10,420,429

국 2,737,560

도 4,906,312

시 11,368,333

도서발전소 운영 관리 2,291,690 2,405,788 △114,098

101 인건비 1,095,265 1,187,363 △92,098

02 기타직보수 1,095,265 1,187,363 △92,098

○ 기본급 470,977

－ 기능6급상당(2명) 103,814

－ 기능7급상당(8명) 367,163

○ 상여금 39,249

－ 정근수당 39,249

○ 가족수당 12,000

－ 배우자 4,800

－ 부양가족 7,200

○ 정근수당 가산금 14,880

－ 20년이상~25년미만 3,960

－ 25년이상 10,920

○ 대우수당 19,311

○ 위험근무수당 4,920

－ 을종 600

－ 병종 4,320

○ 특수지근무수당 4,800

○ 기술정보수당 4,680

○ 직급보조비 18,840

－ 기능6급상당 3,960

－ 기능7급상당 14,880

○ 정액급식비 15,600

○ 명절휴가비 47,098

○ 연가보상비 19,127

○ 시간외수당 73,852

－ 기능6급상당(2명) 14,403

－ 기능7급상당(8명) 59,449

○ 야간근무수당 32,526

○ 휴일근무수당 64,315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에너지담당관

정책: 에너지 수급 안정

단위: 에너지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공보담당관 ~ 에너지담당관

○ 고용보험료 부담금 18,734

○ 산재보험료 부담금 6,831

○ 건강보험 부담금 13,501

○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1,342

○ 국민연금 부담금 28,362

○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중간퇴직정산 184,320

201 일반운영비 438,225 430,975 7,250

01 사무관리비 52,925 50,675 2,250

○ 도서발전소 운영 13,500

○ 유류선박 임차비 30,000

○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피복비 4,000

○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재해보장성 보험가입 3,425

○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건강검진(만30세 이상) 2,000

02 공공운영비 373,300 368,300 5,000

○ 공공요금 및 제세 5,000

○ 도서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검사 수수료 15,000

○ 도서 전기요금고지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0,000

○ 도서발전소 시설장비 유지비 20,000

○ 도서발전소 시설장비 유지비(유류) 323,300

－ 경유 320,000

－ 윤활유 3,300

04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2,000 12,000 0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2,000

202 여비 1,600 2,000 △400

01 국내여비 1,600 2,000 △400

○ 도서발전소 운영 업무추진 1,600

206 재료비 40,000 60,000 △20,000

01 재료비 40,000 60,000 △20,000

○ 발전소용 각종 부품비 40,000

301 일반보전금 3,600 6,000 △2,400

12 기타보상금 3,600 6,000 △2,400

○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출장(회의) 및 교육참

석 보상금 등 3,600

303 포상금 37,000 37,000 0

02 성과상여금 37,000 37,000 0

○ 성과상여금 37,000

－ 6급상당(2명) 8,000

－ 7급상당(8명) 29,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76,000 677,000 △1,000

01 시설비 674,000 674,000 0



부서: 에너지담당관

정책: 에너지 수급 안정

단위: 에너지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전기시설물 긴급 복구공사 50,000

○ 도서발전소(관리도, 방축도) 시설물 보수 200,000

○ 도서발전소(관리도, 방축도) 배전설비 교체

공사 100,000

○ 도서발전소 내연발전기 계획 예방정비 324,000

03 시설부대비 2,000 3,000 △1,000

○ 도서발전소 시설공사 시설부대비 2,000

지역에너지 관리 14,800 13,400 1,400

도 3,800

시 11,000

201 일반운영비 5,600 2,600 3,000

도 2,800

시 2,800

01 사무관리비 5,600 2,600 3,000

○ 에너지 관리업무 추진 5,600

－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등 5,600

도 2,800

시 2,800

202 여비 9,200 10,800 △1,600

도 1,000

시 8,200

01 국내여비 7,200 9,000 △1,800

○ 에너지 관리업무 추진 7,200

04 국제화여비 2,000 1,800 200

○ 지역에너지사업 전문화 교육 2,000

도 1,000

시 1,000

신재생에너지보급 143,530 432,620 △289,090

도 85,120

시 58,410

201 일반운영비 4,810 6,000 △1,190

01 사무관리비 4,810 6,000 △1,190

○ 신재생에너지보급 업무 추진 4,810

－ 신재생에너지 홍보물 제작 4,000

－ 신재생에너지보급 업무 추진 810

202 여비 3,600 6,000 △2,400

01 국내여비 3,600 6,000 △2,400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업무 추진 3,6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2,500 348,000 △285,500

도 62,500

01 시설비 62,500 348,000 △285,500

○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62,500

도 62,500



부서: 에너지담당관

정책: 에너지 수급 안정

단위: 에너지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2 민간자본이전 72,620 72,620 0

도 22,620

시 50,000

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72,620 72,620 0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72,620

도 22,620

시 50,000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주택 및 상가) 3,643,155 3,444,722 198,433

국 2,271,490

시 1,371,665

402 민간자본이전 3,643,155 3,444,722 198,433

국 2,271,490

시 1,371,665

03 민간위탁사업비 3,643,155 3,444,722 198,433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동부권) 3,643,155

국 2,271,490

시 1,371,665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공공청사) 178,375 671,094 △492,719

국 70,870

시 107,505

401 시설비및부대비 178,375 671,094 △492,719

국 70,870

시 107,505

01 시설비 167,175 653,894 △486,719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공공청사) 167,175

국 66,870

시 100,305

02 감리비 10,000 16,000 △6,000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공공청사) 10,000

국 4,000

시 6,000

03 시설부대비 1,200 1,200 0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공공청사) 1,200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25,800 147,060 △121,260

도 7,740

시 18,06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5,800 147,060 △121,260

도 7,740

시 18,06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5,800 147,060 △121,260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25,800

도 7,740

시 18,060

도시가스 공급사업 1,293,600 1,000,000 293,600

도 388,080



부서: 에너지담당관

정책: 에너지 수급 안정

단위: 에너지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시 905,52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293,600 1,000,000 293,600

도 388,080

시 905,52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293,600 1,000,000 293,600

○ 도시가스 공급사업 1,293,600

도 388,080

시 905,520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34,805 31,300 3,505

도 11,572

시 23,233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4,805 31,300 3,505

도 11,572

시 23,233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4,805 31,300 3,505

○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 23,500

도 7,050

시 16,450

○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 11,305

도 4,522

시 6,783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589,450 909,086 △319,636

국 395,200

시 194,250

401 시설비및부대비 589,450 909,086 △319,636

국 395,200

시 194,250

01 시설비 587,450 909,086 △321,636

○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저소득층 지원사업) 507,450

－ 일반주택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 180,000

국 126,000

시 54,000

－ 임대아파트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 180,000

국 126,000

시 54,000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도매입아파트 취약계

층 LED 교체사업 147,450

국 103,200

시 44,250

○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복지시설 지원사업) 80,000

국 40,000

시 40,000

03 시설부대비 2,000 0 2,000

○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 시설부대비 2,000

신재생에너지 사업 277,000 265,000 12,000

도 30,000

시 247,000



부서: 에너지담당관

정책: 에너지 수급 안정

단위: 에너지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 일반운영비 27,000 30,000 △3,000

01 사무관리비 27,000 30,000 △3,000

○ 신재생에너지관련 업무추진 27,000

202 여비 12,000 15,000 △3,000

01 국내여비 12,000 15,000 △3,000

○ 신재생에너지관련 업무 추진 12,000

207 연구개발비 80,000 0 80,000

도 30,000

시 50,000

01 연구용역비 80,000 0 80,000

○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80,000

도 30,000

시 50,000

307 민간이전 58,000 40,000 18,0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58,000 40,000 18,000

○ 대형 해상풍력터빈 해상 실증 기술개발(국도

비직접지원) 40,000

○ 신재생에너지포럼 18,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100,000 180,000 △80,000

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 180,000 △80,000

○ 신재생에너지 국제박람회 개최(도비직접지원

) 100,000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 2,400,000 3,250,000 △850,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2,400,000 0 2,400,000

07 자치단체간부담금 2,400,000 0 2,400,000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사

업(국도비직접지원) 2,400,000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400,000 0 400,000

306 출연금 400,000 0 400,000

01 출연금 400,000 0 400,000

○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사

업(국도비직접지원) 400,000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1,150,000 0 1,150,000

306 출연금 1,150,000 0 1,150,000

01 출연금 1,150,000 0 1,150,000

○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

연구기반 구축사업(국도비직접지원) 1,150,000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6,570,000 0 6,570,000

도 4,380,000

시 2,190,000



부서: 에너지담당관

정책: 에너지 수급 안정

단위: 에너지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306 출연금 6,570,000 0 6,570,000

도 4,380,000

시 2,190,000

01 출연금 6,570,000 0 6,570,000

○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국비직접지

원) 6,570,000

도 4,380,000

시 2,190,000

행정운영경비(에너지담당관) 67,000 37,050 29,950

기본경비(에너지담당관) 67,000 37,050 29,950

기본경비(에너지담당관) 67,000 37,050 29,950

201 일반운영비 60,300 30,200 30,100

01 사무관리비 60,000 30,000 30,000

○ 에너지관련 업무 추진 27,000

○ 신재생에너지 그린뉴딜사업 시정홍보 33,000

02 공공운영비 300 200 100

○ 공공요금 및 제세 300

203 업무추진비 6,700 6,850 △15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0 4,000 △400

○ 시책업무추진비 3,60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100 2,850 25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100

재무활동(에너지담당관) 4,120 4,220 △100

보전지출(에너지담당관) 4,120 4,220 △100

보전지출 4,120 4,220 △100

311 차입금이자상환 200 300 △100

03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200 300 △100

○ 도서발전소사업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200

601 차입금원금상환 3,920 3,920 0

03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3,920 3,920 0

○ 도서발전소사업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 3,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