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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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공보담당관 ~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1,554,760 1,548,720 6,040

시정정책의 전략적 홍보 1,484,020 1,487,220 △3,200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 언론홍보 1,292,000 1,306,200 △14,200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1,285,000 1,297,200 △12,200

201 일반운영비 1,253,300 1,263,100 △9,800

01 사무관리비 1,219,300 1,229,100 △9,800

○ 전반적인 시정 홍보 1,219,300

－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 90,000

－ 미디어매체 등 활용 홍보 98,000

－ 와이드조명광고 활용 홍보 28,000

－ 시정 홍보물 책자 제작 25,000

－ 법정공고 수수료 13,000

－ 통신사 배너홍보 37,200

－ 시정뉴스 제작 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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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00 0

○ 열린시정 열린군산 우편발송 등 34,000

202 여비 5,700 5,700 0

01 국내여비 5,700 5,700 0

○ 시정소식지 및 미디어 홍보 자료 수집 5,700

203 업무추진비 26,000 28,400 △2,4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6,000 28,400 △2,400

○ 주요시정 홍보 업무추진 23,600

○ 지역현안사업 홍보 2,400

언론 홍보실 운영 관리 7,000 9,000 △2,000

201 일반운영비 7,000 7,000 0

01 사무관리비 7,000 7,000 0

○ 브리핑룸 운영경비 5,000

○ 브리핑룸 복사기 임대 2,000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 마케팅화 192,020 181,020 11,000

보도 및 홍보 지원에 따른 기반구축 192,020 181,020 11,000

201 일반운영비 167,000 167,000 0

01 사무관리비 167,000 167,000 0



부서: 공보담당관

정책: 시정정책의 전략적 홍보

단위: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 마케팅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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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0 0

01 국내여비 4,100 4,100 0

○ 각종 행사촬영 업무추진 4,100

301 일반보전금 10,920 9,920 1,000

09 행사실비지원금 2,920 2,920 0

○ 열린시정 열린군산 리포터 취재활동 보상금 2,920

12 기타보상금 8,000 7,000 1,000

○ 군산시 사이버기자단 워크숍 4,000

○ SNS 이벤트 4,000

405 자산취득비 10,000 0 10,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 0 10,000

○ 프롬프터 교체 구입 10,000

행정운영경비(공보담당관) 70,740 61,500 9,240

인력운영비(공보담당관) 36,500 28,600 7,900

인력운영비 36,500 28,600 7,900

101 인건비 32,448 28,600 3,848

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32,448 28,600 3,848

○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32,448

304 연금부담금등 4,052 0 4,052

01 연금부담금 1,643 0 1,643

○ 공무직근로자 국민연금 1,643

02 국민건강보험금 1,460 0 1,460

○ 공무직근로자 국민건강보험금 1,460

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고용보험료부담금등 949 0 949

○ 공무직근로자 고용산재보험 949

기본경비(공보담당관) 34,240 32,900 1,340

기본경비(공보담당관) 34,240 32,900 1,340

201 일반운영비 21,400 19,000 2,400



부서: 공보담당관

정책: 행정운영경비(공보담당관)

단위: 기본경비(공보담당관)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사무관리비 14,400 12,000 2,400

○ 일반행정 업무추진 기본경비 14,400

02 공공운영비 7,000 7,000 0

○ 공공요금 및 제세 3,000

○ 대강당 음향 및 영상시설 유지보수 1,000

○ 관용차량 유류비 및 유지보수 3,000

202 여비 9,600 9,600 0

01 국내여비 9,600 9,600 0

○ 일반행정 업무추진 9,600

203 업무추진비 3,240 4,300 △1,06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240 4,300 △1,06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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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공보담당관 ~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186,935 149,158 37,777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수행 134,375 111,698 22,677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수행 134,375 111,698 22,677

자체감사 69,175 47,198 21,977

201 일반운영비 25,600 5,600 20,000

01 사무관리비 25,600 5,600 20,000

○ 감사업무 추진 3,300

○ 상급기관 수감업무 추진 20,000

○ 특정감사(보조금 등) 추진 2,300

202 여비 28,000 28,000 0

01 국내여비 28,000 28,000 0

○ 감사업무 추진(보조금 등 특정감사) 20,000

○ 공직감찰(청탁금지 등) 점검 8,000

203 업무추진비 2,000 2,400 △4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 2,400 △400

○ 감사업무 추진 2,000

303 포상금 1,000 0 1,000

01 포상금 1,000 0 1,000

○ 자체감사 우수기관 및 공무원 시상 1,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12,575 11,198 1,377

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2,575 11,198 1,377

○ 청백-e(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지원 12,575

청렴행정 구현 57,200 54,900 2,300

201 일반운영비 53,900 53,900 0

01 사무관리비 53,900 53,90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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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 포상금 2,300 0 2,300

01 포상금 2,300 0 2,300

○ 청렴활동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 지급 2,300

현장중심 원가심사 및 기술감사 8,000 9,600 △1,600

201 일반운영비 2,000 4,800 △2,800



부서: 감사담당관

정책: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수행

단위: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수행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사무관리비 2,000 4,800 △2,800

○ 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도서구입 및 협회 연

회비 2,000

－ 도서구입(품셈 등) 및 협회 연회비 납부 2,000

202 여비 6,000 4,800 1,200

01 국내여비 6,000 4,800 1,200

○ 현장중심 원가심사(일상감사) 및 기술감사 6,000

선진 납세자보호행정 구현 18,300 13,360 4,940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18,300 13,360 4,940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 18,300 13,360 4,940

201 일반운영비 13,500 8,560 4,940

01 사무관리비 13,500 8,560 4,940

○ 납세자보호 업무 추진 7,100

○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책자 등 제작 3,000

○ 홍보 전단지 및 리플릿 등 제작 2,000

○ 성실납세자 표창패 제작 1,000

○ 우수 마을세무사 표창패 제작 400

202 여비 4,800 4,800 0

01 국내여비 4,800 4,800 0

○ 납세자 보호업무 및 제도개선 추진 4,800

행정운영경비(감사담당관) 34,260 24,100 10,160

기본경비(감사담당관) 34,260 24,100 10,160

기본경비(감사담당관) 34,260 24,100 10,160

201 일반운영비 31,020 19,800 11,220

01 사무관리비 31,020 19,800 11,220

○ 신문 구독료 2,700

○ 특근매식비 14,400

○ 복사기 임차비용 및 소모품 등 구입 13,920

203 업무추진비 3,240 4,300 △1,06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240 4,300 △1,06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