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업구조별 현황 (단위:천원)

공   보   관   실

부     서     별 예 산 액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 예산현황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5,070,037               100.00% 3,571,776               100.00% 1,498,261 41.95%

부     서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공 보 관 실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5,070,037 4,530,719         89.36% 539,318            10.64% -                        - 공 보 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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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08년도 추경 1 회 일반회계

부서:공보관실
정책:도정홍보기획·지원
단위:도이미지 제고 홍보

공보관실 5,070,037 3,571,776 1,498,261

도정홍보기획·지원 4,530,719 3,028,474 1,502,245

도이미지 제고 홍보 3,284,619 1,734,980 1,549,639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 3,168,069 1,595,980 1,572,089

201 일반운영비 3,002,338 1,490,000 1,512,338

01  사무관리비 1,478,000 1,512,3382,990,338

  ◎도정 홍보매체 광고료 △47,6621,349,338 1,397,000

  ◎강원도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1,150,0001,150,000 0

  ◎방송매체를 활용한 공익캠페인 전개 110,000110,000 0

  ◎도 이미지 전국화·세계화 300,000300,000 0

202 여비 6,631 6,980 △349

01  국내여비 6,980 △3496,631

  ◎도정 홍보관련 업무추진 △1755,525 5,700

  ◎정기 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지도점검 △1741,106 1,280

207 연구개발비 159,100 99,000 60,100

01  연구용역비 99,000 60,100159,100

  ◎도 이미지 CF 제작 △9,90089,100 99,000

  ◎도정 홍보용 멀티슬라이드 수정 보완 70,00070,000 0

TV영상 프로그램(캠페인) 제작 지원 추진 101,710 121,800 △20,090

202 여비 1,710 1,800 △90

01  국내여비 1,800 △901,710

  ◎TV 영상프로그램 제작 △901,710 1,8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0 20,000 △20,000

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0,000 △20,0000

  ◎TV 영상물 제작 △20,0000 20,000

도정홍보 시책추진 14,840 17,200 △2,360

202 여비 6,840 7,200 △360

01  국내여비 7,200 △3606,840

  ◎도정홍보 추진 △3606,840 7,200

203 업무추진비 8,000 10,000 △2,0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2,0008,000

  ◎도정홍보 시책추진 △2,0008,000 10,000

홍보 간행물 발간 317,328 324,590 △7,262

도정 종합 홍보지 발간 257,328 264,590 △7,262

202 여비 5,928 6,240 △312

01  국내여비 6,240 △3125,928

  ◎동트는강원 제작관련 현장취재 △3125,928 6,240

301 일반보상금 8,000 14,950 △6,950

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950 △2,9500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9500 2,950

    ○봉급 △8350 835

    ○중식비 △1,2600 1,260

    ○교통비 △5550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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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공보관실
정책:도정홍보기획·지원
단위:홍보 간행물 발간

    ○피복비 △3000 300

10  행사실비보상금 12,000 △4,0008,000

  ◎동트는강원 취재요원 실비보상 △4,0008,000 12,000

온라인홍보기능강화 131,186 106,240 24,946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강화 추진 13,122 14,080 △958

201 일반운영비 4,500 5,000 △500

01  사무관리비 5,000 △5004,500

  ◎미니 홈피, 블로그 운영 아이템 구입 △5004,500 5,000

202 여비 1,512 1,680 △168

01  국내여비 1,680 △1681,512

  ◎웹진 강원도세상 취재 △1681,512 1,680

301 일반보상금 7,110 7,400 △290

10  행사실비보상금 2,400 △2402,160

  ◎웹진 강원도세상 기자클럽 운영 △2402,160 2,400

12  기타보상금 5,000 △504,950

  ◎UCC 공모전 및 홈페이지 이벤트 보상금 △504,950 5,000

도정 홈페이지 운영 및 서비스 개선 추진 83,214 57,260 25,954

202 여비 414 460 △46

01  국내여비 460 △46414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관련 자료수집 △46414 460

405 자산취득비 26,000 0 26,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0 26,00026,000

  ◎도정홈페이지 검색시스템 구축 26,00026,000 0

도정홈페이지시스템 최적화체계 확립 추진 34,850 34,900 △50

202 여비 450 500 △50

01  국내여비 500 △50450

  ◎시스템 운영관련 업무협의 △50450 500

도정 홍보활동 지원 797,586 862,664 △65,078

주요 도정 영상 기록물 보존 및 홍보 활성화 추진 408,600 454,000 △45,400

405 자산취득비 408,600 454,000 △45,4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454,000 △45,400408,600

  ◎시청각 기록물 아카이브시스템 △41,600374,400 416,000

  ◎동영상 편집 및 전송시스템 △3,80034,200 38,000

도정홍보 지원장비 운영 추진 63,076 59,140 3,936

201 일반운영비 33,500 29,500 4,000

02  공공운영비 23,500 4,00027,500

  ◎사진 DB서버 유지관리 4,0006,500 2,500

202 여비 576 640 △64

01  국내여비 640 △64576

  ◎장비 수리 및 영상박람회 참가 △64576 640

다각적 수단을 통한 홍보 경쟁력 강화 추진 144,790 153,280 △8,490

201 일반운영비 81,840 83,780 △1,940

01  사무관리비 19,400 △1,9401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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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공보관실
정책:도정홍보기획·지원
단위:도정 홍보활동 지원

  ◎도정홍보사진제작 △1,80016,200 18,000

  ◎강원도청출입기자단명부제작 △1401,260 1,400

202 여비 45,750 51,500 △5,750

01  국내여비 32,500 △2,90029,600

  ◎주요행사취재지원 △2,90029,600 32,500

03  국외여비 19,000 △2,85016,150

  ◎해외주요행사취재지원 △2,85016,150 19,000

301 일반보상금 17,200 18,000 △800

10  행사실비보상금 8,000 △8007,200

  ◎주요행사프레스투어단운영 △8007,200 8,000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iGBS) 지원 추진 121,120 121,244 △124

202 여비 1,120 1,244 △124

01  국내여비 1,244 △1241,120

  ◎강원도 통합 인터넷방송 워크숍 참석 △1241,120 1,244

도정시책 추진 60,000 75,000 △15,000

203 업무추진비 60,000 75,000 △15,0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5,000 △15,00060,000

  ◎도정홍보 추진 △6,00024,000 30,000

  ◎대외협력 추진 △4,00016,000 20,000

  ◎유관기관협력 추진 △5,00020,000 25,000

행정운영경비(공보관실) 539,318 543,302 △3,984

인력운영비 474,320 475,520 △1,200

공무원 인건비 지원 460,939 462,139 △1,200

203 업무추진비 9,000 10,200 △1,200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0 △1,2004,800

  ◎공보관 △1,2004,800 6,000

기본경비 64,998 67,782 △2,784

부서운영 기본경비 64,998 67,782 △2,784

202 여비 11,136 13,920 △2,784

01  국내여비 13,920 △2,78411,136

  ◎부서운영 국내여비 △2,78411,136 1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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