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시민소통담당관

정책: 시민소통 역량강화

단위: 주요시정 대민홍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20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1,708,839 1,827,201 △118,362

시민소통 역량강화 1,550,040 1,642,100 △92,060

주요시정 대민홍보 1,513,540 1,605,600 △92,060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79,200 88,000 △8,800

201 일반운영비 79,200 88,000 △8,800

01 사무관리비 79,200 88,000 △8,800

◎SNS용 홍보영상 및 영상콘텐츠 제작 79,200 88,000 △8,800

시정핵심사업 홍보 212,400 236,000 △23,600

201 일반운영비 212,400 236,000 △23,600

01 사무관리비 212,400 236,000 △23,600

◎시정핵심사업 홍보캠페인 송출 212,400 236,000 △23,600

시정홍보업무 추진 9,000 10,000 △1,000

203 업무추진비 9,000 10,000 △1,0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0 10,000 △1,000

◎시민소통 및 시정홍보업무 추진 9,000 10,000 △1,000

온라인 시정홍보강화 64,440 71,600 △7,160

201 일반운영비 64,440 71,600 △7,160

01 사무관리비 64,440 71,600 △7,160

◎소셜미디어 활용 온라인 시정홍보 36,000 40,000 △4,000

◎전주시 뉴스레터 제작발송 28,440 31,600 △3,160

전주시 대표 블로그 운영 54,000 60,000 △6,000

201 일반운영비 54,000 60,000 △6,000

01 사무관리비 54,000 60,000 △6,000

◎전주시 대표 블로그 운영 54,000 60,000 △6,000

●블로그 콘텐츠 제작, 운영 관리 36,000 40,000 △4,000

●블로그 기자단 운영 18,000 20,000 △2,000

전주시 영·중문 SNS 운영 60,000 80,000 △20,000

201 일반운영비 60,000 80,000 △20,000

01 사무관리비 60,000 80,000 △20,000

◎전주시 영·중문 SNS 운영 60,000 80,000 △20,000

●중문 SNS 활용 홍보 20,000 40,000 △20,000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 활용 홍보 22,500 25,000 △2,500

201 일반운영비 22,500 25,000 △2,500

01 사무관리비 22,500 25,000 △2,500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 활용 홍보 22,500 25,000 △2,500

전주홍보 광고판 운영 180,000 200,000 △20,000

201 일반운영비 180,000 200,00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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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시민소통담당관

정책: 시민소통 역량강화

단위: 주요시정 대민홍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01 사무관리비 180,000 200,000 △20,000

◎강남고속터미널 홍보판 29,700 33,000 △3,300

◎용산역 홍보판 67,680 75,200 △7,520

◎서울 지하철 주요 환승역 홍보판 39,200 43,560 △4,360

◎전주고속·시외버스터미널 홍보판 23,050 25,608 △2,558

◎전주역 홍보판 17,820 19,800 △1,980

◎홍보판 교체 및 디자인 설계 2,550 2,832 △282

교통거점 옥외전광판 홍보 27,000 30,000 △3,000

201 일반운영비 27,000 30,000 △3,000

01 사무관리비 27,000 30,000 △3,000

◎교통거점 옥외전광판 홍보 27,000 30,000 △3,000

명품도시건설 65,860 88,560 △22,700

명품도시 기반조성 65,860 88,560 △22,700

도시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0 20,000 △20,000

201 일반운영비 0 20,000 △20,000

01 사무관리비 0 20,000 △20,000

◎도시디자인 아카데미 견학방문 교육 0 20,000 △20,000

지속가능한 명품도시 기반구축 59,560 61,560 △2,000

301 일반보전금 1,000 3,000 △2,000

09 행사실비지원금 1,000 3,000 △2,000

◎도시디자인 토론회 및 심포지엄 추진 1,000 3,000 △2,000

명품도시이미지 구축 6,300 7,000 △700

201 일반운영비 6,300 7,000 △700

01 사무관리비 6,300 7,000 △700

◎전주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운영수당 등

6,300 7,000 △700100,000원*7명*9회

행정운영경비(시민소통담당관) 92,939 96,541 △3,602

기본경비(시민소통담당관) 48,754 52,356 △3,602

기본경비(시민소통담당관) 48,754 52,356 △3,602

201 일반운영비 25,360 26,696 △1,336

01 사무관리비 23,460 24,696 △1,236

◎일반수용비 11,970 12,600 △630

◎급량비 11,490 12,096 △606

02 공공운영비 1,900 2,000 △100

◎공공요금 및 제세 1,900 2,000 △100

202 여비 20,394 22,660 △2,266

01 국내여비 20,394 22,660 △2,266

◎기본업무추진여비 18,144 20,16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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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시민소통담당관

정책: 행정운영경비(시민소통담당관)

단위: 기본경비(시민소통담당관)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시정홍보 자료수집 등 2,250 2,500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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