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정보통신과
정책: 전자지방정부 U-목포 구현
단위: 전자지방정부 인프라 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정보통신과 2,026,281 2,085,083 △58,802

국             68,049 67,877 172

도             13,200 13,200 0

시          1,945,032 2,004,006 △58,974

전자지방정부 U-목포 구현 1,972,741 2,026,063 △53,322

국             68,049 67,877 172

도             13,200 13,200 0

시          1,891,492 1,944,986 △53,494

전자지방정부 인프라 조성 1,251,584 1,278,050 △26,466

국             68,049 67,877 172

시          1,183,535 1,210,173 △26,638

행정전산화 업무 추진 573,464 600,360 △26,896

201 일반운영비 449,695 475,431 △25,736

01 사무관리비 35,380 39,310 △3,930

  ○일자리 창출 세출절감               △3,930                  0          △3,930  경정35,380,000-기정39,310,000

02 공공운영비 414,315 436,121 △21,806

  ○일자리 창출 세출절감              △21,806                  0         △21,806  경정414,315,000-기정436,121,000

202 여비 7,050 7,830 △780

01 국내여비 7,050 7,830 △780

  ○일자리 창출 세출절감                 △780                  0            △780  경정7,050,000-기정7,830,000

207 연구개발비 39,620 40,000 △380

02 전산개발비 39,620 40,000 △380

  ○일자리 창출 세출절감                 △380                  0            △380  경정39,620,000-기정40,000,000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19,255 18,825 430

국              7,702 7,530 172

시             11,553 11,295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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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정보통신과
정책: 전자지방정부 U-목포 구현
단위: 전자지방정부 인프라 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 일반운영비 19,255 18,825 430

국              7,702 7,530 172

시             11,553 11,295 258

01 사무관리비 19,255 18,825 430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19,255             18,825              430  경정19,255,000

국              7,702 7,530 172

시             11,553 11,295 258

통계자료 생산 및 관리 115,337 118,594 △3,257

사업체 기초통계 등 조사추진 106,194 108,204 △2,010

201 일반운영비 74,451 76,151 △1,700

01 사무관리비 74,451 76,151 △1,700

  ○일자리 창출 세출절감               △1,700                  0          △1,700  경정74,450,000-기정76,150,000

202 여비 2,822 3,132 △310

01 국내여비 2,822 3,132 △310

  ○일자리 창출 세출절감                 △310                  0            △310  경정2,822,000-기정3,132,000

통계연보 및 시정주요통계 제작 9,143 10,390 △1,247

201 일반운영비 9,143 10,390 △1,247

01 사무관리비 9,143 10,390 △1,247

  ○일자리 창출 세출절감               △1,247                  0          △1,247  경정9,143,000-기정10,390,000

안정된 정보통신 기반조성 434,291 447,127 △12,836

통신시설 운영관리 강화 349,371 350,627 △1,256

201 일반운영비 345,143 345,929 △786

01 사무관리비 5,760 6,546 △786

  ○일자리 창출 세출절감                 △786                  0            △786  경정5,760,000-기정6,5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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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정보통신과
정책: 전자지방정부 U-목포 구현
단위: 안정된 정보통신 기반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2 여비 4,228 4,698 △470

01 국내여비 4,228 4,698 △470

  ○일자리 창출 세출절감                 △470                  0            △470  경정4,228,000-기정4,698,000

통신시설 장비 확충 84,920 96,500 △11,580

405 자산취득비 84,920 96,500 △11,58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84,920 96,500 △11,580

  ○일자리 창출 세출절감              △11,580                  0         △11,580  경정84,920,000-기정96,500,000

지역정보화사업추진 171,529 182,292 △10,763

도             13,200 13,200 0

시            158,329 169,092 △10,763

홈페이지 구축운영 66,089 71,828 △5,739

201 일반운영비 63,866 69,605 △5,739

01 사무관리비 2,270 4,300 △2,030

  ○일자리 창출 세출절감               △2,030                  0          △2,030  경정1,470,000-기정3,500,000

02 공공운영비 61,596 65,305 △3,709

  ○일자리 창출 세출절감               △3,709                  0          △3,709  경정26,358,000-기정30,067,000

정보이용시설운영 및 정보화교육 49,996 54,252 △4,256

301 일반보상금 1,120 5,376 △4,256

10 행사실비보상금 1,120 5,376 △4,256

  ○일자리 창출 세출절감               △4,256                  0          △4,256  경정1,120,000-기정5,376,000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10,856 11,624 △768

307 민간이전 1,152 1,920 △768

02 민간경상보조 1,152 1,920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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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정보통신과
정책: 전자지방정부 U-목포 구현
단위: 지역정보화사업추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일자리 창출 세출절감                 △768                  0            △768  경정1,152,000원-기정1,920,000

행정운영경비(정보통신과) 53,540 59,020 △5,480

기본경비(정보통신과) 49,340 54,820 △5,480

기본경비(정보통신과) 49,340 54,820 △5,480

201 일반운영비 19,100 21,220 △2,120

01 사무관리비 19,100 21,220 △2,120

  ○일자리 창출 세출절감               △2,120                  0          △2,120  경정19,100,000-기정21,220,000

202 여비 30,240 33,600 △3,360

01 국내여비 30,240 33,600 △3,360

  ○일자리 창출 세출절감               △3,360                  0          △3,360  경정30,240,000-기정33,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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