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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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공보담당관 1,140,713 1,168,093 △27,380

시정정책의 전략적 홍보 1,105,533 1,082,413 23,120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 언론홍보 1,041,465 958,845 82,620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1,033,884 951,264 82,620

201 일반운영비 994,330 887,710 106,620

01 사무관리비 957,380 850,760 106,620

○ 전반적인 시정 홍보 957,380

－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 62,000

－ 대도시 LED 매체 등 활용 영상홍보 98,800

－ 와이드조명광고 활용 홍보 28,500

－ 종합 화보집, 홍보물 제작 27,000

－ 시보제작(정기,호외) 수수료 13,000

－ 법정공고 수수료 13,540

－ 통신사 배너홍보 36,000

－ 시정뉴스 제작 50,000

－ 주요언론 등 시정홍보 350,000

－ 행사 및 축제홍보 57,000

－ 언론사 발행책자(연감) 홍보 8,550

－ 군산비전 및 시 이미지 종합홍보 90,000

－ 주요시정 홍보 캠페인 등 제작 120,000

－ 열린시정 열린군산 우편발송 라벨 제작 2,990

02 공공운영비 36,950 36,950 0

○ 열린시정 열린군산 우편발송 등 32,750

○ 모니터 영상물 운영 용역 4,200

202 여비 7,144 5,144 2,000

01 국내여비 7,144 5,144 2,000

○ 시정소식지 및 미디어 홍보 자료 수집 7,144

203 업무추진비 32,410 32,41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2,410 32,410 0

○ 주요시정 홍보 업무추진 29,710

○ 지역현안사업 홍보 2,700

언론 홍보실 운영 관리 7,581 7,581 0

201 일반운영비 7,581 7,581 0

01 사무관리비 7,581 7,581 0

○ 브리핑 룸 운영경비 5,581

○ 브리핑 룸 복사기 임대 2,000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 마케팅화 64,068 123,568 △59,500

보도 및 홍보 지원에 따른 기반구축 64,068 123,568 △59,500

201 일반운영비 56,000 115,500 △59,500



부서: 공보담당관

정책: 시정정책의 전략적 홍보

단위: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 마케팅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사무관리비 56,000 115,500 △59,500

○ 시정홍보 게시판(1층) 운영관리 5,000

○ 사진 및 영상 촬영기 소모품 구입 6,000

○ 언론지 구독 및 보도기사 스크랩 41,000

－중앙지 등 간행물 구독료 14,000

－지방지 등 구독료 7,000

－언론 기사 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저작권) 20,000

○ 홍보영상 제작용 소프트웨어 구입 4,000

202 여비 5,144 5,144 0

01 국내여비 5,144 5,144 0

○ 각종 행사촬영 업무추진 5,144

301 일반보상금 2,924 2,924 0

09 행사실비보상금 2,924 2,924 0

○ 열린시정 열린군산 리포터 취재활동 보상금 2,924

행정운영경비(공보담당관) 35,180 85,680 △50,500

기본경비(공보담당관) 35,180 85,680 △50,500

기본경비(공보담당관) 35,180 85,680 △50,500

201 일반운영비 19,830 20,830 △1,000

01 사무관리비 10,830 10,830 0

○ 일반행정 업무추진 기본경비 10,830

02 공공운영비 9,000 10,000 △1,000

○ 공공요금 및 제세 1,000

○ 대강당 음향 및 영상시설 유지보수 3,000

○ 관용차량 유류비 및 유지보수 5,000

202 여비 12,000 12,000 0

01 국내여비 12,000 12,000 0

○ 일반행정 업무추진 12,000

203 업무추진비 2,850 2,850 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850 2,850 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850

405 자산취득비 500 50,000 △49,5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500 50,000 △49,500

○ 사무실 청소기 구입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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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감사담당관 127,941 121,604 6,337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수행 125,091 118,754 6,337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수행 118,317 111,980 6,337

자체감사 90,417 86,630 3,787

201 일반운영비 39,864 39,864 0

01 사무관리비 39,864 39,864 0

○ 감사업무 추진 18,050

○ 상급기관(감사원 등) 수감업무 추진 11,814

○ 특정감사(보조금 등) 추진 10,000

202 여비 35,500 32,251 3,249

01 국내여비 35,500 32,251 3,249

○ 감사업무 추진(보조금 등 특정감사) 25,500

○ 공직감찰(청탁금지 등) 점검 10,000

203 업무추진비 2,709 2,709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9 2,709 0

○ 감사업무 추진 2,709

303 포상금 1,000 630 370

01 포상금 1,000 630 370

○ 자체감사 우수기관 및 공무원 시상 1,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11,344 11,176 168

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1,344 11,176 168

○ 청백-e(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지원 11,344

청렴행정 구현 27,900 25,350 2,550

201 일반운영비 24,900 22,850 2,050

01 사무관리비 24,900 22,850 2,050

○ 청렴교육 추진 4,900

－ 상시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3,000

－ 청렴 외부강사 특강 등 1,900

○ 외부평가 청렴도 조사 등 20,000

301 일반보상금 1,000 1,000 0

11 기타보상금 1,000 1,000 0

○ 부조리 신고 보상금 1,000

303 포상금 2,000 1,500 500

01 포상금 2,000 1,500 500

○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3개부서) 2,000

심사 평가 6,774 6,774 0

자체평가 실시 6,774 6,774 0

201 일반운영비 6,774 6,774 0



부서: 감사담당관

정책: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수행

단위: 심사 평가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사무관리비 6,774 6,774 0

○ 심사평가 업무추진 4,066

○ 주요업무 자체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2,708

행정운영경비(감사담당관) 2,850 2,850 0

기본경비(감사담당관) 2,850 2,850 0

기본경비(감사담당관) 2,850 2,850 0

203 업무추진비 2,850 2,850 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850 2,850 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850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정보통신담당관

정책: 정보화 환경 조성

단위: 정보활용 능력 강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정보통신담당관 2,828,916 2,046,116 782,800

국 9,517

도 2,837

시 2,816,562

정보화 환경 조성 2,825,496 2,042,126 783,370

국 9,517

도 2,837

시 2,813,142

정보활용 능력 강화 15,509 31,212 △15,703

도 2,837

시 12,672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14,859 29,712 △14,853

도 2,837

시 12,022

307 민간이전 14,859 29,712 △14,853

도 2,837

시 12,022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4,859 29,712 △14,853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사업 14,859

도 2,837

시 12,022

정보화마을 관리 운영 650 1,500 △850

301 일반보상금 650 1,500 △850

09 행사실비보상금 650 1,500 △850

○ 정보화마을 교육 및 행사 참여 650

스마트 시정 정보화 구현 1,396,201 685,941 710,260

국 9,517

시 1,386,684

정보통신 장비 도입 및 확대 보급 907,553 484,553 423,000

201 일반운영비 585,053 465,053 120,000

01 사무관리비 585,053 465,053 120,000

○ 서버기반 데스크탑가상화시스템 구축 리스비

(3차년도) 585,053

202 여비 3,000 2,000 1,000

01 국내여비 3,000 2,000 1,000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추진 3,000

207 연구개발비 84,000 0 84,000

01 연구용역비 84,000 0 84,000

○ 군산시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용역 84,000

405 자산취득비 235,500 17,500 218,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35,500 17,500 218,000

○ 컴퓨터 화면보호기 필름 설치 100,000



부서: 정보통신담당관

정책: 정보화 환경 조성

단위: 스마트 시정 정보화 구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인터넷전화(IPT)기 구입 17,500

○ 침입차단시스템 노후교체 90,000

○ 정보통신 무선 측정장비 구입 20,000

○ 읍면동 음성동보장치 고도화사업 8,000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447,482 146,213 301,269

308 자치단체등이전 139,567 146,213 △6,646

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39,567 138,161 1,406

○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위

탁비 117,407

○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

지원 위탁비 6,160

○ 온나라 문서 및 문서유통시스템 유지관리 운

영지원 위탁비 16,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07,915 0 307,915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07,915 0 307,915

○ 공통기반시스템 AP서버 및 저장장치 구입(1

식) 304,000

○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암호화SW 구입 3,915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41,166 41,166 0

국 9,517

시 31,649

201 일반운영비 41,166 41,166 0

국 9,517

시 31,649

01 사무관리비 41,166 41,166 0

○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교체 지원사

업 41,166

국 9,517

시 31,649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 강화 1,413,786 1,324,973 88,813

정보통신 운영 관리 1,271,730 1,112,251 159,479

201 일반운영비 1,195,074 1,038,765 156,309

01 사무관리비 182,621 169,397 13,224

○ 행정전산업무용 공통 S/W 구입 115,027

○ 교육장비유지 및 운영관리 23,500

○ 실명인증, 도메인 유지비 5,000

○ 웹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심사 5,000

○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 부품 구입 8,000

○ 국가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조달청 수수료(장

기계속계약 5년, 2018년도 지급분) 2,200

○ 정보통신관리 업무추진 20,894

○ 정보시스템 백업장치 테이프 구입 3,000

02 공공운영비 1,012,453 869,368 143,085



부서: 정보통신담당관

정책: 정보화 환경 조성

단위: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 강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612,453

－ 홈페이지 등 정보기획업무 운영 336,439

－ 전자문서시스템 등 정보개발업무 운영 136,014

－ 정보통신보안시스템 정보보안업무 운영 65,000

－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통신업무 운영 75,000

○ 통합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 등 통신요금 400,000

202 여비 28,586 28,586 0

01 국내여비 28,586 28,586 0

○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통신 업무추진 28,586

301 일반보상금 36,600 33,600 3,000

11 기타보상금 36,600 33,600 3,000

○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36,600

307 민간이전 11,470 11,300 17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1,470 11,300 170

○ 노인정보화교육 11,470

정보통신망 구축 관리 66,684 93,422 △26,738

201 일반운영비 7,200 0 7,200

02 공공운영비 7,200 0 7,200

○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 7,200

308 자치단체등이전 29,484 75,422 △45,938

07 자치단체간부담금 29,484 75,422 △45,938

○ 전라북도 정보통신통합망 부담금 29,484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 18,000 12,000

01 시설비 30,000 18,000 12,000

○ 정보통신망(네트워크망) 정비사업 30,000

정보보호환경 조성 및 관리 75,372 119,300 △43,928

201 일반운영비 41,000 39,300 1,700

01 사무관리비 41,000 39,300 1,700

○ 바이러스 백신구입 40,000

○ 개인정보 운영 매뉴얼 및 홍보물 제작 1,000

405 자산취득비 34,372 80,000 △45,628

01 자산및물품취득비 34,372 80,000 △45,628

○ 접근제어보안솔루션 구입 34,372

행정운영경비(정보통신담당관) 3,420 3,990 △570

기본경비(정보통신담당관) 3,420 3,990 △570

기본경비(정보통신담당관) 3,420 3,990 △570

203 업무추진비 3,420 3,990 △57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420 3,990 △570



부서: 정보통신담당관

정책: 행정운영경비(정보통신담당관)

단위: 기본경비(정보통신담당관)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