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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평생교육과

정책: 정보화 추진

단위: 정보화를 통한 전자정부 구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6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 2,111,455 2,157,046 △45,591

국 74,822 74,822 0

기 101,435 101,435 0

시 212,085 212,085 0

구 1,723,113 1,768,704 △45,591

정보화 추진 868,237 913,828 △45,591

국 12,442 12,442 0

구 855,795 901,386 △45,591

정보화를 통한 전자정부 구현 868,237 913,828 △45,591

국 12,442 12,442 0

구 855,795 901,386 △45,591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258,322 280,322 △22,000

201 일반운영비 158,258 180,258 △22,000

02 공공운영비 153,946 175,946 △22,000

○ 네트워크 회선 사용료 16,712 20,712 △4,000

- 시설관리사업소, 용호동현장민원실, 대동골

문화센터 12,720 15,120 △2,400

- 무인민원발급기 2,900 4,500 △1,600

○ 표준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 32,070 36,070 △4,000

- 주전산기 2식 6,680 7,680 △1,000

- 스토리지 1식 12,779 15,779 △3,000

○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5,521 28,521 △3,000

- 주전산기 7,080 8,080 △1,000

- 스토리지 1,500 2,000 △500

- DBMS SW 11,340 12,840 △1,500

○ 홈페이지 유지보수 6,291 8,291 △2,000

- 홈페이지/모바일 SW 3,966 5,966 △2,000

○ 전산장비(PC) 유지보수 24,528 30,528 △6,000

○ 네트워크 유지보수 23,270 26,270 △3,000

경정 12,720,000원

경정 2,900,000원

경정 6,680,000원

경정 12,779,000원

경정 7,080,000원

경정 1,500,000원

경정 11,340,000원

경정 3,966,000원

경정 24,528,000원

경정 23,270,000원

구정정보화 추진 및 기반구축 334,623 335,840 △1,217

405 자산취득비 262,083 263,300 △1,217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62,083 263,300 △1,217

○ 노후 PC 교체 구입 255,379 256,100 △721

○ 정보화교육장 빔 프로젝터 교체

4,036 4,200 △164

○ 영상 스트리밍 솔루션 2,668 3,000 △332

경정 255,379,000원

경정 4,036,000원

경정 2,668,000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184,109 206,483 △22,374

201 일반운영비 55,683 64,483 △8,800

02 공공운영비 31,376 40,176 △8,800

○ 암호화장비 유지보수 8,813 10,113 △1,300

○ 침입방지시스템 유지보수 2,085 2,885 △800

○ 방화벽시스템 유지보수 2,903 5,203 △2,300

경정 8,813,000원

경정 2,08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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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평생교육과

정책: 정보화 추진

단위: 정보화를 통한 전자정부 구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 내부망용 1,195 3,495 △2,300

○ 보조기억매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459 2,159 △700

○ 접근제어시스템 유지보수 10,627 14,327 △3,700

- 서버접근제어 3,067 3,767 △700

- 네트워크접근제어 7,560 10,560 △3,000

경정 1,195,000원

경정 1,459,000원

경정 3,067,000원

경정 7,560,000원

207 연구개발비 27,753 37,000 △9,247

01 연구용역비 27,753 37,000 △9,247

○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영향평가

27,753 37,000 △9,247경정 27,753,000원

405 자산취득비 100,673 105,000 △4,327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0,673 105,000 △4,327

○ 내부망용 노후 방화벽 교체

45,219 48,000 △2,781

○ 홈페이지 외부망용 보안장비 구축 55,454 57,000 △1,546

- DB접근제어시스템 28,918 30,000 △1,082

- 웹방화벽 26,536 27,000 △464

경정 45,219,000원

경정 28,918,000원

경정 26,5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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