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소통협력담당관

정책: 소통행정지원체계 강화

단위: 소통협력업무 추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1,340,616 1,914,652 △574,036

소통행정지원체계 강화 1,249,305 1,827,248 △577,943

소통협력업무 추진 8,240 8,640 △400

갈등관리 역량강화 6,240 6,240 0

201 일반운영비 3,540 3,540 0

01 사무관리비 3,540 3,540 0

○운영수당 3,540

―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강사수당 및 전문

가 자문료 2,000

― 갈등관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540

2,000,000원

70,000원*11명*2회

203 업무추진비 2,700 2,7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0 2,700 0

○소통업무 시책추진(10%절감)

2,7003,000,000원*0.9

구민만족실현 직소민원실 운영 2,000 2,400 △400

201 일반운영비 2,000 2,400 △400

01 사무관리비 2,000 2,400 △400

○일반수용비 2,000

― 직소민원실 운영 2,0002,000,000원

구민과 함께하는 스마트행정 구현 1,241,065 1,818,608 △577,543

소셜미디어 운영 308,960 321,107 △12,147

201 일반운영비 306,460 308,940 △2,480

01 사무관리비 305,860 307,920 △2,060

○소셜미디어 운영 301,300

―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 및 콘텐츠

130,000

― 서구TV(유튜브) 채널 운영 및 콘텐츠

125,000

― 라이브 방송 운영 25,000

― 기자단 운영비(블로그, 유튜브)

20,000

― 영상편집 프로그램 사용권(1년)

1,300

○소셜미디어 운영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800

○일반수용비 3,760

― 소셜미디어 운영 소모품비 2,000

― 컬러프린터 토너 1,760

130,000,000원

125,000,000원

25,000,000원

20,000,000원

1,300,000원

100,000원*8명

2,000,000원

880,000원*2세트

02 공공운영비 600 1,020 △420

○스마트폰 사용료 60050,000원*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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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소통협력담당관

정책: 소통행정지원체계 강화

단위: 구민과 함께하는 스마트행정 구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5 자산취득비 2,500 12,167 △9,667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500 12,167 △9,667

○영상장비구입 및 관리비 2,500

― 장비 및 소모품 관리비 1,000

― 방송 장비 구입 1,000

― 드론 보험 500

1,000,000원

1,000,000원

500,000원

구민 중심의 소통1번가 운영 760,505 1,452,501 △691,996

201 일반운영비 425,505 274,001 151,504

01 사무관리비 49,083 84,883 △35,800

○일반수용비 10,000

― 지능형 민원상담시스템 2차 고도화 홍보물

제작 10,000

○운영수당 1,600

― 소통1번가 유지관리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800

― 지능형 민원상담시스템 2차 고도화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800

○소통1번가 및 지능형 민원상담 OS(1년)

11,700

○소통1번가 및 지능형 민원상담 백신SW(1년)

6,311

○카카오톡 알림톡 발송수수료 15,972

― 기본료 1,320

― 상담민원 발송료

5,940

― 유기한민원 발송료

8,712

○홈페이지 이미지 사용료 1,500

○웹접근성 인증서 갱신 비용 2,000

10,000,000원

100,000원*8명

100,000원*8명

1,300,000원*9식

697,400원*9식*100.54%

110,000원*12월

16.5원*10,000건*3회*12월

16.5원*11,000건*4회*12월

1,500,000원

2,000,000원

02 공공운영비 376,422 189,118 187,304

○소통1번가 유지관리 324,850

― 소통1번가 및 지능형 민원상담 인프라 유지

관리 109,459

― 소통1번가 대민서비스 유지관리

49,019

― 소통1번가 민원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86,089

ㆍSW 유지관리 66,089

ㆍ민원 빅데이터 분석 20,000

― 소통1번가 GIS 플랫폼 유지관리

45,865

― 카카오톡 알림톡 유지관리 3,036

― 구정홍보문자 발송시스템 유지관리

1,382

― 지능형 민원상담시스템 유지관리

30,000

109,458,960원

49,018,860원

468,716,220원*14.1%

20,000,000원

45,864,280원

3,036,000원

1,381,800원

3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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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소통협력담당관

정책: 소통행정지원체계 강화

단위: 구민과 함께하는 스마트행정 구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공공요금 및 제세 51,572

― 인터넷도메인 사용료 60

―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료

2,508

― 민간아이핀 서비스 이용료 550

― 민간SSL 인증서 갱신 450

― 서구문자알림서비스 문자메세지 발송요금

48,004

30,000원*2개

2,508,000원

550,000원

450,000원

48,003,120원

207 연구개발비 335,000 1,178,500 △843,500

02 전산개발비 335,000 1,178,500 △843,500

○지능형 민원상담시스템 2차 고도화 개발비

335,000335,000,000원

서구 메타버스 구축 171,600 0 171,600

201 일반운영비 171,600 0 171,600

01 사무관리비 171,600 0 171,600

○서구 메타버스 개발 160,000

― 네이버 제페토 파트너사 제휴맵

100,000

― 내부회의용 메타버스맵 30,000

― 행사 및 전시용 메타버스맵 15,000

― 행사 및 전시용 메타버스맵 업데이트

15,000

○일반수용비 10,000

― 서구 메타버스 홍보물 제작 10,000

○운영수당 1,600

― 서구 메타버스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1,600

100,000,000원

30,000,000원

15,000,000원

5,000,000원*3회

10,000,000원

100,000원*2회*8명

행정운영경비(소통협력담당관) 91,311 87,404 3,907

인력운영비 64,613 60,226 4,387

인력운영비 64,613 60,226 4,387

101 인건비 64,613 60,226 4,387

02 기타직보수 64,613 60,226 4,387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나급) 64,613

― 연봉 53,653

― 특수직무수당

2,576

― 직급보조비

2,625

― 정액급식비 1,680

― 시간외근무 2,910

― 가족수당 720

51,098,000원*1.2*(35/40시간)*1명

51,098,000원*1.2*84%*5%*1명*(12/12월)

250,000원*(35/40시간)*1명*12월

140,000원*1명*12월

12,124원*20시간*1명*12월

60,000원*1명*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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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소통협력담당관

정책: 행정운영경비(소통협력담당관)

단위: 인력운영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연가보상비

4493,725,890원*84%*86%*(1/30일)*(1/7시간)*1

명*35시간

기본경비(소통협력담당관) 26,698 27,178 △480

기본경비(소통협력담당관) 26,698 27,178 △480

201 일반운영비 17,040 17,040 0

01 사무관리비 17,040 17,040 0

○일반수용비(10%절감) 10,800

○급량비 5,280

○공기청정기 임차료 960

12,000,000원*0.9

8,000원*5식*11명*12월

40,000원*2대*12월

202 여비 6,720 7,200 △480

01 국내여비 6,720 7,200 △480

○국내여비 6,160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560

70,000원*11명*8월

70,000원*1명*8월

203 업무추진비 2,938 2,938 0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38 238 0

○정원가산금(직원사기진작비)(10%절감)

23822,000원*12명*0.9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00 2,700 0

○직원사기앙양 및 제잡비(10%절감)

2,700250,000원*12월*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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