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11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

부서: 의회사무과
정책: 지방의회 운영(일반공공행정/입법및선거관리)
단위: 의정활동 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의회사무과 528,889 610,717 △81,828

지방의회 운영(일반공공행정/입법및선거관리) 427,361 505,849 △78,488

의정활동 지원 400,731 473,330 △72,599

의정활동 기본경비 341,090 412,200 △71,110

205 의회비 341,090 359,400 △18,310

03 국내여비 10,829 21,749 △10,920

  ○국회사무처 등 전문기관 의원연수여비
                    0              3,185          △3,185

  ○타 시군구 의회방문 의정활동 업무추진여비
                    0              3,185          △3,185

  ○상임위원회 의정활동관련 업무추진여비
                    0              2,730          △2,730

  ○각종 세미나 및 특별연수 여비                     0              1,820          △1,820

      경정 0원

      경정 0원

      경정 0원

  경정 0원

04 국외여비 10,810 18,200 △7,390

  ○의장, 부의장 해외연수 여비
                1,965              5,000          △3,035

  ○의원 해외연수여비                 8,845              9,000            △155

  ○군자매결연행사 참석여비                     0              4,200          △4,200

      경정 1,965,000원*1명

  경정 1,769,000원*5명

  경정 0원

304 연금부담금등 0 52,800 △52,800

03 의원상해부담금 0 52,800 △52,800

  ○직무상 사망보상금(상해,질병)                     0             26,400         △26,400

  ○직무상 상해 보상금(장애)                     0             13,200         △13,200

  ○직무상 상해 보상금(치료비)                     0             13,200         △13,200

  경정 0원

  경정 0원

  경정 0원

의정활동 자료발간 및 홍보 59,641 61,130 △1,489

201 일반운영비 56,641 58,130 △1,489

03 행사운영비 1,191 2,680 △1,489

  ○전남 시군의회 의장단 및 서남부권 의장단 회
    의개최                 1,191              2,680          △1,489

    - 회의참석 식비                 1,191              1,400            △209

    - 프랑카드 제작                     0                280            △280

    - 행사운영 다과회경비                     0              1,000          △1,000

    

  경정 1,191,000원

  경정 0원

  경정 0원

의사운영 지원 26,630 32,519 △5,889

의회공무원 역량 강화 26,630 29,410 △2,780

201 일반운영비 2,500 3,600 △1,100

01 사무관리비 2,500 3,600 △1,100

  ○의정 전문교육훈련 위탁교육비
                2,500              3,600          △1,100      경정 625,000원*4명

202 여비 21,730 23,410 △1,680

03 국외업무여비 10,320 12,000 △1,680

  ○지방의회 관계관 및 의정활동수행 국외여비
               10,320             12,000          △1,680      경정 2,580,000원*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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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회사무과
정책: 지방의회 운영(일반공공행정/입법및선거관리)
단위: 의사운영 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의정 참여자 보상 0 3,109 △3,109

301 일반보상금 0 3,109 △3,109

10 행사실비보상금 0 2,609 △2,609

  ○공청회 참석자 보상금                     0              2,609          △2,609  경정 0원

12 기타보상금 0 500 △500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증인 출석수당
                    0                500            △500      경정 0원

행정운영경비(의회사무과)(기타/기타) 101,528 104,868 △3,340

인력운영비 10,800 11,880 △1,080

인력운영비 10,800 11,880 △1,080

101 인건비 10,800 11,880 △1,08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800 11,880 △1,080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작성 보조인부임                10,800             11,880          △1,080

    -인부임                 9,000              9,900            △900

    -주휴수당                 1,800              1,980            △180

  경정 45,000원*200일

  경정 45,000원*40일

기본경비 90,728 92,988 △2,260

기본경비 90,728 92,988 △2,260

201 일반운영비 70,748 73,008 △2,260

01 사무관리비 44,048 43,908 140

  ○위원회 참석수당                   140                  0              140  70,000원*2명

02 공공운영비 26,700 29,100 △2,400

  ○차량유류대 및 수선비                19,000             20,000          △1,000

    -의전용 승합 일반형 중형차
                8,000              9,000          △1,000

  ○공공요금 및 제세                 4,400              5,800          △1,400

    -일반전화요금(의장실,부의장실,의원실,사무
     실)                 1,000              2,400          △1,400

       경정8,000,000원*1대

       경정250,000원*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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