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의회사무국

정책: 열린의회운영(일반공공행정/입법및선거관리)

단위: 의회 운영 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6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 1,109,749 1,144,749 △35,000

열린의회운영(일반공공행정/입법및선거관리) 825,852 853,852 △28,000

의회 운영 지원 166,980 190,980 △24,000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 85,140 103,640 △18,500

201 일반운영비 66,140 83,640 △17,500

01 사무관리비 58,140 70,640 △12,500

○일반수용비 52,380 60,380 △8,000

― 의정활동 홍보사진 인화료 1,000 2,000 △1,000

― 주요사업 설문조사 수수료 0 1,000 △1,000

― 의회운영 자료집 제작 0 6,000 △6,000

○운영수당 560 3,560 △3,000

― 의원 및 직원 연수 강사수당 0 3,000 △3,000

○임차료 0 1,500 △1,500

― 의원 및 직원 벤치마킹 차량 0 1,500 △1,500

03 행사운영비 8,000 13,000 △5,000

○유관기관 친선 체육대회 0 2,000 △2,000

○의회간 우호증진 교류행사 0 3,000 △3,000

301 일반보상금 1,000 2,000 △1,000

09 행사실비보상금 0 1,000 △1,000

○주요사업 주민공청회 참석 0 1,000 △1,000

의정업무 수행 81,840 87,340 △5,500

201 일반운영비 52,040 56,840 △4,800

01 사무관리비 15,360 15,860 △500

○일반수용비 1,560 2,060 △500

― 카메라 및 속기기기 수리 및 부품 0 500 △500

02 공공운영비 32,680 35,980 △3,300

○시설장비유지비 10,440 11,740 △1,300

―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유지보수 0 1,000 △1,000

― 에어컨 필터 청소 및 보수 3,000 3,300 △300

○차량선박비 13,000 15,000 △2,000

― 유류대 6,000 8,000 △2,000

03 행사운영비 4,000 5,000 △1,000

○행사운영비 4,000 5,000 △1,000

― 감사패 제작 0 1,000 △1,000

202 여비 17,800 18,500 △700

03 국외업무여비 11,800 14,500 △2,700

○자매도시 방문 수행 1,800 4,500 △2,700

05 공무원 교육여비 2,000 0 2,000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2,000 0 2,000



부서: 의회사무국

정책: 열린의회운영(일반공공행정/입법및선거관리)

단위: 의정 활동 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의정 활동 지원 658,872 662,872 △4,000

의원 활동 지원 658,872 662,872 △4,000

205 의회비 658,872 662,872 △4,000

04 의원국외여비 28,000 32,000 △4,000

○선진국 주요시설 견학 23,400 26,000 △2,600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방문 4,600 6,000 △1,400

행정운영경비(의회사무국)(기타/기타) 283,897 290,897 △7,000

인력운영비 202,549 207,549 △5,000

인력운영비 202,549 207,549 △5,000

101 인건비 202,549 207,549 △5,000

01 보수 101,355 104,355 △3,000

○초과근무수당 101,355 104,355 △3,000

― 6급 31,093 34,093 △3,000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1,194 103,194 △2,000

○의장 및 의원 부속실 66,442 68,442 △2,000

― 상여금 13,920 15,920 △2,000

· 기말수당 11,088 13,088 △2,000

기본경비 81,348 83,348 △2,000

기본경비 81,348 83,348 △2,000

202 여비 48,960 50,960 △2,000

05 공무원 교육여비 0 2,000 △2,000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0 2,000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