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의회사무과

정책: 지방의회 운영지원

단위: 의회(의사)운영 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의회사무과 759,387 804,027 △44,640

지방의회 운영지원 694,451 739,091 △44,640

의회(의사)운영 지원 179,340 207,340 △28,000

의사운영 추진 114,670 123,450 △8,780

201 일반운영비 51,230 57,950 △6,720

01 사무관리비 46,430 53,150 △6,720

ㅇ 회의록 발간 25,000 30,000 △5,000

ㅇ 사무실 및 회의장 방석 세탁비

200 320 △120

ㅇ 부속실 및 의원사무실 사무용품구입

2,800 3,200 △400

ㅇ 의회환경정비 5,300 9,500 △4,200

- 의장실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

1,800 6,000 △4,200

ㅇ 차량임차료 6,000 3,000 3,000

경정 50,000원 * 100부 * 5회

경정 2,000원 * 50개 * 2회

경정 50,000원 * 14종 * 4회

경정 100,000원 * 6개소 * 3회

경정 750,000원 * 8회

202 여비 18,640 20,700 △2,060

01 국내여비 18,640 20,700 △2,060

ㅇ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

2,800 3,000 △200

ㅇ 의회운영 세미나 참석

1,800 3,600 △1,800

ㅇ 관외출장(공통)

2,040 2,100 △60

경정 20,000원 * 10명 * 14일

경정 50,000원 * 4명 * 3일 * 3회

경정 30,000원 * 2명 * 34회

의회장 운영 2,650 2,950 △300

201 일반운영비 2,650 2,950 △300

01 사무관리비 2,650 2,950 △300

ㅇ 헌화용 꽃 근조 및 리본 등

1,500 1,800 △300경정 1,500,000원

의회공무원 역량강화 31,320 46,740 △15,420

201 일반운영비 9,800 10,800 △1,000

01 사무관리비 9,800 10,800 △1,000

ㅇ 의회공무원 위탁교육

8,800 9,600 △800

ㅇ 의회공무원 직무교육 강사수당

1,000 1,200 △200

경정 800,000원 * 11명

경정 500,000원 * 2명

202 여비 21,520 35,940 △14,420

01 국내여비 2,520 2,940 △420

ㅇ 의회운영 타시군 비교견학

2,520 2,940 △420경정 70,000원 * 6명 * 3일 * 2회

04 국제화여비 19,000 33,000 △14,000

ㅇ 의원연수관련 공무원 연수

10,000 20,000 △10,000경정 5,000,000원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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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회사무과

정책: 지방의회 운영지원

단위: 의회(의사)운영 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ㅇ 자매결연 등 교류행사 참석 0 4,000 △4,000경정 0원

의정 홍보활동 30,700 34,200 △3,500

201 일반운영비 30,700 34,200 △3,500

01 사무관리비 25,300 28,800 △3,500

ㅇ 의회보 제작 11,500 15,000 △3,500경정 23,000원 * 500부 * 1회

의회 의정활동 지원 515,111 531,751 △16,640

의정활동비 515,111 531,751 △16,640

205 의회비 515,111 531,751 △16,640

04 의원국외여비 16,640 33,280 △16,640

ㅇ 의원 국외연수 여비

12,800 25,600 △12,800

ㅇ 자매결연단체 교류행사 참석

3,840 7,680 △3,840

경정 3,200,000원 * 4명

경정 25,600,000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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