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의회사무과

정책: 지방의회 운영 지원

단위: 의정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 671,057 649,842 21,215

지방의회 운영 지원 627,277 601,882 25,395

의정운영 480,192 460,957 19,235

의정활동 지원 423,550 394,315 29,235

205 의회비 423,550 390,715 32,835

01 의정활동비 92,400 92,400 0

○ 의정활동비(정액) 92,400

02 월정수당 143,145 138,305 4,840

○ 의원 월정수당 143,145

03 의원국내여비 17,720 17,720 0

○ 의정활동여비(관내) 4,200

○ 선진의회견학 및 의정자료수집여비(관외) 8,400

○ 의원정례 간담회 참석여비 4,200

○ 전국 및 전남 시군의장회 참석 720

○ 전남 서남부 12개시군 의장단협의회 참석 200

04 의원국외여비 29,575 22,750 6,825

○ 의원 해외연수 여비 22,750

○ 의원 국제회의, 국가공식행사, 자매결연 초

청(참가)여비 6,825

05 의정운영공통경비 45,670 39,600 6,070

○ 의정공통경비 39,67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000

39,670,000원

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73,720 62,720 11,000

○ 의장 28,080

○ 부의장 14,808

○ 예결위원장 3,760

○ 상임위원장 27,072

07 의원역량개발비 3,500 0 3,500

○ 지방의원 위탁교육비

3,500500,000원 * 7명 * 1회

08 의장협의체부담금 6,600 6,000 600

○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단 연회비

6,6006,600,000원

09 의원국민연금부담금 5,760 5,760 0

○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5,760

10 의원국민건강부담금 5,460 5,460 0

○ 의원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

담금 5,460

의정활동 홍보 및 기록보존 56,642 66,642 △10,000

201 일반운영비 56,642 66,642 △10,000

01 사무관리비 51,980 61,98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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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회사무과

정책: 지방의회 운영 지원

단위: 의정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정례회(임시회)회의록 발간 29,000

○ 정례회(임시회) 등 회의록 속기료

5,000

○ 상임위원회 회의록 속기료 3,000

○ 의회안내책자 및 의회소식

8,000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유인

1,500

○ 의정활동 사진첩 제작

3,500

○ 의정활동 기록보존 사진대(5*7)

1,080

○ 의정활동 기록보존 사진대(4*6)

900

29,000,000원

5,000,000원

3,000,000원

4,000,000원 * 2회

15,000원 * 100부

500,000원 * 7명 * 1회

1,500원 * 60매 * 12월

300원 * 250매 * 12월

02 공공운영비 4,662 4,662 0

○ 의정홍보물 발송 우편료(일반우편)

360

○ 의정홍보물 발송 우편료(등기우편)

702

○ 회의록발송 우편료 3,600

300원 * 100매 * 12월

1,950원 * 30매 * 12월

4,500원 * 100부 * 8회

의회운영 147,085 140,925 6,160

의사운영 147,085 140,925 6,160

201 일반운영비 76,185 81,925 △5,740

01 사무관리비 38,580 44,320 △5,740

○ 일반수용비 15,940

― 의사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1,000

― 의원사무실 프린터 및 팩스 유지 관리 1,000

― 의회 및 지역 홍보물품 구입 및 제작 10,500

― 정수기 및 냉온수기 관리 1,440

― 표창장 내·외피 구입 1,000

― 각종 안내 홍보물 및 상패·명패 제작 1,000

○ 위탁교육비 14,000

○ 공무원 국외여행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0

○ 의정업무추진 급량비 7,560

○ 의회 환경정비용 화분구입 800

02 공공운영비 37,605 37,605 0

○ 차량운영비 16,733

― 휘발유 7,067

― 경유 5,066

― 차량관리비 4,000

― 의전용 관용차량 하이패스 전자카드 충전 600

○ 방송시설장비 수선비 4,000

○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업그레이드(소프트웨

어) 1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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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회사무과

정책: 지방의회 운영 지원

단위: 의회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 여비 64,700 53,700 11,000

01 국내여비 33,700 29,700 4,000

○ 의정업무추진여비(관내) 8,000

○ 의정자료수집 및 의정업무추진여비(관외) 8,000

○ 전문위원 의정자료 조사수집 여비 6,000

○ 의원 의정활동 수행여비 7,200

○ 전남시군의장회 및 서남부권 수행여비 2,400

○ 지방의회 의정연수과정 여비 2,100

04 국제화여비 31,000 24,000 7,000

○ 의원 국외연수 수행 여비 27,000

○ 시군의장회 연수 수행여비 2,000

○ 서남부권의장회 연수 수행여비 2,000

203 업무추진비 5,000 5,0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 5,000 0

○ 의정시책업무추진비 5,000

303 포상금 1,200 300 900

01 포상금 1,200 300 900

○ 의회유공 공무원 시상품 1,200

행정운영경비(의회사무과) 43,780 47,960 △4,180

기본경비 43,780 47,960 △4,180

기본경비 43,780 47,960 △4,180

201 일반운영비 36,580 36,460 120

01 사무관리비 32,380 32,260 120

○ 일반운영비 32,380

― 의회사무과 사무실 운영비 6,000

― 복사기 용지 구입비 3,000

― 복사기 유지관리비 2,000

― 프린터 및 팩스 유지관리비 4,000

― 의사운영 사무용품 구입 3,780

― 의정정보수집 도서구입비 1,000

― 신문구독료 10,800

― 주간지 구독료 1,800

02 공공운영비 4,200 4,200 0

○ 공공요금 및 제세 4,200

203 업무추진비 6,200 5,000 1,200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00 800 0

○ 생일기념, 불우공무원 등 지원 80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400 4,200 1,200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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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회사무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의회사무과)

단위: 기본경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지방의회 전문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0

405 자산취득비 1,000 6,500 △5,5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 6,500 △5,500

○ 부서 소규모 물품구입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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