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08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부서: 의회사무과
정책: 지방의회 운영 지원
단위: 의정운영 (단위:천원)

의회사무과 450,393 462,905 △12,512

지방의회 운영 지원 427,626 438,483 △10,857

의정운영 314,810 320,200 △5,390

의정활동 지원 288,816 291,584 △2,768

205 의회비 288,816 291,584 △2,768

15,684 18,452 △2,76803  국내여비

 경정 5,318,000원  5,318  6,368  △1,050
  ○선진의회견학 및 의정활동여비(75,800원 * 7명 * 3일 * 4회)/예산절감

경정 5,318,000원 5,318 6,368 △1,050  ○조사특별위원회 등 현지답사 여비(75,800원*7명*3일*4회) / 예산절감

경정 3,532,000원 3,532 4,200 △668  ○의원정례 간담회 참석여비(20,000원 * 7명 * 3주 * 10월) / 예산절감

의정활동 홍보 및 기록보존 25,994 28,616 △2,622

201 일반운영비 25,994 28,616 △2,622

23,598 26,220 △2,62201  사무관리비

경정 8,728,000원 8,728 10,000 △1,272  ○의회소식지 발간(10,000원 * 500부 * 2회) / 예산절감

경정 12,150,000원 12,150 13,500 △1,350  ○정례회(임시회)회의록 발간(15,000원 * 100부 * 9회) / 예산절감

의회운영 112,816 118,283 △5,467

의사운영 112,816 118,283 △5,467

201 일반운영비 37,934 39,270 △1,336

20,093 21,150 △1,05701  사무관리비

경정 613,000원 613 800 △187  ○의장실 현황판 정비(800,000원 * 1개소) / 예산절감

경정 9,120,000원 9,120 9,600 △480  ○의장, 부의장, 의원사무실 운영(800,000원 * 12월) / 예산절감

경정 1,000,000원 1,000 1,200 △200  ○각종 명패 및 상패 제작(200,000원 * 6개) / 예산절감

경정 1,000,000원 1,000 1,190 △190  ○피복비(170,000원 * 7명) / 예산절감

4,721 5,000 △27903  행사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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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회사무과
정책: 지방의회 운영 지원
단위: 의회운영 (단위:천원)

경정 4,721,000원 4,721 5,000 △279  ○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 개최(5,000,000원*1회) / 예산절감

202 여비 25,582 27,313 △1,731

15,582 17,313 △1,73101  국내여비

경정 7,916,000원 7,916 9,096 △1,180  ○의정업무추진여비(75,800원 * 2명 * 5일 * 12월) / 예산절감

 경정 2,633,000원  2,633  3,184  △551
  ○지방의회 의정연수과정 여비(75,800원 * 7명 * 3일 * 2회) / 예산절감

301 일반보상금 300 600 △300

300 600 △30012  기타보상금

경정 300,000원 300 600 △300  ○ 의회유공 민간시상품(60,000원 * 5명 * 2회) / 예산절감

303 포상금 200 300 △100

200 300 △10001  포상금

경정 200,000원 200 300 △100  ○ 의회유공 공무원 시상품(60,000원 * 5명 * 1회) / 예산절감

405 자산취득비 33,000 35,000 △2,000

33,000 35,000 △2,00001  자산및물품취득비

경정 3,000,000원 3,000 5,000 △2,000  ○ 의회 및 의원사무실 집기구입(5,000,000원 * 1식) / 예산절감

행정운영경비(의회사무과) 22,767 24,422 △1,655

기본경비 17,767 19,422 △1,655

기본경비 17,767 19,422 △1,655

201 일반운영비 17,767 19,422 △1,655

14,897 16,552 △1,65501  사무관리비

경정 1,335,000원 1,335 1,632 △297  ○복사기 용지 구입비(17,000원 * 4박스 * 2대 * 12월) / 예산절감

경정 1,122,000원 1,122 1,400 △278  ○복사기 유지 관리비(350,000원 * 2대 * 2회) / 예산절감

경정 1,620,000원 1,620 1,800 △180  ○프린터 및 팩스 유지관리비(200,000원 * 9대 * 1회) / 예산절감

경정 2,916,000원 2,916 3,240 △324  ○의사운영 사무용품 구입(30,000원 * 9명 * 12월) / 예산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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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회사무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의회사무과)
단위: 기본경비 (단위:천원)

경정 2,592,000원 2,592 2,880 △288  ○신문구독료(중앙지)(12,000원 * 20부 * 12월) / 예산절감

경정 2,592,000원 2,592 2,880 △288  ○신문구독료(지방지)(8,000원 * 30부 * 12월) / 예산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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