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의회사무과

정책: 지방의회 운영 지원

단위: 의회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6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 831,852 892,712 △60,860

지방의회 운영 지원 751,218 812,078 △60,860

의회운영 751,218 812,078 △60,860

전문위원실 운영 58,750 71,910 △13,160

201 일반운영비 26,150 33,310 △7,160

01 사무관리비 26,150 33,310 △7,160

○ 조례(안), 추경, 본예산정리 급식비

2,800 3,360 △560

○ 소송 위임변호사 선임료(1심,2심) 0 6,600 △6,600

경정 7,000원 * 4인 * 100일

경정 0원

202 여비 17,600 23,600 △6,000

01 국내여비 17,600 23,600 △6,000

○ 시군의회 전문위원 회의 참석 0 1,000 △1,000

○ 위원회,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회의 참

석 0 5,000 △5,000

경정 0원

경정 0원

의회운영 219,425 262,625 △43,200

201 일반운영비 163,235 188,235 △25,000

02 공공운영비 62,415 84,415 △22,000

○ 청사 보일러 청소비 0 3,000 △3,000

○ 청사 난방용 보일러 정기점검 및 수리

0 1,000 △1,000

○ 청사 난방용 연료비 0 10,000 △10,000

○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2,000 5,000 △3,000

○ 급수용 가압펌프 교체 0 5,000 △5,000

경정 0원

경정 0원

경정 0원

경정 2,000,000원 * 1식

경정 0원

03 행사운영비 7,300 10,300 △3,000

○ 2016년 전남시군의회 의장회의 개최 2,300 5,300 △3,000

＊ 회의참석자 식비 470 2,970 △2,500

＊ 명패 및 행사물품 구입

600 1,100 △500

경정 470,000원 * 1년액

경정 600,000원 * 1식

202 여비 19,040 27,040 △8,000

01 국내여비 19,040 27,040 △8,000

○ 의정활동지원 직원 연수

2,000 4,000 △2,000

○ 자매결연 의회 의원 합동연수 수행

0 2,000 △2,000

○ 각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수행 0 4,000 △4,000

경정 50,000원 * 10인 * 2일 * 2회

경정 0원

경정 0원

301 일반보상금 3,000 13,200 △10,200

11 기타보상금 3,000 13,200 △10,200

○ 채택증인여비 보상금 0 600 △600

○ 읍면 순회방문 주민과의 대화 참석

3,000 12,000 △9,000

경정 0원

3,000,000원 *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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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회사무과

정책: 지방의회 운영 지원

단위: 의회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참여 전문가 보상

0 600 △600경정 0원

의정활동지원 473,043 477,543 △4,500

205 의회비 457,683 462,183 △4,500

04 의원국외여비 18,000 22,500 △4,500

○ 해외자매결연 도시방문(일본,중국)

0 4,500 △4,500경정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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