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의회사무국

정책: 지방의회 운영 지원

단위: 의회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6년도 추경 4 회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 1,605,196 1,745,384 △140,188

지방의회 운영 지원 1,516,282 1,656,470 △140,188

의회운영 1,358,862 1,411,102 △52,240

의회운영 1,358,862 1,411,102 △52,240

201 일반운영비 190,892 200,984 △10,092

01 사무관리비 145,000 149,092 △4,092

○세출예산절감

△4,092 0 △4,092경정 145,000,000원 - 기정 149,092,000원

03 행사운영비 6,000 12,000 △6,000

○서남부권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개최

3,500 5,000 △1,500

○전현직 의원 및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1,500 3,000 △1,500

○자매 결연국가 방문단 간담회 개최(전감)

0 3,000 △3,000

경정 3,500,000원*1회

경정 1,500,000원*1회

경정 0원

202 여비 24,731 24,871 △140

03 국외업무여비 9,860 10,000 △140

○의원 국외연수 수행 공무원 여비

9,860 10,000 △140경정 9,860,000원*1회

205 의회비 1,105,047 1,143,447 △38,400

03 의원국내여비 43,919 63,919 △20,000

○의원연수 및 의정활동 여비

13,039 23,039 △10,000

○상임위원회 활동 여비 6,520 11,520 △5,000

○전남시·군의회 의장회 회의 등 참석여비

2,100 3,600 △1,500

○지방의회 의원 전문교육과정

2,260 5,760 △3,500

경정 13,039,000원

경정 6,520,000원

경정 2,100,000원

경정 2,260,000원

04 의원국외여비 44,000 48,400 △4,400

○의원 해외초청(자매결연도시) 방문 여비(전감

) 0 4,400 △4,400경정 0원

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 7,600 8,600 △1,000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전감)

0 1,000 △1,000경정 0원

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3,400 26,400 △13,000

○의원 국민연금 기관 부담금

13,400 26,400 △13,000경정 13,400,000원

405 자산취득비 18,392 22,000 △3,608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8,392 22,000 △3,608

○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서버 교체

18,392 22,000 △3,608경정 18,392,000원*1식

의회 시설관리 및 장비확충 86,052 174,000 △87,948

의회 시설관리 및 장비확충 86,052 174,000 △87,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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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회사무국

정책: 지방의회 운영 지원

단위: 의회 시설관리 및 장비확충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401 시설비및부대비 19,730 107,000 △87,270

01 시설비 19,730 107,000 △87,270

○의회동 옥상 누수방지 및 리모델링 공사 19,730 107,000 △87,270

― 누수방지공사 0 85,000 △85,000

― 설계용역비 19,730 22,000 △2,270

경정 0원

경정 19,730,000원*1식

405 자산취득비 66,322 67,000 △678

01 자산및물품취득비 66,322 67,000 △678

○방송실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12,322 13,000 △678경정 12,322,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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