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의회사무국

정책: 지방의회 운영 지원

단위: 의회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의회사무국 1,611,512 1,739,985 △128,473

지방의회 운영 지원 1,476,694 1,605,761 △129,067

의회운영 1,366,821 1,459,895 △93,074

의회운영 1,366,821 1,459,895 △93,074

101 인건비 14,137 29,040 △14,903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137 29,040 △14,903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관리인부 14,137

― 인부임 10,074

― 간식비 1,000

― 주휴수당 2,063

― 명절휴가비 400

― 교통보조비 600

39,660원*1명*254일

2,000원*1명*250일*2회

39,660원*1명*52일

200,000원*1명*2회

50,000원*1명*12월

201 일반운영비 231,864 186,708 45,156

01 사무관리비 146,380 111,168 35,212

○일반수용비 85,248

― 9대 후반기 의정백서 발간

5,000

― 의회 안내책자 발간 2,500

― 의회 의원수첩 제작 2,500

― 의회보 발간 7,500

― 의원연수교재 발간 1,800

― 의원 재의결 소송에 관한 변호사 수임료

2,000

― 소송 수수료 1,000

― 의회현황판 정비(의장실,부의장실,국장실,

의회 현관) 4,000

― 의원사무실 사무기기 유지비

4,740

― 의원사무실 정수기 렌탈료

3,000

― 의원도서실 운영 2,440

ㆍ 정기 간행물 구독료

1,440

ㆍ 비정기 간행물 구독료

1,000

―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관련 연구단체, 기

관가입구독료 1,440

― 카펫트 세탁료(본회의장,소회의실,의장실,

부의장실) 4,184

― 본회의장 의원석 의자 및 의장실 쇼파 세

탁 800

―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 카펫 향균기구 등

구입 1,200

5,000,000원*1회

5,000원*500부

20,000원*125부

15,000원*500부*1회

6,000원*50부*3종*2회

2,000,000원*1건

1,000,000원*1건

1,000,000원*4개소*1회

237,000원*5대*4회

50,000원*5대*12월

8,000원*5종*3부*12월

10,000원*10종*5부*2회

180,000원*2개기관*4회

2,800원*747㎡*2회

10,000원*40개*2회

1,2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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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회사무국

정책: 지방의회 운영 지원

단위: 의회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녹음테이프(회의녹음용)

864

― 녹화테이프 구입 280

― 자료저장용 CD구입 및 DVD 구입

600

― 회의 영상자료 저장용 외장 HDD구입

600

― 백업테이프 구입 (홈페이지,속기시스템)

1,200

― 상장 및 표창장 표지 구입 2,000

― 각종 회의, 현지활동 및 행사용 사진인화

2,400

― 의회 방문기념품 구입

12,000

― 의회 행사 플래카드 제작 1,200

― 인터넷방송 운영 솔루션

20,000

○위탁교육비 21,120

― 의원 국내연수 위탁교육비

21,120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4,200

○운영수당 3,600

― 고문변호사 수당 2,400

―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회의참석 수당

300

― 의원 공무국외 여행 심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900

○의원 피복비 8,800

― 현장 의정활동 단체복(격년제) 구입

8,800

○임차료 23,412

― 의회연수 버스 임차료 3,600

―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인터넷방송 서버

13,812

― 인터넷방송 보안장비 6,000

1,200원*2개*4개소*90일

2,800원*100개

2,000원*300장

300,000원*2개

30,000원*40장

4,000원*500장

500원*400매*12월

20,000원*50점*12월

100,000원*12회

20,000,000원*1식

480,000원*22명*2회

70,000원*15명*4회

200,000원*1명*12월

100,000원*3명*1회

100,000원*9명*1회

400,000원*22명*1회

900,000원*2대*2회

1,150,930원*12개월

500,000원*12개월

02 공공운영비 59,284 49,340 9,944

○시설장비유지비 42,172

― 중계 방송시설 유지비 600

― 방송시설 유지비(상임위원회, 소회의실)

1,400

― CCTV시설유지비 500

― 본 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빔프로젝트 유지

비 600

― 본 회의장 및 음향기기 유지비

1,860

30,000,000원*2%

35,000,000원*4%

500,000원*1식

20,000,000원*3%

62,000,000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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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회사무국

정책: 지방의회 운영 지원

단위: 의회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본 회의장 정전대비 UPS 밧데리 교체

3,000

― 의회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비

5,670

― 보안서버(SSL) 인증수수료 960

― 의회 홈 페이지 서버 유지보수비

4,051

― 홈 페이지 실명 인증수수료

660

― 홈 페이지 SMS 서비스 수수료

528

― 영상홍보시스템 및 컨텐츠 유지관리비

5,808

― 영문도메인 유지수수료 30

― 한국도메인 등록 29

― 장애인 웹 접근성 인증마크 심사비

1,000

― 인터넷방송 하드웨어 솔루션

12,276

― 인터넷방송 보안장비 설치비

200

― 본회의장 정전대비 UPS밧데리 교체(3년주

기) 3,000

○차량선박비 17,112

― 승용차(휘발유)

9,576

― 승합(경유) 4,896

― 차량유지 관리비 2,640

3,000,000원*1식

56,700,000원*10%

80,000원*12월

40,510,000원*10%

55,000원*12월

44,000원*12월

58,080,000원*10%

30,000원*1식

28,600원*1식

1,000,000원*1식

12,276,000원*1식

200,000원*1식

3,000,000원*1식

1,900원*60L*7회*1대*12월

1,700원*60L*4회*1대*12월

22,000,000원*2대*6%

03 행사운영비 26,200 26,200 0

○전남시군 의장단 협의회 개최

10,000

○서남부권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개최

5,000

○의원 현장체험 2,700

○전현직 의원 및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3,000

○어린이 모의의회 개최 1,000

○자매 결연국가 방문단 간담회 개최

4,500

10,000,000원*1회

5,000,000원*1회

900,000원*3회

1,500,000원*2회

1,000,000원*1회

4,500,000원*1회

205 의회비 1,105,740 1,120,067 △14,327

01 의정활동비 290,400 290,400 0

○의원 의정활동비 290,4001,100,000원*22명*12월

02 월정수당 455,400 455,400 0

○의원 월정수당 455,4001,725,000원*22명*12월

03 국내여비 50,343 54,670 △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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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회사무국

정책: 지방의회 운영 지원

단위: 의회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의원연수 및 의정활동 여비

14,960

○상임위원회 활동여비

20,973

○전남시· 군의회 의장회 회의 등 참석여비

10,010

○지방의회 의원 전문교육과정

4,400

170,000원*22명*4회

264,800원*22명*4회*90%

264,800원*1명*7회*6월*90%

200,000원*22명*1회

04 국외여비 46,125 46,125 0

○의원연수 및 선진외국시찰 여비 36,900

― 의장,부의장 4,500

― 의원 32,400

○의원 해외초청(자매결연도시) 방문 여비

9,225

2,500,000원*2명*90%

1,800,000원*20명*90%

36,900,000원*25%

05 의정운영공통경비 124,992 134,992 △10,000

○의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112,99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운영공통 경비

12,000

5,136,000원*22명

1,000,000원*12명

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1,280 91,280 0

○의장 31,440

○부의장 15,120

○상임위원장 41,28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3,440

2,620,000원*12월

1,260,000원*12월

860,000원*4명*12월

860,000원*1명*4회

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 7,600 7,600 0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회 및 전

남 의장회 부담금 4,600

○전남 서남부권 의회 협의회 부담금

3,000

4,600,000원*1회

3,000,000원*1회

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6,400 26,400 0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26,400100,000원*22명*12월

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3,200 13,200 0

○의원 국민건강 보험금 13,20050,000원*22명*12월

301 일반보상금 2,080 2,080 0

07 민간인국외여비 2,080 2,080 0

○장애의원 보조 민간인 국외여비

2,0802,080,000원*1명

304 연금부담금등 9,000 18,000 △9,000

03 의원상해부담금 9,000 18,000 △9,000

○직무로 인한 상해 등 부담금

9,000100,000원*90일*2년*1명*1/2

405 자산취득비 4,000 4,000 0

02 도서구입비 4,000 4,000 0

○의원도서실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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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회사무국

정책: 지방의회 운영 지원

단위: 의회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관련도서

1,000

― 지방행정 및 의정활동 전문서적

3,000

20,000원*50종

20,000원*150권

의회 시설관리 및 장비확충 25,020 61,182 △36,162

의회 시설관리 및 장비확충 25,020 61,182 △36,162

401 시설비및부대비 15,000 38,682 △23,682

01 시설비 15,000 38,682 △23,682

○방송통신시설 설치 공사 15,000

― 본회의장 스피커 모니터 판넬 설치

1,000

― 시민의방 빔 프로젝트 등 설치

14,000

1,000,000원*1식

14,000,000원*1식

405 자산취득비 10,020 22,500 △12,48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020 22,500 △12,480

○본회의장 상석의자 구입 1,320

○의원사무실 집기 구입 3,500

― 오픈 와이드 책장 3,500

○속기용 자판기 구입 2,400

○의원사무실 노후 복합기 교체 2,800

440,000원*3개

250,000원*14개

2,400,000원*1대

400,000원*7대

의사 운영 지원 84,853 84,684 169

의사 운영 지원 84,853 84,684 169

201 일반운영비 73,200 73,200 0

01 사무관리비 73,200 73,200 0

○일반수용비 69,000

― 회의록발간(임시회, 정례회, 특별위원회

등) 64,000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발간

3,000

― 어린이 모의회의 회의록 발간

2,000

○급량비 4,200

― 정례회 및 임시회 의사운영 특근매식비

4,200

4,000,000원*16회

3,000,000원*1회

2,000,000원*1회

7,000원*10명*60일

202 여비 11,653 11,484 169

01 국내여비 11,653 11,484 169

○ 상임위원회비교견학 수행 직원 여비

4,237

○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관련 현지활동 여

비 4,237

○ 전문위원 의정활동 보좌 자료수집활동 여비

2,119

264,800원*4개 위원회*4회

264,800원*4개위원회*2명*2회

264,800원*4명*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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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회사무국

정책: 지방의회 운영 지원

단위: 의사 운영 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의원연구단체 비교견학 수행 직원여비

1,060264,800원*2명*2회

행정운영경비(의회사무국) 134,818 134,224 594

인력운영비(의회사무국) 22,500 22,500 0

인력운영비(의회사무국) 22,500 22,500 0

203 업무추진비 22,500 22,500 0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700 2,700 0

○ 사무국장(4급) 2,7003,000,000원*1명*9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800 10,800 0

○ 의사운영업무활성화추진(국장)

3,600

○ 상임위원회의정활동업무활성화추진(전문위원

) 7,200

4,000,000원*1명*90%

2,000,000원*4명*9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000 9,000 0

○ 사무국 4,200

○ 전문위원실 4,800

350,000원*12월

100,000원*4개소*12월

기본경비(의회사무국) 112,318 111,724 594

기본경비(의회사무국) 112,318 111,724 594

201 일반운영비 45,084 40,734 4,350

01 사무관리비 28,822 24,622 4,200

○일반수용비 22,622

― 기본사무용품비 2,300

― 기타수용비(국 서무과) 1,200

― 복사기유지관리비(토너구입등)

2,800

― 복사용지구입 3,600

― 프린터 및 팩스 유지관리

3,792

― 의원사무실 복합기 토너

4,740

― 기본청소용품비 300

― 건물내 친환경 조성 및 관리(화분 등)

2,400

― 자동차정기검사수수료 50

― 의전용 및 업무용 차량세차비

1,440

○워크숍 등 참가(교육)비 2,000

― 의회직원 의회실무 워크숍(연수)

2,000

○급량비 4,200

― 의정업무 추진 직원특근매식비

4,200

100,000원*23명

100,000원*12회

350,000원*2대*4회

20,000원*15박스*12월

237,000원*4대*4회

237,000원*10대*2회

150,000원*2회

200,000원*12월

25,000원*2대*1회

12,000원*2대*5회*12월

200,000원*5명*2회

7,000원*10명*60일

02 공공운영비 16,262 16,112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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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회사무국

정책: 행정운영경비(의회사무국)

단위: 기본경비(의회사무국)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공공요금및제세 16,262

― 우편료 2,502

ㆍ일반우편 1,440

ㆍ등기우편 1,062

― 인터넷초고속통신망이용요금(의원사무실)

4,800

― 자동차세 1,220

― 자동차보험료 2,800

― 업무용차량환경개선부담금

140

― 의원사무실 케이블방송수신료 등

4,800

240원*500건*12월

1,770원*50건*12월

400,000원*1회선*12월

305,000원*2대*2회

1,400,000원*2대

70,000원*1대*2회

400,000원*12월

202 여비 67,234 70,990 △3,756

01 국내여비 57,234 60,990 △3,756

○지방의회 의원 전문교육과정 의원보좌공무원

여비 2,648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보좌 관내출장여비

44,160

○전남 및 서남권 의장단협의회참석의장수행직

원여비 7,248

○의원연수 및 세미나 참석 공무원 여비

3,178

264,800원*10명*1회

20,000원*23명*8회*12월

151,000원*2명*2회*12월

264,800원*6명*2회

03 국외업무여비 10,000 10,000 0

○의원해외연수 담당 공무원 여비

10,0002,500,000원*2명*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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