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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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 1,906,948 1,732,838 174,110

지방의회 운영 지원 1,808,204 1,621,108 187,096

의회운영 1,461,237 1,535,721 △74,484

의회운영 1,461,237 1,535,721 △74,484

201 일반운영비 205,962 218,522 △12,560

01 사무관리비 126,250 166,354 △40,104

○일반수용비 104,050

― 의회 상장 배부 및 업무용 대봉투 제작

1,200

― 상장 및 표창장 표지외피 구입

2,500

― 기관·단체 표창패 제작 1,000

― 의원수첩 제작 1,100

― 의원 업무일지 제작 3,000

― 의원연수교재 발간 1,800

― 지방자치법 및 목포시의회 관련 조례 책자

발간 2,000

― 의회 홍보용 종이가방 제작 1,500

― 의회현황판 정비(의장실,부의장실,국장실)

4,500

― 의원사무실 사무기기 유지비

10,428

― 의정활동 홍보캠페인 영상 제작

30,000

― 의정활동 지원 교양도서 구입

1,200

― 주요 의정 홍보 9,900

―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관련 연구단체, 기관

가입구독료 1,440

― 카펫트 세탁료(본회의장,소회의실,의장실,

부의장실) 4,482

― 본회의장 의원석 의자 세탁

1,000

― 자료저장용 CD 및 DVD 구입 600

― 회의 영상자료 저장용 외장 HDD구입

1,200

― 음성회의 자료 저장용 메모리 구입

1,200

― 기타수용비(의장, 부의장, 위원장, 의원 사

무실) 3,600

― 의정활동 촬영 부대비용 2,300

ㆍ사진저장 매체(외장하드) 100

ㆍ카메라 수리 1,000

ㆍ각종 회의, 현지활동 등 행사용 사진 인

화 1,200

600원*2,000매

5,000원*500장

100,000원*10개

50,000원*22부

30,000원*100부

6,000원*50부*3종*2회

2,000,000원*1회

3,000원*500개

1,500,000원*3개소

237,000원*22대*2회

30,000,000원*1식

20,000원*60권

330,000원*30회

180,000원*2개기관*4회

3,000원*747㎡*2회

20,000원*25개*2회

2,000원*300장

300,000원*4개

100,000원*12개

50,000원*6개소*12월

100,000원*1개

500,000원*2회

250원*400매*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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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 기관방문 기념품 구입 12,000

― 정수기 렌탈료 지급 3,300

― 의회 행사 플래카드 제작 600

― 의회 의정활동 행정용품 구입

2,200

○운영수당 5,400

― 고문변호사 수당 4,800

― 의원 공무국외 여행 심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600

○임차료 16,800

― 의회연수 등 버스 임차료

3,600

― 본회의장 인터넷방송 보안장비 임차료

13,200

20,000원*50점*12월

25,000원*11대*12월

100,000원*6회

100,000원*22명

200,000원*2명*12월

100,000원*6명*1회

900,000원*2대*2회

1,100,000원*12개월

02 공공운영비 63,712 46,168 17,544

○시설장비유지비 52,474

― 본회의장 인터넷 방송운영 회선료

12,024

― 중계 방송시설 유지비 1,200

― 방송시설 유지비(상임위원회, 소회의실)

1,400

― CCTV시설유지비 500

― 방송실 UPS 배터리 교체 3,840

― 본 회의장 및 음향기기 유지비

2,480

― 의회홈페이지 및 회의록, 인터넷방송 유지

보수비(S/W) 4,500

― 보안서버(SSL) 인증수수료 960

― 의회 홈페이지 서버 유지보수비(HW)

4,051

― 의원 재부재시스템 유지보수비

1,431

― 의원 재부재시스템 서버운영체제 교체

3,000

― 본회의장 인터넷방송 유지보수비(HW)

1,940

― 홈페이지 LMS 서비스 수수료

1,848

― 영상홍보시스템 및 컨텐츠 유지관리비

2,500

― 의원사무실 케이블방송 수신료 등

3,600

― 의원사무실 일반팩스 사용료

7,200

○차량선박비 11,238

― 승용차(휘발유)

5,876

1,002,000원*12월

30,000,000원*4%

35,000,000원*4%

500,000원*1식

240,000원*16개

62,000,000원*4%

45,000,000원*10%

80,000원*12월

40,510,000원*10%

14,309,100원*10%

3,000,000원*1식

19,400,000원*10%

154,000원*12월

25,000,000원*10%

300,000원*12월

600,000원*12월

1,360원*60ℓ *6회*1대*12월



부서: 의회사무국

정책: 지방의회 운영 지원

단위: 의회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승합(경유) 2,722

― 차량유지 관리비 2,640

1,260원*60ℓ *3회*1대*12월

22,000,000원*2대*6%

03 행사운영비 16,000 6,000 10,000

○전현직 의원 및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3,000

○자매 결연국가 방문단 간담회 개최

3,000

○전남 시군의장협의회 회의 개최

10,000

1,500,000원*2회

3,000,000원*1회

10,000,000원*1회

202 여비 21,000 29,300 △8,300

01 국내여비 6,000 9,300 △3,300

○의정활동 지원 자료수집 출장

1,200

○전남 및 서남권 의장단협의회 등 참석의장 수

행직원 여비 2,400

○세미나 수행 공무원 여비 2,400

100,000원*3명*4회

100,000원*2회*12월

100,000원*6명*4회

03 국외업무여비 15,000 20,000 △5,000

○의원 국외연수 수행 공무원 여비

15,0002,500,000원*6명*1회

203 업무추진비 10,800 10,8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800 10,800 0

○의사운영 업무 활성화 추진(국장)

3,600

○상임위원회의 의정업무 활성화 추진(전문위원

) 7,200

4,000,000원*1명*90%

2,000,000원*4명*90%

205 의회비 1,220,975 1,269,999 △49,024

01 의정활동비 290,400 290,400 0

○의원 의정활동비 290,4001,100,000원*22명*12월

02 월정수당 519,669 512,493 7,176

○의원 월정수당 519,669519,668,160원*1식

03 의원국내여비 44,124 44,124 0

○의원연수 및 의정활동 여비

27,016

○상임위원회 활동 여비 13,508

○전남시·군의회 의장회 회의 등 참석여비

3,600

307,000원*22명*4회

307,000원*22명*2회

150,000원*1명*2회*12월

04 의원국외여비 5,500 60,500 △55,000

○의원 해외초청(자매결연도시) 방문 여비

5,50055,000,000원*10%

05 의정운영공통경비 152,722 152,722 0

○의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123,97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운영공통 경비

13,752

○의원연구단체 지원 15,000

5,635,000원*22명

1,146,000원*12명

5,000,000원*3개 단체



부서: 의회사무국

정책: 지방의회 운영 지원

단위: 의회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07,240 107,240 0

○의장 36,960

○부의장 17,760

○상임위원장 48,48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4,040

3,080,000원*12월

1,480,000원*12월

1,010,000원*4명*12월

1,010,000원*1명*4회

07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자체교육) 12,600 12,600 0

○지방의회 의원 국회 전문교육과정

6,600

○의원 청렴교육 외래 강사료 500

○의원 성예방교육 외래 강사료 500

○의원 역량개발 위한 공공 전문기관 위탁교육

참가비 5,000

300,000원*22명*1회

500,000원*1회

500,000원*1회

500,000원*10명

08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20,000 20,000 0

○의원 의정 직무능력 향상 워크샵

20,00010,000,000원*2회

09 의원정책개발비 25,000 25,000 0

○정책연구 용역비 25,0005,000,000원*5명

10 의장협의체부담금 7,000 7,000 0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7,0007,000,000원*1회

11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5,600 16,800 △1,200

○의원 국민연금 기관 부담금

15,600100,000원*13명*12월

12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1,120 21,120 0

○의원 건강보험 기관 부담금

21,12080,000원*22명*12월

304 연금부담금등 2,500 5,000 △2,500

03 의원상해부담금 2,500 5,000 △2,500

○직무로 인한 상해 등 보상금

2,5002,500,000원*1식

의회 시설관리 및 장비확충 275,731 11,320 264,411

의회 시설관리 및 장비확충 275,731 11,320 264,411

401 시설비및부대비 261,800 0 261,800

01 시설비 261,800 0 261,800

○영상 음향 시설교체 261,800

― 본회의장 89,000

― 운영위원회회의실 28,800

― 기획복지위원회회의실 28,800

― 관광경제위원회회의실 28,800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28,800

― 소회의실 28,800

― 시민의방 28,800

89,000,000원*1식

28,800,000원*1식

28,800,000원*1식

28,800,000원*1식

28,800,000원*1식

28,800,000원*1식

28,800,000원*1식



부서: 의회사무국

정책: 지방의회 운영 지원

단위: 의회 시설관리 및 장비확충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5 자산취득비 13,931 11,320 2,611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3,931 11,320 2,611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녹음 장비 구입

7,000

○속기용 보이스레코더 구입

3,000

○의정활동 촬영 장비 3,931

― 카메라용 렌즈 2,150

― 카메라용 라이트 1,533

― 부대비용(배터리, 렌즈필터)

248

7,000,000원*1식

1,000,000원 * 3식

2,150,000원*1개

1,533,000원*1개

248,000원*1식

의사 운영 지원 51,684 57,267 △5,583

의사 운영 지원 51,684 57,267 △5,583

101 인건비 2,924 2,867 57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924 2,867 57

○기간제근로자 임금 2,642

― 기본급 1,744

― 주휴수당 349

― 간식비 50

― 생활임금보전수당 106

― 시간외근무수당 393

○기간제근로자 5대보험 기관부담금 282

― 국민건강보험부담금 88

―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9

― 국민연금부담금 117

― 고용보험부담금 43

― 산재보험부담금 25

69,760원*1명*25일

69,760원*1명*5일

2,000원*1명*25일

106,000원*1명*1월

13,080원*1명*30시간

2,541,200원*3.43%

87,163원*10.25%

2,591,200원*4.5%

2,591,200원*1.65%

2,591,200원*0.929%

201 일반운영비 44,760 48,400 △3,640

01 사무관리비 44,760 48,400 △3,640

○일반수용비 39,000

― 회의록발간(임시회, 정례회, 특별위원회 등

) 35,000

―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발간

4,000

○급량비 5,760

― 정례회 및 임시회 의사운영 특근매식비

5,760

35,000,000원*1식

4,000,000원*1회

8,000원*8명*90일

202 여비 4,000 6,000 △2,000

01 국내여비 4,000 6,000 △2,000

○상임위원회 비교견학 수행 직원 여비

1,600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관련 현지활동 여

비 1,600

100,000원*4개위원회*2명*2회

100,000원*4개위원회*2명*2회



부서: 의회사무국

정책: 지방의회 운영 지원

단위: 의사 운영 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전문위원 의정활동 보좌 자료수집 활동 여비

800100,000원*4명*2회

정책개발 지원 19,552 16,800 2,752

정책개발 지원 19,552 16,800 2,752

201 일반운영비 17,152 14,800 2,352

01 사무관리비 11,152 8,800 2,352

○일반수용비 10,000

― 입법정책 동향집 발간 4,000

― 의회보 발간 6,000

○급량비 1,152

― 정책업무 추진 특근매식비

1,152

20,000원*50부*4회

20,000원*300부

8,000원*3명*4회*12월

03 행사운영비 6,000 6,000 0

○정책토론회 개최 6,0001,500,000원*4회

202 여비 2,400 2,000 400

01 국내여비 2,400 2,000 400

○정책지원 및 자료수집 출장

1,200

○의원연구단체 비교견학 수행 직원여비

1,200

100,000원*2명*6회

100,000원*3명*4회

행정운영경비(의회사무국) 98,744 111,730 △12,986

기본경비(의회사무국) 98,744 111,730 △12,986

기본경비(의회사무국) 98,744 111,730 △12,986

201 일반운영비 37,994 43,060 △5,066

01 사무관리비 34,242 36,962 △2,720

○일반수용비 24,162

― 기본사무용품비 2,300

― 기타수용비(국 서무과) 1,200

― 복사기 유지관리비(토너구입 등)

3,500

― 복사용지구입 5,520

― 프린터 및 팩스 유지관리

3,792

― 칼라복사기 드럼 교체 1,500

― 기본청소용품비 300

― 화장실 비데 유지관리 1,200

―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1,200

― 건물내 친환경 조성 및 관리(화분 등)

1,200

― 자동차 정기검사수수료 50

― 의전용 및 업무용 차량 세차비

2,400

100,000원*23명

100,000원*12회

350,000원*2대*5회

23,000원*20박스*12월

237,000원*4대*4회

750,000원*2개

150,000원*2회

20,000원*15대*4회

100,000원*12월

100,000원*12월

25,000원*2대*1회

20,000원*2대*5회*12월



부서: 의회사무국

정책: 행정운영경비(의회사무국)

단위: 기본경비(의회사무국)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급량비 10,080

― 의정업무 추진 직원 특근매식비

10,0808,000원*14명*90일

02 공공운영비 3,752 6,098 △2,346

○공공요금 및 제세 3,752

― 우편료 792

ㆍ일반우편 792

― 자동차세 1,220

― 자동차보험료 1,600

― 업무용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140

330원*200건*12월

305,000원*2대*2회

800,000원*2대

70,000원*1대*2회

202 여비 49,680 57,600 △7,920

01 국내여비 49,680 57,600 △7,920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보좌 관내출장 여비

49,68020,000원*23명*10회*12월*90%

203 업무추진비 11,070 11,070 0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970 2,970 0

○사무국장(4급) 2,9703,300,000원*1명*9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100 8,100 0

○사무국 3,780

○전문위원실 4,320

350,000원*12월*90%

100,000원*4개소*12월*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