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10년도 추경 1 회 일반회계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

부서: 의회사무과
정책: 지방의회 운영 지원
단위: 의회운영시스템 강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의회사무과 826,472 834,082 △7,610

지방의회 운영 지원 757,099 761,338 △4,239

의회운영시스템 강화 153,817 154,566 △749

의회활동 지원 153,817 154,566 △749

201 일반운영비 90,642 89,016 1,626

01 사무관리비 59,106 57,480 1,626

  ○ 제5대 의원 재직 기념패 제작
                1,500                  0            1,500

  ○ 제5대 의원 의정활동 앨범제작
                3,000                  0            3,000

  ○ 자매결연등 타시군의회 방문에 따른 특산품
     구입                 4,326              7,200          △2,874

       150,000*10명*1회

       300,000*10명*1회

       경정 4,326,000

202 여비 12,730 13,400 △670

04 국제화여비 12,730 13,400 △670

  ○ 지방의회 관계관 연수                 7,330              8,000            △670  경정 7,330,000

207 연구개발비 14,250 15,000 △750

02 전산개발비 14,250 15,000 △750

  ○ 홈페이지 웹접근성시스템                14,250             15,000            △750  경정 14,250,000

301 일반보상금 16,220 16,650 △430

10 행사실비보상금 8,170 8,600 △430

  ○ 각계각층과 간담회                 3,770              4,200            △430  경정 3,770,000

405 자산취득비 9,975 10,500 △525

01 자산및물품취득비 9,975 10,500 △525

  ○ 본회의장 및 의원휴게실 냉난방기 구입
                9,975             10,500            △525       경정 9,975,000

의회 홍보활동강화 56,810 59,800 △2,990

의회 운영상황 홍보 56,810 59,800 △2,990

201 일반운영비 56,810 59,800 △2,990

01 사무관리비 56,810 59,800 △2,990

  ○ 제5대 의정백서 제작                12,010             15,000          △2,990  경정 12,010,000

의회 각종행사 추진 4,750 5,000 △250

의회 각종 행사추진 4,750 5,000 △250

201 일반운영비 4,750 5,000 △250

03 행사운영비 4,750 5,000 △250

  ○ 자매결연 및 타시군의회 방문행사
                1,750              2,000            △250       경정 1,750,000

의정활동 지원 541,722 541,972 △250

의원 사무실 운영 4,750 5,000 △250

405 자산취득비 4,750 5,000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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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회사무과
정책: 지방의회 운영 지원
단위: 의정활동 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01 자산및물품취득비 4,750 5,000 △250

  ○ 의원사무실 집기비품 구입                 4,750              5,000            △250  경정 4,750,000

행정운영경비(의회사무과) 69,373 72,744 △3,371

기본경비(의회사무과) 64,053 67,424 △3,371

기본경비(의회사무과) 64,053 67,424 △3,371

201 일반운영비 24,305 25,584 △1,279

01 사무관리비 24,305 25,584 △1,279

  ○ 의회사무실 업무추진급량비                 9,305             10,584          △1,279  경정 9,305,000

202 여비 39,748 41,840 △2,092

01 국내여비 39,748 41,840 △2,092

  ○ 의장수행 관외여비                 4,308              6,400          △2,092  경정 4,3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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