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08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부서: 의회사무국
정책: 지방의회 운영 지원(일반공공행정/입법및선거관리)
단위: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 (단위:천원)

의회사무국 1,304,800 1,338,825 △34,025

지방의회 운영 지원(일반공공행정/입법및선거관리) 496,005 532,875 △36,870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 496,005 532,875 △36,870

의원 전문지식 습득과 연구지원 422,260 444,850 △22,590

205 의회비 419,116 441,706 △22,590

03  국내여비

  ◎ 국내여비

04  국외여비

  ◎ 의원 선진외국의회 견학여비

  ◎ 각종세미나 및 자매결연 참석여비

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

  ◎ 의원국민연금부담금

9,000 △1,2207,780

△1,2207,780 9,000경정 7,780,000원

20,150 △20,1500

△19,4000 19,400경정 0

△7500 750경정 0

5,573 △1,2204,353

△1,2204,353 5,573경정 4,353,000원

의정활동 보좌 및 회기운영 37,590 45,270 △7,680

201 일반운영비 6,910 7,790 △880

01  사무관리비

  ◎ 위탁교육비

    ○ 직원연수비(국회사무처)

  ◎ 운영수당

    ○ 의원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참석수

      당

4,930 △8804,050

△6003,150 3,750

 △600 150  750  경정 150,000원

△2800 280

 △280 0  280  경정 0

202 여비 2,800 9,600 △6,800

01  국내여비

  ◎ 의원행사 수행(참가)여비

  ◎ 직원연수여비(국회사무처)

03  국외여비

  ◎ 의원 선진외국 견학 동행여비

5,600 △2,8002,800

 △1,200 2,400  3,600  경정 2,400,000원

 △1,600 400  2,000  경정 400,000원

4,000 △4,0000

△4,0000 4,000경정 0

의정활동 기록 및 보관 19,455 22,755 △3,300

201 일반운영비 15,355 18,655 △3,300

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 의회안내 발간

18,655 △3,30015,355

△3,30015,355 18,655

△1,3004,200 5,500경정 4,200,000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부서: 의회사무국
정책: 지방의회 운영 지원(일반공공행정/입법및선거관리)
단위: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 (단위:천원)

    ○ 의회소식지 발간 △2,0009,000 11,000경정 9,000,000원

인터넷방송운영 시스템 구축 사업 16,700 20,000 △3,300

405 자산취득비 16,700 20,000 △3,3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인터넷 방송 장비 구입

20,000 △3,30016,700

 △3,300 16,700  20,000  경정 16,700,000원

행정운영경비(의회사무국)(기타/기타) 808,795 805,950 2,845

인력운영비 739,318 731,870 7,448

인건비 739,318 731,870 7,448

101 인건비 689,288 681,840 7,448

07  연가보상비

  ◎ 연봉제공무원

  ◎ 일반직공무원

11,552 7,44819,000

△1,2150 1,215경정 0

8,66319,000 10,337경정 19,000,000원*1회

기본경비 69,477 74,080 △4,603

기본경비 69,477 74,080 △4,603

201 일반운영비 29,957 34,560 △4,603

02  공공운영비

  ◎ 연료비

    ○ 난방연료비

      · 사무실

      · 의원실

    ○ 냉.난방기 유지비

  ◎ 시설장비유지비

    ○ 방송시설유지비

    ○ CCTV 유지비

  ◎ 차량선박비

    ○ 업무용(소형승용, 5000㎞이상)

    ○ 의전용(대형승용, 20,000㎞이상)

19,643 △4,60315,040

△1,350654 2,004

△870624 1,494

△6440 644경정 0

△2260 226경정 0

△48030 510경정 30,000원

△5002,880 3,380

△3000 300경정 0

△2000 200경정 0

△2,7534,000 6,753

 △803 1,200  2,003  경정 1,200,000원

 △1,950 2,800  4,750  경정 2,8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