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09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전체

실국: 의회사무국 부서 : 의회사무국
정책: 지방의회 운영 지원
단위: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 (단위:천원)

실국ㆍ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의회사무국 1,343,710 1,364,380 △20,670

의회사무국 1,343,710 1,364,380 △20,670

지방의회 운영 지원 520,376 538,452 △18,076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 520,376 538,452 △18,076

의원 전문지식 습득과 연구지원 467,099 475,279 △8,180

201 일반운영비 3,144 6,644 △3,500

01 사무관리비 3,144 6,644 △3,500

  ◎ 운영수당                     0              3,500          △3,500

    ○ 의회의정자문위원 자문수당                     0              3,500          △3,500  경정 0

205 의회비 463,955 468,635 △4,680

04 국외여비 17,600 20,150 △2,550

  ◎ 의원 선진외국의회 견학여비
               17,600             19,400          △1,800

  ◎ 각종세미나 및 자매결연 참석여비                     0                750            △750

      경정 17,600,000원

  경정 0

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 3,300 5,430 △2,130

  ◎ 의원국민연금부담금                 3,300              5,430          △2,130  경정 3,300,000원

의정활동 보좌 및 회기운영 40,487 50,383 △9,896

201 일반운영비 11,380 15,701 △4,321

01 사무관리비 11,380 15,701 △4,321

  ◎ 일반수용비                 1,350              5,671          △4,321

    ○ 고문변호사 수임료                     0              3,000          △3,000

    ○ 소송 수수료                     0              1,321          △1,321

      · 송달료                     0                121            △121

      · 인지대                     0              1,200          △1,200

  경정 0

  경정 0

  경정 0

202 여비 8,000 11,600 △3,600

01 국내여비 3,200 5,600 △2,400

  ◎ 의원행사 수행(참가)여비                 2,000              3,600          △1,600

  ◎ 직원연수여비(국회사무처)
                1,200              2,000            △800

  경정 2,000,000원

      경정 400,000원*3명

03 국외업무여비 4,800 6,000 △1,200

  ◎ 의원 선진외국 견학 동행여비
                4,800              6,000          △1,200      경정 4,800,000원

301 일반보상금 1,536 3,211 △1,675

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536 3,211 △1,675

  ◎ 질서계도 공익근무요원 보상                 1,536              3,211          △1,675

    ○ 봉급(병장)                   585              1,170            △585

    ○ 중식비                   660              1,320            △660

    ○ 교통비                   291                581            △290

    ○ 근무복                     0                140            △140

  경정 97,500원*1명*6월

  경정 5,000원*22일*1명*6월

  경정 2,200원*22일*1명*6월

  경정 0

305 배상금등 0 300 △300



실국: 의회사무국 부서 : 의회사무국
정책: 지방의회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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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ㆍ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01 배상금등 0 300 △300

  ◎ 의회증인 등 실비변상금                     0                300            △300  경정 0

행정운영경비(의회사무국) 823,334 825,928 △2,594

기본경비 68,116 70,710 △2,594

기본경비 68,116 70,710 △2,594

201 일반운영비 32,776 35,370 △2,594

02 공공운영비 14,499 17,093 △2,594

  ◎ 공공요금 및 제세                 4,357              4,669            △312

    ○ 전화요금                     0                312            △312

  ◎ 시설장비유지비                 4,800              5,300            △500

    ○ 방송시설유지비                     0                300            △300

    ○ CCTV 유지비                     0                200            △200

  ◎ 차량선박비                 4,349              6,131          △1,782

    ○ 업무용(소형승용, 10,000㎞이상)
                1,000              2,782          △1,782

  경정 0

  경정 0

  경정 0

        경정 1,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