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10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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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ㆍ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의회사무과 1,329,626 1,379,063 △49,437

의회사무과 1,329,626 1,379,063 △49,437

지방의회 운영 지원 514,894 570,050 △55,156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 514,894 570,050 △55,156

의원 전문지식 습득과 연구지원 440,330 471,805 △31,475

205 의회비 437,666 469,141 △31,475

01 의정활동비 124,000 132,000 △8,000

  ◎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
              100,000            108,000          △8,000      경정 100,000,000원*1년

02 월정수당 165,343 177,000 △11,657

  ◎ 월정수당               165,343            177,000         △11,657  경정 165,342,740원*1년

03 국내여비 8,000 9,000 △1,000

  ◎ 국내여비                 8,000              9,000          △1,000  경정 8,000,000원*1년

04 국외여비 17,000 20,150 △3,150

  ◎ 의원 선진외국의회 견학여비
               17,000             19,400          △2,400

  ◎ 각종세미나 및 자매결연 참석여비                     0                750            △750

      경정 17,000,000원*1년

  경정 0

05 의정운영공통경비 52,792 56,360 △3,568

  ◎ 의정운영공통경비
               45,600             48,000          △2,400

  ◎ 증액분
                3,192              3,360            △168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000              5,000          △1,000

      경정 (48,000,000원+43,200,000원)*1/2

      경정 (24,000,000원+21,600,000원)*7%

  경정 1,000,000원*4명

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9,150 63,250 △4,100

  ◎ 의장
               24,000             25,200          △1,200

  ◎ 부의장
               10,800             11,400            △600

  ◎ 상임위원장
               24,350             26,650          △2,300

      경정 (2,100,000원*6월)+(1,900,000원*6월)

      경정 (950,000원*6월)+(850,000원*6월)

    경정 (21,600,000원*1년)+(2,750,000원*1년)
    

의정활동 보좌 및 회기운영 43,174 54,555 △11,381

201 일반운영비 8,360 14,641 △6,281

01 사무관리비 8,360 14,641 △6,281

  ◎ 일반수용비                 1,800              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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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교육비                 1,790              3,750          △1,960

    ○ 직원연수비(국회사무처)
                   90                750            △660

  경정 0

  경정 0

  경정 0

        경정 90,000원*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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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ㆍ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 의원 세미나 참가 직원위탁비
                1,700              3,000          △1,300        경정 1,700,000원*1년

202 여비 6,800 11,600 △4,800

01 국내여비 3,000 5,600 △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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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국외업무여비 3,800 6,000 △2,200

  ◎ 의원 선진외국 견학 동행여비
                3,800              6,000          △2,200      경정 1,900,000원*2명

305 배상금등 0 300 △300

01 배상금등 0 300 △300

  ◎ 의회증인 등 실비변상금                     0                300            △300  경정 0

의정활동 기록 및 보관 31,390 43,690 △12,300

201 일반운영비 26,190 35,690 △9,500

01 사무관리비 26,190 35,690 △9,500

  ◎ 일반수용비                26,190             35,690          △9,500

    ○ 의회소식지 발간                 7,000             11,000          △4,000

    ○ 의정백서(6집) 발간
               10,100             15,600          △5,500

  경정 7,000,000원*1회

        경정 10,100,000원*1회

207 연구개발비 5,200 8,000 △2,800

02 전산개발비 5,200 8,000 △2,800

  ◎ 회의록 검색시스템 웹 접근성강화
                5,200              8,000          △2,800      경정 5,200,000원*1식

행정운영경비(의회사무과) 814,732 809,013 5,719

인력운영비 745,440 733,397 12,043

인건비 745,440 733,397 12,043

101 인건비 693,540 681,497 12,043

01 보수 677,227 664,184 13,043

  ◎ 연가보상비                13,043                  0           13,043  13,043,000원*1년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6,313 17,313 △1,000

  ◎ 의회업무 사무보조원                14,814             15,814          △1,000

    ○ 기본급                 7,319              8,319          △1,000  경정 7,319,000원*1년

기본경비 69,292 75,616 △6,324

기본경비 69,292 75,616 △6,324

201 일반운영비 32,332 38,656 △6,324

02 공공운영비 13,963 20,287 △6,324

  ◎ 시설장비유지비                 5,600              8,900          △3,300

    ○ 대수변경에 따른 회의록시스템 변경
                    0              3,000          △3,000

    ○ 방송시설유지비                     0                300            △300

  ◎ 차량선박비                 3,063              6,087          △3,024

        경정 0

  경정 0



실국: 의회사무과 부서 : 의회사무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의회사무과)
단위: 기본경비 (단위:천원)

실국ㆍ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 업무용(소형승용, 10,000㎞이상)
                1,263              2,763          △1,500

    ○ 의전용(대형승용, 10,000㎞이상)
                1,800              3,324          △1,524

        경정 1,263,000원*1년

        경정 1,800,000원*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