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업구조별 현황 (단위:천원)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의  회  사  무  처

부     서     별 예 산 액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 예산현황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12,128,248             100.00% 10,889,337             100.00% 1,238,911 11.38%

부     서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의회사무처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12,128,248 8,332,782         68.71% 3,795,466         31.29% -                        -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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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08년도 추경 1 회 일반회계

부서:의회사무처
정책:선진의회상 정립
단위:청사 경영관리

의회사무처 12,128,248 10,889,337 1,238,911

선진의회상 정립 8,332,782 7,081,588 1,251,194

청사 경영관리 4,751,615 3,740,915 1,010,700

청사시설 유지관리 279,768 293,699 △13,931

201 일반운영비 190,171 203,952 △13,781

01  사무관리비 0 12,50012,500

  ◎사무실이전 및 표찰제작 12,50012,500 0

02  공공운영비 203,952 △26,281177,671

  ◎공공운영비(공공요금,시설유지,유류비등) △36,281110,751 147,032

  ◎의회청사 무인경비시스템 보완 10,00010,000 0

206 재료비 1,350 1,500 △150

01  재료비 1,500 △1501,350

  ◎냉각탑 소독약 △1501,350 1,500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추진 4,471,847 3,447,216 1,024,631

401 시설비및부대비 4,085,507 3,197,216 888,291

02  실시설계비 62,611 △9,70952,902

  ◎현 의회청사 리모델링 △9,70952,902 62,611

04  시설비 3,128,378 900,0004,028,378

  ◎현 의회청사 리모델링 900,0001,608,378 708,378

06  시설부대비 6,227 △2,0004,227

  ◎현 의회청사 리모델링 △2,0004,227 6,227

405 자산취득비 386,340 250,000 136,34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50,000 136,340386,340

  ◎혁신정보통신 인프라망(IP폰) 구축 △25,000225,000 250,000

  ◎의회신축및 리모델링청사 사무실 집기 161,340161,340 0

의정활동 운영 지원 2,919,825 2,944,398 △24,573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지원 2,558,864 2,593,264 △34,400

205 의회비 2,558,864 2,593,264 △34,400

03  국내여비 150,000 △15,000135,000

  ◎의원공무출장 및 현지시찰 △12,000108,000 120,000

  ◎특위 및 연구회활동 △3,00027,000 30,000

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94,400 △19,400175,000

  ◎의장 △5,04045,360 50,400

  ◎부의장 △5,00045,400 50,400

  ◎상임위원장 및 예결위원장 △9,36084,240 93,600

의사운영지원 121,285 95,721 25,564

201 일반운영비 74,724 43,765 30,959

01  사무관리비 42,765 30,95973,724

  ◎강원도의회 회의록 제작 35,23556,000 20,765

  ◎지방의회 운영관련 법규집 발간 △7765,224 6,000

  ◎제7대도의회상반기 정책발언집 발간 △2,0007,000 9,000

  ◎강원도의회 CD회의록 제작 △1,5005,500 7,000

202 여비 21,561 23,956 △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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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의회사무처
정책:선진의회상 정립
단위:의정활동 운영 지원

01  국내여비 23,956 △2,39521,561

  ◎의정활동지원 관련 자료수집 △1,1009,900 11,000

  ◎행정사무감사 등 현지활동 속기 △7006,300 7,000

  ◎예산서 및 결산서, 의안 배부 △5955,361 5,956

203 업무추진비 8,000 10,000 △2,0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2,0008,000

  ◎의정활동 대외협력 추진 △2,0008,000 10,000

207 연구개발비 9,000 10,000 △1,000

02  전산개발비 10,000 △1,0009,000

  ◎서면질문, 답변관리 시스템 구축 △1,0009,000 10,000

전문위원실 운영 117,746 133,483 △15,737

201 일반운영비 47,360 51,944 △4,584

01  사무관리비 45,844 △4,58441,260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1,50013,500 15,000

  ◎각종의안 등 상임위원회 보고서 인쇄 △2,28420,560 22,844

  ◎도의회 업무처리편람 발간 △8007,200 8,000

202 여비 46,386 51,539 △5,153

01  국내여비 51,539 △5,15346,386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 수행 △5,15341,386 46,539

203 업무추진비 24,000 30,000 △6,0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0 △6,00024,000

  ◎의정운영 협력추진 △6,00024,000 30,000

의정행정 지원 661,342 396,275 265,067

자료실운영 및 의정활동 자료 발간 65,800 72,000 △6,200

201 일반운영비 55,800 62,000 △6,200

01  사무관리비 62,000 △6,20055,800

  ◎의회 홍보물 제작 △3,70033,300 37,000

    ○의회 업무노트 제작 △1,0009,000 10,000

    ○의회 수첩 제작 △1,0009,000 10,000

    ○의회 홍보리후렛 제작 △3002,700 3,000

    ○의회 안내책자 제작 △7006,300 7,000

    ○의회 안내책자(한영혼용) 제작 △7006,300 7,000

  ◎제7대 전반기 사료제작 △2,50022,500 25,000

    ○의정백서 △2,00018,000 20,000

    ○의장 연설문집 △5004,500 5,000

의정 전산시스템 운영강화 30,265 34,080 △3,815

201 일반운영비 30,265 34,080 △3,815

01  사무관리비 34,080 △3,81530,265

  ◎의정전산시스템 및 백업시스템 유지보수 △1,0008,600 9,600

  ◎침입보안시스템 유지보수 △8153,025 3,840

  ◎인터넷회선사용료 △2,00014,800 16,800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 565,277 290,195 27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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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부서:의회사무처
정책:선진의회상 정립
단위:의정행정 지원

201 일반운영비 167,557 129,396 38,161

01  사무관리비 118,396 38,161156,557

  ◎총무운영 일반운영비 △11,839106,557 118,396

  ◎도의회 이미지 홍보 추진 50,00050,000 0

202 여비 41,220 45,799 △4,579

01  국내여비 45,799 △4,57941,220

  ◎의회행사 및 의원 의정활동 수행 △3,37930,420 33,799

  ◎의장 의정활동 수행 △1,20010,800 12,000

203 업무추진비 31,500 35,000 △3,5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00 △3,50031,5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031,500 35,000

    ○의정운영 유관기관 협력추진 △2,00018,000 20,000

    ○의정홍보 시책추진 △1,50013,500 15,000

301 일반보상금 10,000 10,000 0

07  민간인국외여비 10,000 △1,0009,000

  ◎의정활동지원 민간인선발 해외연수 △1,0009,000 10,000

10  행사실비보상금 0 1,0001,000

  ◎도의회 특별위원회 전문가 초청자문 1,0001,000 0

405 자산취득비 315,000 70,000 245,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0 245,000315,000

  ◎회의실 카메라 교체 45,00045,000 0

  ◎홍보지원장비(ENG카메라 및 편집기 구입) 200,000200,000 0

행정운영경비(의회사무처) 3,795,466 3,807,749 △12,283

인력운영비 3,674,182 3,676,382 △2,200

공무원 인건비 지원 3,658,333 3,660,533 △2,200

203 업무추진비 42,400 44,600 △2,200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2,000 △2,20019,800

  ◎사무처장 △1,0009,000 10,000

  ◎총무담당관 △6005,400 6,000

  ◎의사담당관 △6005,400 6,000

기본경비 121,284 131,367 △10,083

부서운영 기본경비(총무담당관실) 42,711 51,438 △8,727

201 일반운영비 25,695 32,118 △6,423

01  사무관리비 32,118 △6,42325,695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6,42325,695 32,118

202 여비 9,216 11,520 △2,304

01  국내여비 11,520 △2,3049,216

  ◎부서운영 국내여비 △2,3049,216 11,520

부서운영 기본경비(의사담당관실) 22,449 27,455 △5,006

201 일반운영비 14,316 17,789 △3,473

01  사무관리비 16,949 △3,47313,476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3,47313,476 16,949

202 여비 6,133 7,66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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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부서:의회사무처
정책:행정운영경비(의회사무처)
단위:기본경비

01  국내여비 7,666 △1,5336,133

  ◎부서운영 국내여비 △1,5336,133 7,666

부서운영 기본경비(전문위원실) 31,724 28,074 3,650

201 일반운영비 9,488 11,860 △2,372

01  사무관리비 11,860 △2,3729,488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3729,488 11,860

202 여비 11,916 14,894 △2,978

01  국내여비 14,894 △2,97811,916

  ◎부서운영 국내여비 △2,97811,916 14,894

405 자산취득비 10,320 1,320 9,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320 9,00010,320

  ◎전자복사기 구입(운영예결) 9,0009,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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