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의사과

정책: 지방의회 운영 지원

단위: 의정활동 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의사과

의사과 2,428,253 2,465,939 △37,686

지방의회 운영 지원 1,892,200 1,918,686 △26,486

의정활동 지원 1,892,200 1,918,686 △26,486

의원 의정활동 지원 1,388,780 1,385,836 2,944

201 일반운영비 39,800 51,500 △11,700

01 사무관리비 39,800 51,500 △11,700

○ 의회 입법 고문 자문료 12,600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수당 2,100

○ 2021년도 군산시의회 의원수첩 제작 5,600

○ 각종 현황판 교체 1,500

○ 의정활동지원 관련 직원 교육비(위탁) 등 10,000

○ 의정활동 관련 설문조사 등 8,000

202 여비 8,200 10,313 △2,113

01 국내여비 8,200 10,313 △2,113

○ 현장방문 및 민원처리 자료수집(전문위원실) 4,100

○ 각종 의정 자료수집(전문위원실) 4,100

203 업무추진비 11,300 12,620 △1,32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300 12,620 △1,320

○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8,100

○ 전문위원실 의정활동 지원비 3,200

－ 행정복지 1,600

－ 경제건설 1,600

205 의회비 1,329,480 1,311,403 18,077

01 의정활동비 303,600 303,600 0

○ 의정활동비 248,400

○ 의정활동비 보조비 55,200

02 월정수당 603,640 574,423 29,217

○ 월정수당 603,640

05 의정운영공통경비 172,000 172,100 △100

○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154,00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업무추진비 18,000

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91,080 91,080 0

○ 의장 35,340

○ 부의장 17,760

○ 상임위원장 35,280

○ 예결위원장 2,700

09 의원정책개발비 115,000 115,000 0

○ 의원정책개발비 115,000

11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2,080 27,600 △5,520



부서: 의사과

정책: 지방의회 운영 지원

단위: 의정활동 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연금부담금 22,080

12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2,080 27,600 △5,520

○ 건강보험료 22,080

의원 세미나 참석 및 국내 선진지 비교 시찰차 72,940 72,940 0

201 일반운영비 5,000 5,000 0

03 행사운영비 5,000 5,000 0

○ 전북의장단 협의회 개최 등 5,000

205 의회비 67,940 67,940 0

03 의원국내여비 44,940 44,940 0

○ 각종 의정활동 및 비교시찰 등 44,940

07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자체교육) 11,500 11,500 0

○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11,500

08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11,500 11,500 0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11,500

국가 및 국제회의등 공식행사 참석 19,320 107,720 △88,400

205 의회비 19,320 83,720 △64,400

04 의원국외여비 19,320 83,720 △64,400

○ 국가행사 및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 공식행사

참석 19,320

의정활동 지원 24,500 59,500 △35,000

202 여비 24,500 59,500 △35,000

03 국외업무여비 24,500 59,500 △35,000

○ 국가행사 및 국제회의 등 행사 의원수행 21,000

○ 전북 시군의회 의장 국외 출장 수행 3,500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지원 7,000 7,000 0

205 의회비 7,000 7,000 0

10 의장협의체부담금 7,000 7,000 0

○ 전국협의회 부담금 7,000

국제교류도시간 교류사업 추진 7,000 7,000 0

301 일반보전금 7,000 7,000 0

07 외빈초청여비 7,000 7,000 0

○ 국제교류도시간 교류사업 추진 7,000

의회 회의장 등 장비개선 128,500 40,000 88,500

101 인건비 13,000 13,000 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000 13,000 0

○ 속기업무 및 의정활동 지원 업무 등 13,000

201 일반운영비 4,500 5,000 △500

01 사무관리비 4,500 5,000 △500



부서: 의사과

정책: 지방의회 운영 지원

단위: 의정활동 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회의장 의사진행 사무용품비 2,700

○ 방송실 방송장비 소모품비 1,800

405 자산취득비 111,000 22,000 89,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11,000 22,000 89,000

○ 발언용 프롬프터 구입 10,000

○ 회의영상 보관함 구입 1,000

○ 업무용 IP전화시스템 구입 100,000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 244,160 238,690 5,470

201 일반운영비 244,160 238,690 5,470

01 사무관리비 226,280 218,530 7,750

○ 각종 의회 홍보 광고료 170,000

○ 의정활동 홍보 캠페인 자료 등 제작 35,000

○ 제8대 후반기 홍보 동영상 제작 10,000

○ 사진 촬영기 소모품 구입 및 수리 1,000

○ 의회 홍보 게시판(1층) 운영 관리 2,500

○ 신문 스크랩마스터 전용프로그램 사용료 6,000

○ 범용 S/W(백신) 구입 1,120

○ 홈페이지 아이핀 및 본인확인 서비스 사용료 660

02 공공운영비 17,880 20,160 △2,280

○ 국가정보 통신망 사용료(상임위) 9,000

○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 8,880

행정운영경비(의사과) 536,053 547,253 △11,200

인력운영비(의사과) 348,133 347,963 170

인력운영비(의사과) 348,133 347,963 170

101 인건비 348,133 347,963 170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48,133 347,963 170

○ 의회업무 보조 321,133

－ 기본급 169,560

－ 상여금 56,520

－ 연차수당 9,855

－ 시간외근무수당 15,120

－ 명절휴가비 17,010

－ 퇴직금 40,000

－ 장기근속수당 6,588

－ 가족수당 6,480

○ 정액급식비 14,040

○ 교통비 12,960

기본경비(의사과) 187,920 199,290 △11,370

기본경비(의사과) 187,920 199,290 △11,370



부서: 의사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의사과)

단위: 기본경비(의사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 일반운영비 125,420 122,920 2,500

01 사무관리비 86,500 79,000 7,500

○ 위원회 및 각 사무실 신문대금 등 22,500

○ 여직원 유니폼(동복) 구입 1,500

○ 복사기 임차료 16,000

○ 의회청사 현판 제작 15,000

○ 기타 의회운영 사무관리비 31,500

02 공공운영비 38,920 43,920 △5,000

○ 디지털 키폰시스템 유지보수 1,920

○ 회의장 음향 및 영상장비 유지보수비 7,000

○ 차량 유지 및 연료비 등 20,000

○ 각종 공공요금 10,000

202 여비 38,400 49,000 △10,600

01 국내여비 38,400 49,000 △10,600

○ 각종 의정자료 수집차 선진의회 방문등 6,400

○ 특위활동사찰단 및 자매결연 기관방문 수행 8,000

○ 의회공통업무 추진 24,000

203 업무추진비 11,600 12,370 △770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700 3,010 △310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700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500 2,520 △20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50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400 6,840 △44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400

－ 의사과 3,700

－ 전문위원실 2,700

405 자산취득비 12,500 15,000 △2,5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2,500 15,000 △2,500

○ 의회사무국 업무용 컴퓨터 구입 7,500

○ 의회의장실 장식장 구입 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