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업구조별 현황 (단위:천원)

국  제  협  력  실

부 서 별 예 산 액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 예산현황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823,553                  100.00% 898,118                  100.00%  74,565  8.30%

부     서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국 제 협 력 실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823,553 613,855            74.54% 209,698            25.46% -                        - 

부     서     별 예 산 액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국 제 협 력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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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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실
정책:국제교류·협력
단위:국제화기반 확충

국제협력실 823,553 898,118 △74,565

국제교류·협력 613,855 687,220 △73,365

국제화기반 확충 429,949 496,937 △66,988

해외지방정부와의 연수공무원 교류 42,240 44,640 △2,400

301 일반보상금 1,500 3,900 △2,400

08  외빈초청여비 3,900 △2,4001,500

  ◎초청 항공료 및 국내연수 경비 △2,4001,500 3,900

국제교류 내실화 및 다변화 118,237 152,044 △33,807

202 여비 78,237 92,044 △13,807

01  국내여비 2,044 △3071,737

  ◎국외출장자 출입국 수송 및 외빈안내 △3071,737 2,044

03  국외여비 90,000 △13,50076,500

  ◎국제교류 내실화 및 다변화 추진 △13,50076,500 90,000

301 일반보상금 40,000 60,000 △20,000

07  민간인국외여비 30,000 △10,00020,000

  ◎국제교류사업 참석(기관공통) △10,00020,000 30,000

08  외빈초청여비 30,000 △10,00020,000

  ◎국제교류 사업추진 외빈초청(기관공통) △10,00020,000 30,000

국제교류·협력 시책추진 65,600 82,000 △16,400

203 업무추진비 65,600 82,000 △16,4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2,000 △16,40065,600

  ◎환동해권 지방정부간 교류 △6,00024,000 30,000

  ◎미주지역 국제교류 △4,00016,000 20,000

  ◎아주지역 국제교류 △2,4009,600 12,000

  ◎다변적 국제협력 △4,00016,000 20,000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및 노던포럼 활동 17,836 18,160 △324

202 여비 1,836 2,160 △324

01  국내여비 2,160 △3241,836

  ◎세계 지방자치단체연합 실무회의 △3241,836 2,160

국제교류 관계관 워크숍 6,511 7,578 △1,067

201 일반운영비 2,839 3,258 △419

01  사무관리비 3,258 △4192,839

  ◎강의자료 인쇄 등 워크숍 운영 △4191,339 1,758

202 여비 3,672 4,320 △648

01  국내여비 4,320 △6483,672

  ◎국제교류 워크숍준비 및 참석 △6483,672 4,320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제작 37,010 50,000 △12,990

201 일반운영비 37,010 50,000 △12,990

01  사무관리비 50,000 △12,99037,010

  ◎외국어 번역료 및 편집 인쇄비 △12,99037,010 50,000

국제화 미래인재 육성 99,983 104,133 △4,150

교류지역 대학생 강원도 포럼 19,450 22,600 △3,150

201 일반운영비 650 80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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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국제협력실
정책:국제교류·협력
단위:국제화 미래인재 육성

01  사무관리비 500 △75425

  ◎포럼 운영비 △75425 500

02  공공운영비 300 △75225

  ◎포럼참가자 보험료 △75225 300

202 여비 800 1,800 △1,000

01  국내여비 1,800 △1,000800

  ◎포럼준비 협의 및 소감 발표회 참석 △1,000800 1,800

307 민간이전 18,000 20,000 △2,000

04  민간행사보조 20,000 △2,00018,000

  ◎교류지역 대학생 강원도 포럼 △2,00018,000 20,000

해외자매도 대학생 초청 장학금 11,000 12,000 △1,000

301 일반보상금 11,000 12,000 △1,000

02  장학금및학자금 12,000 △1,00011,000

  ◎도서 및 자료 구입비 △1,000800 1,800

친강원 인적네트워크 구축 83,923 86,150 △2,227

해외도민회원 초청 도정설명회 17,788 18,870 △1,082

202 여비 1,701 1,890 △189

01  국내여비 1,890 △1891,701

  ◎행사준비 및 도내 산업시찰 안내 △1891,701 1,890

301 일반보상금 10,587 11,480 △893

08  외빈초청여비 11,480 △89310,587

  ◎국내 체제비 및 관광지 입장료 △89310,587 11,480

연해주·광닌성 한국문화 전파 24,215 24,360 △145

201 일반운영비 4,782 4,850 △68

02  공공운영비 450 △68382

  ◎파견강사 및 청소년 여행자 보험 △68382 450

202 여비 433 510 △77

01  국내여비 510 △77433

  ◎초청청소년 출입국 수송 △77433 510

도내유학 외국인 유학생 강원문화체험 11,200 12,200 △1,000

307 민간이전 9,000 10,000 △1,000

04  민간행사보조 10,000 △1,0009,000

  ◎도내유학 외국인 유학생 강원문화 체험 △1,0009,000 10,000

행정운영경비(국제협력실) 209,698 210,898 △1,200

인력운영비 181,659 182,859 △1,200

공무원 인건비 지원 181,659 182,859 △1,200

203 업무추진비 7,800 9,000 △1,200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0 △1,2004,800

  ◎국제협력실장 △1,2004,800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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