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외자유치과
정책:국내외 자본 투자유치 강화
단위:투자유치 활동 전개

외자유치과 2,289,184 1,849,956 439,228

국내외 자본 투자유치 강화 2,012,976 1,573,028 439,948

투자유치 활동 전개 289,015 325,828 △36,813

해외 유치 세일즈 추진 107,849 126,000 △18,151

202 여비 47,600 56,000 △8,400

03  국외여비 56,000 △8,40047,600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 △8,40047,600 56,000

301 일반보상금 18,443 20,000 △1,557

07  민간인국외여비 20,000 △1,55718,443

  ◎도지사 해외 토탈세일즈 △1,55718,443 20,000

307 민간이전 41,806 50,000 △8,194

04  민간행사보조 50,000 △8,19441,806

  ◎도지사 해외 토탈세일즈 △8,19441,806 50,000

투자유치 활동 추진 181,166 199,828 △18,662

201 일반운영비 88,254 100,441 △12,187

01  사무관리비 70,441 △7,68762,754

  ◎프로젝트추진운영비 △7,68722,313 30,000

    ○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홍보및운영경비 △7,68722,313 30,000

03  행사운영비 30,000 △4,50025,500

  ◎투자유치 박람회 참가 △4,50025,500 30,000

203 업무추진비 4,800 6,000 △1,2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0 △1,2004,800

  ◎프로젝트 유관기관 업무협의 △1,2004,800 6,000

301 일반보상금 15,017 16,400 △1,383

10  행사실비보상금 3,400 △3713,029

  ◎자문관회의 참석자 실비보상 △3713,029 3,400

12  기타보상금 13,000 △1,01211,988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 △1,01211,988 13,000

307 민간이전 46,108 50,000 △3,892

04  민간행사보조 50,000 △3,89246,108

  ◎투자박람회 참가지원 △3,89246,108 50,000

전략적 프로젝트 개발 1,723,961 1,247,200 476,761

프로젝트 개발추진 223,961 247,200 △23,239

207 연구개발비 178,175 200,000 △21,825

01  연구용역비 200,000 △21,825178,175

  ◎유망분야 투자상품 발굴용역 △21,825178,175 200,000

301 일반보상금 11,360 12,400 △1,040

08  외빈초청여비 10,000 △7789,222

  ◎유치대상 투자자 초청 △7789,222 10,000

10  행사실비보상금 2,400 △2622,138

  ◎프로젝트 투자민간(기업)인 실비보상 △2622,138 2,400

310 국외이전 4,426 4,800 △374

02  국제부담금 4,800 △374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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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외자유치과
정책:국내외 자본 투자유치 강화
단위:전략적 프로젝트 개발

  ◎외국인 투자관련 협회 멤버십 연회비 △3744,426 4,800

외국인 직접투자 기반조성 지원 1,500,000 1,000,000 500,000

306 출연금 1,500,000 1,000,000 500,000

01  출연금 1,000,000 500,0001,500,000

  ◎강원테크노파크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건

    물 건립  500,000 1,500,000  1,000,000

행정운영경비(외자유치과) 66,033 66,753 △720

기본경비 17,521 18,241 △720

부서운영 기본경비 17,521 18,241 △720

201 일반운영비 12,041 12,221 △180

01  사무관리비 9,664 △1809,484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809,484 9,664

202 여비 4,027 4,320 △293

01  국내여비 4,320 △2934,027

  ◎부서운영 국내여비 △2934,027 4,320

405 자산취득비 1,453 1,700 △247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700 △2471,453

  ◎캐비닛 △247253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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