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일본구미주통상과

정책: 실리위주 교류확대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

단위: 일본지역 경제협력 강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일본구미주통상과 2,874,715 3,193,467 △318,752

실리위주 교류확대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 2,725,108 3,038,000 △312,892

일본지역 경제협력 강화 562,880 664,100 △101,220

교류지역 글로벌 원정대 파견 403 40,000 △39,597

201 일반운영비 0 13,000 △13,000

01 사무관리비 0 13,000 △13,000

◎글로벌 원정대 추진 물품구입 등 0 13,000 △13,0000

202 여비 403 14,000 △13,597

03 국외업무여비 403 14,000 △13,597

◎교류지역 글로벌 원정대 파견 403 14,000 △13,597402,200

301 일반보전금 0 13,000 △13,000

06 민간인국외여비 0 5,000 △5,000

◎글로벌 원정대 민간전문가 국외여비 지원 0 5,000 △5,0000

07 외빈초청여비 0 8,000 △8,000

◎교류지역 관계자 초청 0 8,000 △8,0000

외국지방정부와의 공무원 교환근무 9,509 67,600 △58,091

201 일반운영비 2,729 27,200 △24,471

01 사무관리비 2,729 27,200 △24,471

◎외국지방정부 교환 공무원 관사 임차료 등

2,729 27,200 △24,4712,728,500

202 여비 199 6,800 △6,601

01 국내여비 199 6,800 △6,601

◎외국지방정부 교환 공무원 국내여비 199 6,800 △6,601198,200

310 국외이전 6,581 33,600 △27,019

02 국제부담금 6,581 33,600 △27,019

◎외국지방정부 연수 공무원 생활비 지원

6,581 33,600 △27,0196,580,640

국제기구 활동 및 홍보 활성화 12,968 16,500 △3,532

310 국외이전 12,968 16,500 △3,532

02 국제부담금 12,968 16,500 △3,532

◎국제기구 연회비 12,968 16,500 △3,53212,967,350

구미주지역 경제협력 강화 966,328 1,076,000 △109,672

구미주권 통상 및 교류 활성화 지원 366,328 476,000 △109,672

202 여비 1,328 11,000 △9,672

03 국외업무여비 1,328 11,000 △9,672

◎국외업무여비 1,328 11,000 △9,6721,327,200

308 자치단체등이전 350,000 450,000 △100,000

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50,000 450,000 △100,000



부서: 일본구미주통상과

정책: 실리위주 교류확대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

단위: 구미주지역 경제협력 강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러시아(연해주) 토털

마케팅 추진 0 100,000 △100,0000

동남아지역 경제협력 강화 741,500 808,500 △67,000

국제교류사업 내실화 및 다변화 6,500 13,500 △7,000

202 여비 6,500 8,500 △2,000

01 국내여비 6,500 8,500 △2,000

◎국제교류사업 유관기관 방문 및 업무협의

6,500 8,500 △2,0006,500,000

301 일반보전금 0 5,000 △5,000

07 외빈초청여비 0 5,000 △5,000

◎국제교류사업 추진 외빈초청 0 5,000 △5,0000

동남아 강원상품관 운영 100,000 160,000 △60,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100,000 160,000 △60,000

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 160,000 △60,000

◎동남아 강원상품관 운영 100,000 160,000 △60,000100,000,000

국제교육훈련 강화 454,400 489,400 △35,000

아태지역 지속가능도시화 훈련 19,200 40,600 △21,400

201 일반운영비 15,100 25,500 △10,400

01 사무관리비 2,000 8,000 △6,000

◎연수과정 운영 2,000 8,000 △6,0002,000,000

02 공공운영비 600 1,000 △400

◎홍보물 발송 600 1,000 △400600,000

03 행사운영비 12,500 16,500 △4,000

◎연수교재 제작 및 강사수당 등 12,500 16,500 △4,00012,500,000

202 여비 3,100 10,100 △7,000

01 국내여비 3,100 5,100 △2,000

◎지속가능 도시화 실무협의 및 운영

3,100 5,100 △2,0003,100,000

03 국외업무여비 0 5,000 △5,000

◎국제 현지훈련 추진 0 5,000 △5,0000

301 일반보전금 1,000 5,000 △4,000

09 행사실비지원금 1,000 5,000 △4,000

◎초청강사 실비보상 1,000 5,000 △4,0001,000,000

대외협력 및 마케팅 강화 366,200 379,800 △13,600

201 일반운영비 14,500 20,500 △6,000

03 행사운영비 3,000 9,000 △6,000

◎소규모 프로젝트 및 현지연수 운영

3,000 9,000 △6,0003,000,000

301 일반보전금 0 7,600 △7,600



부서: 일본구미주통상과

정책: 실리위주 교류확대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

단위: 국제교육훈련 강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06 민간인국외여비 0 7,600 △7,600

◎현지연수 참가 강사 등 지원 0 7,600 △7,6000

행정운영경비(일본구미주통상과) 149,607 155,467 △5,860

기본경비 31,562 37,422 △5,860

당직실 운영 0 5,860 △5,860

201 일반운영비 0 5,860 △5,860

01 사무관리비 0 5,860 △5,860

◎국제도시훈련센터 당직비 0 5,760 △5,760

◎국제도시훈련센터 침구비 0 100 △100

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