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여성정책개발센터
정책:여성정책의 허브기능강화
단위:성평등 의식확산 및 인적자원개발

여성정책개발센터 1,739,231 1,796,857 △57,626

여성정책의 허브기능강화 726,145 779,472 △53,327

성평등 의식확산 및 인적자원개발 213,302 232,098 △18,796

전문직업교육 운영 96,254 99,323 △3,069

101 인건비 6,629 7,423 △794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423 △7946,629

  ◎수강생자녀 놀이방 보육교사 △7946,629 7,423

    ○인건비 △5775,198 5,775

    ○유급휴일수당 △1151,040 1,155

    ○법정부담금 △102391 493

202 여비 560 700 △140

01  국내여비 700 △140560

  ◎교육진행 및 업무협의 △140560 700

206 재료비 1,865 4,000 △2,135

01  재료비 4,000 △2,1351,865

  ◎교육운영 재료 구입 △2,1351,865 4,000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실 14,895 15,000 △105

201 일반운영비 14,895 15,000 △105

01  사무관리비 15,000 △10514,895

  ◎교육운영 소모품 구입 △105595 700

차세대 양성평등교육 10,226 10,880 △654

201 일반운영비 6,916 7,480 △564

01  사무관리비 7,480 △5646,916

  ◎교육교재 제작 △3602,040 2,400

  ◎교육합숙운영 △2041,156 1,360

206 재료비 510 600 △90

01  재료비 600 △90510

  ◎교육운영재료 구입 △90510 600

성 인지력 향상 및 남녀파트너십 교육 26,836 38,105 △11,269

101 인건비 0 7,145 △7,145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145 △7,1450

  ◎컨텐츠개발 공동연구자 △7,1450 7,145

    ○인건비 △6,6710 6,671

    ○법정부담금 △4740 474

201 일반운영비 17,636 20,160 △2,524

01  사무관리비 20,160 △2,52417,636

  ◎강사수당 및 여비 △8010,000 10,080

  ◎교육교재 제작 △6446,556 7,200

  ◎교육합숙운영 △1,2001,080 2,280

  ◎컨텐츠개발회의 참석 수당 및 여비 △6000 600

202 여비 6,400 8,000 △1,600

01  국내여비 8,000 △1,6006,400

  ◎교육진행 및 업무협의 △1,6006,400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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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여성정책개발센터
정책:여성정책의 허브기능강화
단위:성평등 의식확산 및 인적자원개발

리더십 교육 33,116 40,760 △7,644

201 일반운영비 23,986 27,360 △3,374

01  사무관리비 27,360 △3,37423,986

  ◎강사수당 및 여비 △1,30911,411 12,720

  ◎교육교재 제작 △1,0568,544 9,600

  ◎교육합숙 운영 △7092,331 3,040

  ◎교육운영 소모품 구입 △3001,700 2,000

202 여비 6,630 7,800 △1,170

03  국외여비 7,800 △1,1706,630

  ◎국외정책연수 △1,1706,630 7,800

301 일반보상금 2,500 5,600 △3,100

10  행사실비보상금 5,600 △3,1002,500

  ◎교육생 급식 △3,1002,500 5,600

양성평등교육 전문인력 육성 11,157 12,950 △1,793

201 일반운영비 8,457 9,950 △1,493

01  사무관리비 9,950 △1,4938,457

  ◎강사 수당 및 여비 △5333,017 3,550

  ◎교육교재 제작 △7954,505 5,300

  ◎교육합숙운영 △165935 1,100

301 일반보상금 2,700 3,000 △300

10  행사실비보상금 3,000 △3002,700

  ◎교육생 급식 △3002,700 3,000

다문화 가족지원 전문가 교육 4,318 5,080 △762

201 일반운영비 4,318 5,080 △762

01  사무관리비 5,080 △7624,318

  ◎강사 수당 및 여비 △4682,652 3,120

  ◎교재제작 및 원고료 △2941,666 1,960

성별영향평가 교육 8,500 10,000 △1,500

201 일반운영비 8,500 10,000 △1,500

01  사무관리비 10,000 △1,5008,500

  ◎성별영향평가 교육 △1,5008,500 10,000

관리직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교육 8,000 0 8,000

201 일반운영비 8,000 0 8,000

01  사무관리비 0 8,0008,000

  ◎강사 수당 및 여비 7,5207,520 0

  ◎원고료 480480 0

여성정책 평가분석 및 연구 113,089 144,320 △31,231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호에 관한연구 167 23,548 △23,381

101 인건비 0 13,948 △13,948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948 △13,9480

  ◎연구과제 설문조사 △13,9480 13,948

    ○설문조사요원 △12,0000 12,000

    ○코딩요원 △9480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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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여성정책개발센터
정책:여성정책의 허브기능강화
단위:여성정책 평가분석 및 연구

    ○법정부담금 △1,0000 1,000

201 일반운영비 167 7,200 △7,033

01  사무관리비 6,660 △6,493167

  ◎전문가회의 참석수당 및 여비 △2,1000 2,100

  ◎설문지 및 보고서 제작 △4,393167 4,560

02  공공운영비 540 △5400

  ◎보고서 우편발송료 △5400 540

202 여비 0 2,400 △2,400

01  국내여비 2,400 △2,4000

  ◎연구수행 현지조사 △2,4000 2,400

여성회관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16,951 23,548 △6,597

101 인건비 10,455 13,948 △3,493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948 △3,49310,455

  ◎연구과제 설문조사 △3,49310,455 13,948

    ○설문조사요원 △2,9589,042 12,000

    ○코딩요원 △284664 948

    ○법정부담금 △251749 1,000

201 일반운영비 5,296 7,200 △1,904

01  사무관리비 6,660 △1,8664,794

  ◎전문가회의 참석 수당 및 여비 △4471,653 2,100

  ◎설문지 및 보고서 제작 △1,4193,141 4,560

02  공공운영비 540 △38502

  ◎보고서 우편발송료 △38502 540

202 여비 1,200 2,400 △1,200

01  국내여비 2,400 △1,2001,200

  ◎연구수행 현지조사 △1,2001,200 2,400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성별영향평가 15,552 23,548 △7,996

101 인건비 8,856 13,948 △5,092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948 △5,0928,856

  ◎연구과제 설문조사 △5,0928,856 13,948

    ○설문조사요원 △4,5387,462 12,000

    ○코딩요원 △189759 948

    ○법정부담금 △365635 1,000

201 일반운영비 5,496 7,200 △1,704

01  사무관리비 6,660 △1,6664,994

  ◎전문가회의 참석수당 및 여비 △1471,953 2,100

  ◎설문지 및 보고서 제작 △1,5193,041 4,560

02  공공운영비 540 △38502

  ◎보고서 우편발송료 △38502 540

202 여비 1,200 2,400 △1,200

01  국내여비 2,400 △1,2001,200

  ◎연구수행 현지조사 △1,2001,200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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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여성정책개발센터
정책:여성정책의 허브기능강화
단위:여성정책 평가분석 및 연구

농어촌 여성의 생활실태 및 지원정책 연구 17,452 23,548 △6,096

101 인건비 10,756 13,948 △3,192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948 △3,19210,756

  ◎연구과제 설문조사 △3,19210,756 13,948

    ○설문조사요원 △2,7749,226 12,000

    ○코딩요원 △189759 948

    ○법정부담금 △229771 1,000

201 일반운영비 5,496 7,200 △1,704

01  사무관리비 6,660 △1,6664,994

  ◎전문가회의 참석 수당 및 여비 △1471,953 2,100

  ◎설문지 및 보고서 제작 △1,5193,041 4,560

02  공공운영비 540 △38502

  ◎보고서 발송우편료 △38502 540

202 여비 1,200 2,400 △1,200

01  국내여비 2,400 △1,2001,200

  ◎연구수행 현지조사 △1,2001,200 2,400

한부모가족실태조사 및 가족복지서비스 지원방안연구 15,752 23,548 △7,796

101 인건비 9,056 13,948 △4,892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948 △4,8929,056

  ◎연구과제 설문조사 △4,8929,056 13,948

    ○설문조사요원 △4,3527,648 12,000

    ○코딩요원 △189759 948

    ○법정부담금 △351649 1,000

201 일반운영비 5,496 7,200 △1,704

01  사무관리비 6,660 △1,6664,994

  ◎전문가회의 참석 수당 및 여비 △1471,953 2,100

  ◎설문지 및 보고서 제작 △1,5193,041 4,560

02  공공운영비 540 △38502

  ◎보고서 우편발송료 △38502 540

202 여비 1,200 2,400 △1,200

01  국내여비 2,400 △1,2001,200

  ◎연구수행 현지조사 △1,2001,200 2,400

강원여성정책 포럼 4,147 5,000 △853

201 일반운영비 2,507 2,950 △443

01  사무관리비 2,850 △4282,422

  ◎전문가회의 참석 수당 및 여비 △2631,487 1,750

  ◎보고서 제작 △165935 1,100

02  공공운영비 100 △1585

  ◎초청장 우편발송료 △1585 100

301 일반보상금 1,640 2,050 △410

10  행사실비보상금 2,050 △4101,640

  ◎포럼참석자 실비보상 △4101,64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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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여성정책개발센터
정책:여성정책의 허브기능강화
단위:여성정책 평가분석 및 연구

강원여성 전문지 발간 20,843 21,580 △737

201 일반운영비 20,843 21,580 △737

01  사무관리비 19,200 △38018,820

  ◎전문가회의 참석 수당 및 여비 △2881,632 1,920

  ◎전문지 제작 △9217,188 17,280

02  공공운영비 2,380 △3572,023

  ◎전문지 발송료 △3572,023 2,380

제3차 강원여성발전계획 22,225 0 22,225

101 인건비 9,025 0 9,025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0 9,0259,025

  ◎연구과제 설문조사 9,0259,025 0

    ○설문조사요원 7,2007,200 0

    ○코딩요원 790790 0

    ○법정부담금 1,0351,035 0

201 일반운영비 10,800 0 10,800

01  사무관리비 0 10,05010,050

  ◎전문가회의 참석수당 및 여비 2,8802,880 0

  ◎보고서 제작 7,1707,170 0

02  공공운영비 0 750750

  ◎우편요금 750750 0

202 여비 2,400 0 2,400

01  국내여비 0 2,4002,400

  ◎연구수행 현지조사 2,4002,400 0

청사 경영관리 399,754 403,054 △3,300

청사시설 운영·유지 363,814 367,114 △3,300

101 인건비 2,436 2,728 △292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728 △2922,436

  ◎예식장 주차관리요원 △2722,256 2,528

  ◎법정부담금 △20180 200

201 일반운영비 140,635 142,896 △2,261

02  공공운영비 112,896 △2,261110,635

  ◎전기요금 △1,20026,400 27,600

  ◎상하수도 사용료 △1,0613,739 4,800

202 여비 1,743 2,490 △747

01  국내여비 2,490 △7471,743

  ◎시설물품 현지조사 △7471,743 2,490

행정운영경비(여성정책개발센터) 1,013,086 1,017,385 △4,299

인력운영비 980,701 981,301 △600

공무원 인건비 지원 980,701 981,301 △600

203 업무추진비 7,280 7,880 △600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0 △6002,400

  ◎센터소장 △6002,400 3,000

기본경비 32,385 36,084 △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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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여성정책개발센터
정책:행정운영경비(여성정책개발센터)
단위:인력운영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26,435 30,134 △3,699

201 일반운영비 18,556 20,854 △2,298

01  사무관리비 19,854 △2,29817,556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29817,556 19,854

202 여비 6,769 7,680 △911

01  국내여비 7,680 △9116,769

  ◎부서운영 국내여비 △9116,769 7,680

405 자산취득비 1,110 1,600 △49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600 △4901,110

  ◎텔레비젼 △4901,1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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