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기업지원과
정책: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단위: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지원

기업지원과

12,699,870 12,874,900 △175,030

250,000 0

12,624,900 △175,030

균            250,000

도         12,449,870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6,519,000 6,536,000 △17,000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지원 6,519,000 6,536,000 △17,000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 추진 319,000 336,000 △17,000

402 민간자본이전 319,000 336,000 △17,000

01  민간자본보조 336,000 △17,000319,00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 △17,000319,000 336,000

최적의 기업경영 환경조성

3,588,142 3,786,490 △198,348

250,000 0

3,536,490 △198,348

균            250,000

도          3,338,142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 1,791,087 1,826,320 △35,233

강원우수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 추진 56,550 60,000 △3,450

201 일반운영비 5,950 7,000 △1,050

01  사무관리비 7,000 △1,0505,950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수여 △1,0505,950 7,000

202 여비 3,600 4,000 △400

01  국내여비 4,000 △4003,600

  ◎유망중소기업 신청기업 현지실사 △4003,600 4,000

307 민간이전 47,000 49,000 △2,000

02  민간경상보조 49,000 △2,00047,000

  ◎유망중소기업 CEO선진경영현장 연수 △2,00038,000 40,000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 추진(국고직접지
원) 1,002,550 1,003,000 △450

202 여비 2,550 3,000 △450

01  국내여비 3,000 △4502,550

  ◎산학연협력사업 지도점검 및 최종평가 △4502,550 3,000

중소기업 종사자 사기진작 및 기술지원 추진 63,000 85,000 △22,000

307 민간이전 63,000 85,000 △22,000

02  민간경상보조 85,000 △22,00063,000

  ◎강원이업종교류활동 지원 △2,00038,000 40,000

  ◎중소기업 산업기술지원단 운영 △20,0000 20,000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시책 추진 43,987 53,320 △9,333

201 일반운영비 11,280 12,900 △1,620

01  사무관리비 12,900 △1,62011,280

  ◎중소기업지원시책 책자발간 △6254,375 5,000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참석수당 △2501,750 2,000

  ◎'08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광고료 △6254,375 5,000

  ◎업무관련 행사추진 물품구입 △120780 900

202 여비 6,307 7,420 △1,113

01  국내여비 7,420 △1,1136,307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실태조사 △3001,700 2,000

  ◎업무관련 회의 및 세미나 등 참석 △63357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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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기업지원과
정책:최적의 기업경영 환경조성
단위: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

  ◎기업애로이동상담센터 운영 △7504,250 5,000

203 업무추진비 26,400 33,000 △6,6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3,000 △6,60026,400

  ◎중소기업 및 통상협력업무 추진 △6,00024,000 30,000

  ◎기업지원 업무추진 △6002,400 3,000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증대

917,741 912,330 5,411

250,000 0

662,330 5,411

균            250,000

도            667,741

수출경쟁 기반조성 추진 36,240 38,000 △1,760

202 여비 1,800 2,000 △200

01  국내여비 2,000 △2001,800

  ◎무역아카데미 강좌 지원 △2001,800 2,000

307 민간이전 34,440 36,000 △1,560

02  민간경상보조 36,000 △1,56034,440

  ◎대학생 해외마케팅 실무연수 △1,56028,440 30,000

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운영 추진 172,180 182,640 △10,460

201 일반운영비 68,940 76,600 △7,660

01  사무관리비 76,600 △7,66068,940

  ◎길림성사무소 운영비 △7,66068,940 76,600

202 여비 5,100 6,000 △900

01  국내여비 6,000 △9005,100

  ◎길림성사무소 업무추진 △9005,100 6,000

203 업무추진비 1,600 2,000 △4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 △4001,600

  ◎길림성 무역업무추진 △4001,600 2,000

405 자산취득비 13,500 15,000 △1,5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 △1,50013,500

  ◎길림성 상설전시장 운영 및 홍보관 구축 △1,50013,500 15,000

    ○투영기(1대) △3002,700 3,000

    ○영상스크린(1대) △5004,500 5,000

    ○특수컴퓨터(1대) △5004,500 5,000

    ○회의용 탁자(1개) △100900 1,000

    ○회의용 의자(20개) △100900 1,000

수출기업 컨설팅 및 원산지표시제 추진 9,321 11,690 △2,369

201 일반운영비 3,371 4,690 △1,319

01  사무관리비 4,690 △1,3193,371

  ◎수출지원 및 원산지표시 홍보물 제작 등 △1,3193,371 4,690

202 여비 5,950 7,000 △1,050

01  국내여비 7,000 △1,0505,950

  ◎원산지표시제 지도단속 △6003,400 4,000

  ◎수출기업 컨설팅 지원 △4502,550 3,000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 지원(국가직접지원) 20,000 0 20,000

307 민간이전 20,000 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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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기업지원과
정책:최적의 기업경영 환경조성
단위: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증대

02  민간경상보조 0 20,00020,000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 지원 20,00020,000 0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 879,314 1,047,840 △168,526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 강화 추진 170,000 320,000 △150,000

402 민간자본이전 170,000 320,000 △150,000

01  민간자본보조 320,000 △150,000170,000

  ◎공동브랜드ㆍ마케팅 지원 △150,00050,000 200,000

공공구매 및 현장중심 마케팅 지원 강화 추진 198,699 203,240 △4,541

201 일반운영비 10,480 11,740 △1,260

01  사무관리비 11,740 △1,26010,480

  ◎판로지원 메일링 서비스 △1,1209,380 10,500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 지원 △1401,100 1,240

202 여비 9,219 11,500 △2,281

01  국내여비 11,500 △2,2819,219

  ◎중소기업제품 현장마케팅 지원 △9814,019 5,000

  ◎공공구매 독려 및 추진실태 점검 △1,2004,800 6,000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100400 500

307 민간이전 79,000 80,000 △1,000

02  민간경상보조 80,000 △1,00079,000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물 제작 △1,00014,000 15,000

GWmart 활성화 지원 추진 145,850 151,000 △5,150

202 여비 850 1,000 △150

01  국내여비 1,000 △150850

  ◎GWmart 활성화(벤치마킹, 판촉 등) △150850 1,000

307 민간이전 145,000 150,000 △5,000

02  민간경상보조 150,000 △5,000145,000

  ◎GWmart 운영 △5,000145,000 150,000

e-비지니스 활성화 지원 추진 159,400 161,000 △1,600

201 일반운영비 8,500 10,000 △1,500

02  공공운영비 10,000 △1,5008,500

  ◎중소기업지원시스템 유지보수 △1,5008,500 10,000

202 여비 900 1,000 △100

01  국내여비 1,000 △100900

  ◎e-비지니스 활성화 추진 △100900 1,000

공예산업 육성 추진 103,990 111,100 △7,110

201 일반운영비 990 1,100 △110

01  사무관리비 1,100 △110990

  ◎향토공예관 위원회 운영 △110990 1,100

307 민간이전 95,000 102,000 △7,000

04  민간행사보조 10,000 △2,0008,000

  ◎공예품대전 운영 △2,0008,000 10,000

05  민간위탁금 92,000 △5,00087,000

  ◎향토공예관 위탁관리 △5,00087,000 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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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기업지원과
정책:최적의 기업경영 환경조성
단위: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 지원 56,375 56,500 △125

202 여비 375 500 △125

01  국내여비 500 △125375

  ◎공예품 상품화개발 실태조사 △125375 500

행정운영경비(기업지원과) 24,728 26,410 △1,682

기본경비 24,728 26,410 △1,682

기본경비 24,728 26,410 △1,682

201 일반운영비 18,552 19,690 △1,138

01  사무관리비 19,690 △1,13818,552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13818,552 19,690

202 여비 6,176 6,720 △544

01  국내여비 6,720 △5446,176

  ◎부서운영 국내여비 △5446,176 6,720

재무활동(기업지원과) 2,568,000 2,526,000 42,000

보전지출 568,000 526,000 42,000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 지원 568,000 526,000 42,000

311 차입금이자상환 168,000 126,000 42,000

04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126,000 42,000168,000

  ◎중소기업지원센터건립 42,000168,000 1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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