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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산업단지정책실

정책: 투자 및 기업유치

단위: 투자유치 활동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산업단지정책실

산업단지정책실 2,694,633 310,700 2,383,933

도 1,400,000

시 1,294,633

투자 및 기업유치 2,661,211 278,488 2,382,723

도 1,400,000

시 1,261,211

투자유치 활동 2,661,211 278,488 2,382,723

도 1,400,000

시 1,261,211

기업유치 활동 지원 2,661,211 278,488 2,382,723

도 1,400,000

시 1,261,211

201 일반운영비 103,009 103,684 △675

01 사무관리비 60,992 59,416 1,576

○일반수용비 50,700

― 산업단지 기업유치 리플릿 제작

20,000

― 산업단지 기업유치 홍보 광고(공항, 터미널

등) 20,000

― 산업단지 기업유치 홍보용 플래카드(대)

1,500

― 산업단지 기업유치 홍보용 플래카드(소)

1,000

― 산단 홍보 현황판 제작 2,000

― 목포시 투자유치 홍보용 PPT 제작

2,000

― 투자유치 업무용 복합기 임차료

4,200

○급량비 5,292

― 산업단지 기업유치 활성화 추진 급량비

5,292

○임차료 5,000

― 산업단지 투자유치 활동 장비 및 버스 임차

료 등 5,000

5,000원*4,000부

10,000,000원*2식

100,000원*15개소

50,000원*20개소

2,000,000원*1식

2,000,000원*1식

350,000원*1대*12월

7,000원*9명*7회*12월

1,000,000원*5회

02 공공운영비 9,017 2,268 6,749

○투자유치 홍보물 발송 우편료 8,568

― 일반요금 1,620

― 등기요금 6,948

○기업유치 위원회 사무실 인터넷 사용료

449

270원*500건*12월

1,930원*300건*12월

37,400원*12월

03 행사운영비 33,000 42,000 △9,000

○기업유치 투자환경설명회 개최 22,000

― 행사장 사용료(식대 포함)

15,000

― 초청장 및 현수막 등 제작

3,000

15,000,000원*1식

3,000,000원*1식

- 97 -



부서: 산업단지정책실

정책: 투자 및 기업유치

단위: 투자유치 활동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버스임차료 2,000

― 빔프로젝트 등 장비 임차료

2,000

○축제장 등 산단분양 홍보부스 운영

8,000

○투자환경설명회 홍보자료 제작

3,000

2,000,000원*1식

2,000,000원*1식

2,000,000원*4회

3,000,000원*1식

202 여비 66,402 67,004 △602

01 국내여비 66,402 67,004 △602

○국내여비 66,402

― 산업단지 기업유치 활동 관외여비 (수도권

등) 66,402210,800원*9명*35회

203 업무추진비 9,000 9,0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0 9,000 0

○기업유치 업무추진 등 9,00010,000,000원*1식*90%

301 일반보상금 52,800 68,800 △16,000

09 행사실비보상금 22,800 18,800 4,000

○투자환경설명회 등 참석자 실비 보상 22,800

― 지역별, 업종별 투자환경설명회

19,200

― 축제 등 산단 홍보부스 운영

3,600

30,000원*80명*8회

30,000원*10명*12회

11 기타보상금 30,000 50,000 △20,000

○투자유치 민간자문관 활동비 (수당,여비 등)

30,0002,500,000원*1명*12월

303 포상금 30,000 30,000 0

01 포상금 30,000 30,000 0

○기업유치 유공자 인센티브 지급

30,0003,000,000원*10개 기업

402 민간자본이전 2,400,000 0 2,400,000

도 1,400,000

시 1,000,000

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400,000 0 2,400,000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5개기업) 2,000,0002,000,000,000원*1식

도 1,000,000

시 1,000,000

○목포세라믹일반산업단지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400,000200,000,000원*2개 기업

도 400,000

행정운영경비 (산업단지정책실) 33,422 32,212 1,210

기본경비 33,422 32,212 1,210

기본경비(산업단지정책실) 33,422 32,2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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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산업단지정책실

정책: 행정운영경비 (산업단지정책실)

단위: 기본경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 일반운영비 13,442 12,232 1,210

01 사무관리비 13,442 12,232 1,210

○일반수용비 8,150

― 기본 사무용품 900

― 기본 청소 용품비 150

― 복사기 토너 900

― 복사기 드럼 990

― 복사용지 2,400

― 팩스밀리 토너 440

― 레이저 프린터 토너 2,370

○급량비 5,292

― 직원 특근매식비 5,292

100,000원*9명

150,000원*1회

150,000원*1대*6회

330,000원*1대*3회

20,000원*10박스*12월

110,000원*1대*4회

237,000원*2대*5회

7,000원*9명*7회*12월

202 여비 17,280 17,280 0

01 국내여비 17,280 17,280 0

○산업단지정책실 직원 관내 여비

17,28020,000원*9명*8회*12월

203 업무추진비 2,700 2,700 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00 2,700 0

○산업단지정책실 부서운영추진비

2,700250,000원*12월*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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