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부서:투자통상과
정책:수출 및 투자유치
단위:투자유치 활동

투자통상과

5,737,773 2,251,810 3,485,963

[균       300,000]

[기       500,000]

[시     4,937,773]

수출 및 투자유치 1,911,247 749,762 1,161,485

투자유치 활동 1,105,790 212,230 893,560

투자유치 활동 지원 1,102,690 47,430 1,055,260

101 인건비 19,546 0 19,546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목포 고용현황 통계 조사 인부임 40,720원*20명*12일*2회 =

0 19,54619,546

19,546

201 일반운영비 523,000 42,822 480,178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투자유치 통역(번역)료

    ―민간사업 투자안내 홍보물

    ―투자유치 홍보용 플래카드

  ○목포고용현황 통계조사 조사표 구입

  ○운영수당

100,000원*1명*8회 =

5,000원*4개국어*250부 =

50,000원*7개소*2회 =

500,000원*4회 =

24,822 490,178515,000

6,500

800

5,000

700

2,000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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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투자통상과
정책:수출 및 투자유치
단위:투자유치 활동

    ―투자유치 위원회 참석 수당

    ―투자유치자문관 회의 참석수당

  ○임차료

    ―국내외 투자유치단 안내차량 및 각종 기기 임차

    ―투자유치기업 건물 임대 보증금

03  행사운영비

  ○각종 투자설명회 부스 임차료

  ○대규모 투자유치 초청장 및 안내장 제작

    ―초청장 유인비

    ―행사 안내장 제작

100,000원*15명*2회 =

100,000원*10명*2회 =

500,000원*3회 =

500,000,000원 =

5,000,000원 =

1,000원*500매*4회*50% =

2,000원*500매*4회*50% =

18,000 △10,000

3,000

2,000

501,500

1,500

500,000

8,000

5,000

3,000

1,000

2,000

202 여비 6,144 4,608 1,536

01  국내여비

  ○국내 기업 투자유치 활동

  ○투자유치 관련 동향 파악 및 자료수집

256,000원*3명*4회 =

256,000원*3명*4회 =

4,608 1,5366,144

3,072

3,072

203 업무추진비 4,000 0 4,0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활동 4,000,000원 =

0 4,0004,000

4,000

301 일반보상금 500,000 0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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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투자통상과
정책:수출 및 투자유치
단위:투자유치 활동

12  기타보상금

  ○투자유치 기업 보조금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400,000,000원 =

100,000,000원 =

0 500,000500,000

500,000

400,000

100,000

307 민간이전 50,000 0 50,000

05  민간위탁금

  ○국내투자기업 초청 설명회

  ○해외기업 초청 및 방문 설명회

30,000,000원 =

20,000,000원 =

0 50,00050,000

30,000

20,000

석재물류타운 활성화 3,100 164,800 △161,700

307 민간이전 3,100 164,800 △161,700

02  민간경상보조

  ○입주기업 간담회 3,100,000원 =

164,800 △161,7003,100

3,100

수출 및 무역 활동 지원 805,457 537,532 267,925

목포신항 활성화 639,308 400,072 239,236

201 일반운영비 7,260 0 7,260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해외화물 유치 홍보물 제작(3개국어) 15,000원*3종*100부 =

0 7,2607,260

6,000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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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투자통상과
정책:수출 및 투자유치
단위:수출 및 무역 활동 지원

    ―수도권, 전남북, 광주권 수출입 물동량 조사설문

    ―상해 여객 항로 활성화 홍보물 제작

  ○운영수당

    ―컨테이너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수당

1,000원*500부 =

1,000원*1,000부 =

70,000원*9명*2회 =

500

1,000

1,260

1,260

202 여비 2,048 3,072 △1,024

01  국내여비

  ○항만 물동량 조사 및 시책개발 256,000원*2명*4회 =

3,072 △1,0242,048

2,048

307 민간이전 630,000 397,000 233,000

02  민간경상보조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

  ○목포항 정기 컨테이너선사 초기 손실액 지원금

  ○도,시 합동 목포신항 Road Show

  ○LME(lodon Metal Exchange) 유치 박람회

20,000원*50TEU*20회*12월 =

250,000,000원*1개선사 =

130,000,000원 =

10,000,000원 =

397,000 233,000630,000

240,000

250,000

130,000

10,000

수출업체 지원 31,068 45,868 △14,800

301 일반보상금 6,068 11,068 △5,000

07  민간인국외여비

  ○수출지원 자문요원

10  행사실비보상금

2,500,000원*2명 =

10,000

1,068

△5,000

0

5,000

5,000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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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투자통상과
정책:수출 및 투자유치
단위:수출 및 무역 활동 지원

  ○수출상담회 참석업체 보상(교통비, 식비) 35,600원*10명*3회 = 1,068

307 민간이전 25,000 30,000 △5,000

02  민간경상보조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업체 실비 보상

  ○국제박람회(전시회) 참가업체 지원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지원

  ○기업체 수출품 판매용 카달로그 제작 지원

1,000,000원*5개업체 =

700,000원*10개업체 =

2,000,000원*5개업체 =

1,500,000원*2개업체 =

30,000 △5,00025,000

5,000

7,000

10,000

3,000

국제교류 활성화 135,081 91,592 43,489

101 인건비 14,586 5,742 8,844

02  수당

  ○상해파견 공무원

    ―가족수당(배우자 재외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벳부시 파견 공무원

1,914,000원*1/4*12월 =

900,000원*4회 =

1,840$*950원*1/4*12월 =

5,742 8,84414,586

9,342

5,742

3,600

5,244

201 일반운영비 52,787 27,190 25,597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국제통상관련 책자 발간 5,000원*200권 =

27,190 19,83047,020

13,3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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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투자통상과
정책:수출 및 투자유치
단위:수출 및 무역 활동 지원

    ―외국어문서 번역료(2개국어)

    ―국제자매도시 상호교류 통역료

    ―국제자매도시간 교류 기념품 구입

    ―서남권 주민 대상 외국어강좌 플래카드 제작

    ―상해사무소 복사기 및 팩스토너 구입

    ―상해파견공무원 사무실 관리비

  ○운영수당

    ―국제화추진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

    ―서남권 주민 중국어 교육 강좌 수당

  ○임차료

    ―중국 상해 파견 공무원 주택 임차료

    ―상해통상사무소 전시관 임차료

    ―벳부시 파견 공무원 주택 임차료

    ―벳부시 파견 공무원 임차 보증금

    ―파견공무원 활동비(잡비)

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벳부시 파견 공무원 주택 공공요금

150,000원*7회 =

100,000원*2명*3일*4회 =

50,000원*10명*8회 =

50,000원*2회*4개소 =

170,000원*5회 =

300,000원*12월 =

70,000원*15명*1회 =

70,000원*40회*1회 =

800,000원*12월 =

340,000원*12월 =

80,000￥*7.96원*12월 =

80,000￥*7.96원*4월 =

500,000원*12월 =

66,400원*12월 =

0 5,767

1,050

2,400

4,000

400

850

3,600

3,850

1,050

2,800

29,870

9,600

4,080

7,642

2,548

6,000

5,767

5,767

797

- 6 -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투자통상과
정책:수출 및 투자유치
단위:수출 및 무역 활동 지원

    ―국제전화요금(일본, 중국)

    ―국제특급 우편 요금

    ―중국 상해 파견 공무원 통신비

    ―외국인 콜센터 전용회선료 및 콜메니저 사용료

5,000원*100회 =

10,000원*15회 =

230,000원*12월 =

130,000원*12월 =

500

150

2,760

1,560

202 여비 2,048 0 2,048

01  국내여비

  ○국제교류 선진지 견학 관외여비 256,000원*2명*4회 =

0 2,0482,048

2,048

301 일반보상금 38,000 31,000 7,000

08  외빈초청여비

  ○일본 벳부시 대표단 초청(숙박비, 식비, 시찰비)

    ―주빈

    ―수행원

  ○중국 연운항시 대표단 초청(숙박비, 식비, 시찰비)

    ―주빈

    ―수행원

  ○중국 샤먼시 대표단 초청(숙박비, 식비, 시찰비)

    ―주빈

    ―수행원

250,000원*2명*4일 =

200,000원*10명*4일 =

400,000원*1명*4일*1회 =

200,000원*7명*4일 =

400,000원*3명*4일*2회 =

200,000원*7명*4일*2회 =

28,800 9,20038,000

10,000

2,000

8,000

7,200

1,600

5,600

20,800

9,600

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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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투자통상과
정책:수출 및 투자유치
단위:수출 및 무역 활동 지원

306 출연금 7,500 7,500 0

01  출연금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0,000원*1회 =

7,500 07,500

7,500

307 민간이전 20,160 20,160 0

05  민간위탁금

  ○외국인 콜센터 운영

    ―전문 통역요원(영어, 일어, 중국어) 700,000원*3명*12월*80% =

20,160 020,160

20,160

20,160

지역 특화 산업 육성

3,407,544 1,082,293 2,325,251

[균       300,000]

[기       500,000]

[시     2,607,544]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3,407,544 1,082,293 2,325,251

[균       300,000]

[기       500,000]

[시     2,607,544]

지식.벤처산업 발굴 60,344 19,648 40,696

201 일반운영비 8,808 16,576 △7,768

01  사무관리비 16,576 △7,768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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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투자통상과
정책:지역 특화 산업 육성
단위: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지식.벤처기업 지원정책 토론회 안내장

  ○지식.벤처기업 지원정책 설명책자

  ○지식.벤처기업 지원정책 현수막(홍보용)

  ○지식산업클러스트협의회 운영수당

  ○지식산업클러스트협의회 회의참석 실비보상

200원*500부 =

3,000원*300부 =

110,000원*4개소 =

100,000원*60명*1회 =

136,800원*10명*1회 =

100

900

440

6,000

1,368

202 여비 1,536 3,072 △1,536

01  국내여비

  ○지식.생물산업 추진 관외여비 256,000원*3명*2회 =

3,072 △1,5361,536

1,536

307 민간이전 50,000 0 50,000

02  민간경상보조

  ○중소형 레져선박 RIC(지역혁신센터) 지원(대불대학교)

  ○천일염 및 염생식물의 산업화 연구지원(목포대학교)

20,000,000원*1회 =

30,000,000원*1회 =

0 50,00050,000

20,000

30,000

상생의 노사협력 체제 구축 51,036 52,436 △1,400

201 일반운영비 3,000 4,200 △1,200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모범근로자 표창장 및 액자구입

  ○운영수당

5,000원*20조*2회 =

4,200 △1,2003,000

200

200

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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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투자통상과
정책:지역 특화 산업 육성
단위: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노사정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

    ―노사정협의회 실무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70,000원*13명*2회 =

70,000원*7명*2회 =

1,820

980

202 여비 1,536 1,536 0

01  국내여비

  ○노사화합 업무추진 워크샵 및 회의 참석 256,000원*2명*3회 =

1,536 01,536

1,536

301 일반보상금 2,000 2,200 △200

12  기타보상금

  ○모범근로자 표창 50,000원*20명*2회 =

2,200 △2002,000

2,000

307 민간이전 44,500 44,500 0

02  민간경상보조

  ○노동절 행사(한국노총목포지부)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비

  ○목포항 정화사업(서부항운노조)

  ○목포항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해외 선진지 견학

04  민간행사보조

  ○목포권노사한마음대회(서남권일자리창출연대회의)

  ○노사정 합동세미나(한국노총목포지부)

  ○모범근로자 및 조합원 호국순례행사(한국노총 목포지부)

5,000,000원*1회 =

5,000,000원*1회 =

10,000,000원*1회 =

10,000,000원*1회 =

5,000,000원*1회 =

4,500,000원*1회 =

5,000,000원*1회 =

30,000

14,500

0

0

30,000

5,000

5,000

10,000

10,000

14,500

5,000

4,500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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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투자통상과
정책:지역 특화 산업 육성
단위: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197,036 301,876 △104,840

202 여비 1,536 1,536 0

01  국내여비

  ○중소기업 지원 육성 시책발굴 및 선진지 견학 256,000원*2명*3회 =

1,536 01,536

1,536

306 출연금 130,500 256,500 △126,000

01  출연금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130,500,000원*1식 =

256,500 △126,000130,500

130,500

307 민간이전 25,000 27,000 △2,000

02  민간경상보조

  ○중소기업 이업종교류회 국내외 정보교류활동 지원

  ○지역혁신센터 RIC구축사업 보조(목포대학교)

5,000,000원*1식 =

20,000,000원*1식 =

27,000 △2,00025,000

5,000

20,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40,000 16,000 24,000

08  기타부담금

  ○조선 기능인력 양성사업 사업비 부담금 40,000,000원*1식 =

16,000 24,00040,000

40,000

벤처 및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 324,760 159,229 165,531

201 일반운영비 221,333 91,298 130,035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38,564 △6,43232,132

2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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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투자통상과
정책:지역 특화 산업 육성
단위: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문화산업지원센터

      ㆍ사무용품, 복사용지 구입

      ㆍ전산기기 소모성 물품구입 및 유지(복사기 프린터 등)

      ㆍ위생용품 구입(쓰레기봉투, 화장지 등 12종)

      ㆍ문화산업지원센터 안내표찰 제작(사무실, 입주실)

      ㆍ문화산업지원센터 홍보물 제작

      ㆍ정수기 관리비

    ―목포벤처지원센터

      ㆍ사무용품, 복사용지 구입

      ㆍ전산기기 소모성물품 구입 및 유지(복합기등 10종)

      ㆍ위생용품 구입(쓰레기봉투, 화장지 등 12종)

      ㆍ신문구독료

  ○운영수당

    ―문화산업지원센터 입주 심사위원

      ㆍ참석수당

      ㆍ실비보상(교통비, 식비)

    ―벤처지원센터 입주 심사위원

      ㆍ참석수당

100,000원*2명*5회 =

419,250원*4대*4회 =

20,000원*5회*12월 =

30,000원*20개소 =

5,000원*500부 =

22,000원*3대*12월 =

100,000원*2명*5회 =

350,000원*4종*4회 =

200,000원*12월 =

12,000원*3개사*12월 =

100,000원*15명*2회 =

10,000원*15명*2회 =

100,000원*15명*4회 =

12,800

1,000

6,708

1,200

600

2,500

792

9,432

1,000

5,600

2,400

432

9,900

3,300

3,000

300

6,600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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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투자통상과
정책:지역 특화 산업 육성
단위: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ㆍ실비보상(교통비, 식대 등)

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문화산업지원센터

      ㆍ전기요금

      ㆍ상.하수도 요금

      ㆍ도시가스사용료

      ㆍ청소용역비

      ㆍ무인경비 용역료

      ㆍ승강기 점검수수료

      ㆍ화재보험료(문화산업지원센터 건물 및 장비)

      ㆍ공용장비 유지비(영상, 음향장비실)

      ㆍ소방안전점검료

      ㆍ재해복구 공제회비(건물,시설물)

    ―목포벤처지원센터

      ㆍ전기요금

      ㆍ상하수도요금

      ㆍ청소용역비

10,000원*15명*4회 =

2,000,000원*12월 =

120,000원*12월 =

1,500,000원*12월 =

1,200,000원*12월 =

250,000원*12월 =

88,000원*12월 =

1,700,000원*1회 =

688,912,250원*3% =

1,500,000원*1회 =

900,000원*1회 =

3,300,000원*12월 =

120,000원*12월 =

1,200,000원*12월 =

52,734 136,467

600

189,201

189,201

86,664

24,000

1,440

18,000

14,400

3,000

1,056

1,700

20,668

1,500

900

61,796

39,600

1,440

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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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투자통상과
정책:지역 특화 산업 육성
단위: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ㆍ무인경비 용역료

      ㆍ승강기 정기점검 수수료

      ㆍ화재보험가입비

    ―재해복구 공제회비

    ―우편료(일반우편, 등기, 내용증명 등)

    ―인터넷통신망 이용료

    ―전화요금

300,000원*12월 =

88,000원*12월 =

1,700,000원*1회 =

1,224,000원*1회 =

216,200원*5월 =

3,143,000원*1회선*12월 =

60,000원*12월 =

3,600

1,056

1,700

1,224

1,081

37,716

720

202 여비 2,560 2,560 0

01  국내여비

  ○문화, 벤처(S/W지원센터) 세미나 및 회의 참석

  ○지역문화산업연구(CRC) 지원사업 회의 참석

256,000원*2명*3회 =

256,000원*1명*4회 =

2,560 02,560

1,536

1,024

301 일반보상금 57,167 1,856 55,311

10  행사실비보상금

  ○벤처 및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요원 출장비

    ―세미나 및 회의 참석

    ―전문교육

12  기타보상금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요원 보수

256,000원*7회 =

256,000원*3인*2회 =

2,217,830원*1명*12월 =

1,856

0

1,472

53,839

3,328

3,328

1,792

1,536

53,839

2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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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투자통상과
정책:지역 특화 산업 육성
단위: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벤처지원센터 운영요원 보수(2월~12월) 2,475,000원*1명*11월 = 27,225

308 자치단체등이전 30,000 30,000 0

08  기타부담금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운영지원사업 부담금(2차년도) 30,000,000원 =

30,000 030,000

3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200 0 5,200

04  시설비

  ○생활체육시설 보수

    ―운동장 마사토 보충(운반비 포함)

    ―운동장 다짐(진동롤러)

300㎡*15,000원 =

350,000원*2회 =

0 5,2005,200

5,200

4,500

700

405 자산취득비 8,500 1,800 6,7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SW구입비(바이러스 백신, 엑셀, 한글 등) 8,500,000원*1식 =

1,800 6,7008,500

8,500

IT, 벤처기업 기반지원사업

450,000 549,104 △99,104

[균       300,000]

[시       150,000]

201 일반운영비

10,197 199,164 △188,967

[균         6,798]

[시         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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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투자통상과
정책:지역 특화 산업 육성
단위: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평가심사서류 책자발간

    ―평가심사 프랑카드 제작

    ―지역소프트웨어산업 회계정산 수수료

  ○운영수당

    ―평가심사위원 수당

      ㆍ기본

      ㆍ추가

674,250원*4회 =

55,000원*4회 =

1,000,000원*1회 =

70,000원*11명*4회 =

30,000원*11명*4회 =

199,164 △188,96710,197

3,917

2,697

[균         1,798]

[시           899]

220

[균           147]

[시            73]

1,000

[균           667]

[시           333]

4,400

4,400

3,080

[균         2,053]

[시         1,027]

1,320

[균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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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투자통상과
정책:지역 특화 산업 육성
단위: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 평가심사위원 교통비

  ○ 평가심사위원식비

20,000원*11명*4회 =

5,000원*50명*4회 =

[시           440]

880

[균           586]

[시           294]

1,000

[균           667]

[시           333]

202 여비

1,500 0 1,500

[균         1,000]

[시           500]

03  국외여비

  ○ 해외시장판로개척 수행직원 인솔비(광주전남협력사업) 1,500,000원*1명 =

0 1,5001,500

1,500

[균         1,000]

[시           500]

301 일반보상금

45,603 12,020 33,583

[균        30,402]

[시        15,201]

10  행사실비보상금 12,020 △10,52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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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투자통상과
정책:지역 특화 산업 육성
단위: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 해외시장 판로개척사업에 따른 참석자 실비

12  기타보상금

  ○벤처지원센터 근무자 인건비(2명)

    ―소장

    ―운영요원(1월)

1,500,000원*1명 =

3,469,000원*12월 =

2,475,000원*1월 =

0 44,103

1,500

[균         1,000]

[시           500]

44,103

44,103

41,628

[균        27,752]

[시        13,876]

2,475

[균         1,650]

[시           825]

307 민간이전

392,700 257,250 135,450

[균       261,800]

[시       130,900]

02  민간경상보조

  ○선도기업 육성지원(6개업체) 자유과제,지정과제 320,000,000원 =

257,250 135,450392,700

320,000

[균       213,333]

[시       10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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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투자통상과
정책:지역 특화 산업 육성
단위: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 경영 및 마케팅지원사업

    ―GS인증 및 지적재산권 취득지원(1개업체)

    ―제품홍보 및 마케팅 비지니스 참가지원(5개업체)

    ―제품발표회 및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 지역IT산업 기반조사

  ○ IT첨단기술 전문인력 양성

  ○ CEO역량강화교육 수행비(2회)

5,000,000원*1개업체 =

3,000,000원*5개업체 =

150,000원*18명 =

14,000,000원*1식 =

2,000,000원*5명 =

3,000,000원*1식*2회 =

22,700

5,000

[균         3,333]

[시         1,667]

15,000

[균        10,000]

[시         5,000]

2,700

[균         1,800]

[시           900]

14,000

[균         9,333]

[시         4,667]

10,000

[균         6,667]

[시         3,333]

6,000

[균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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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투자통상과
정책:지역 특화 산업 육성
단위: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 해외시장판로개척 수행비(전남광주협력사업)

  ○ 벤처,이노비즈 컨설팅 수행비

10,000,000원*1회 =

1,000,000원*10개업체 =

[시         2,000]

10,000

[균         6,667]

[시         3,333]

10,000

[균         6,667]

[시         3,333]

목포 어린이 바다 체험과학관 건립

1,006,904 0 1,006,904

[기       500,000]

[시       506,904]

201 일반운영비 5,368 0 5,368

01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어린이바다체험과학관 건립 자문위원회 운영수당

    ―어린이 바다체험과학관 건립 자문위원회 실비

100,000원*20명*2회 =

136,800원*5명*2회 =

0 5,3685,368

5,368

4,000

1,368

202 여비 1,536 0 1,536

01  국내여비

  ○어린이바다체험과학관 건립 자료수집 관외여비 256,000원*3명*2회 =

0 1,5361,53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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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투자통상과
정책:지역 특화 산업 육성
단위: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0 0 1,000,000

[기       500,000]

[시       500,000]

04  시설비

  ○어린이바다체험과학관 건립 건축비(3,200㎡) 1,000,000,000원*1식 =

0 1,000,0001,000,000

1,000,000

[기       500,000]

[시       500,000]

최첨단 세라믹 산업 육성 1,317,464 0 1,317,464

201 일반운영비 6,440 0 6,440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세라믹산업단지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로 6,440,000원 =

0 6,4406,440

6,440

6,440

202 여비 1,024 0 1,024

01  국내여비

  ○세라믹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자료수집 및 선진지 견학 256,000원*2인*2회 =

0 1,0241,024

1,024

306 출연금 200,000 0 200,000

01  출연금

  ○전남TP(테크노파크)조성사업 출연금(1차년도) 200,000,000원 =

0 200,000200,000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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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투자통상과
정책:지역 특화 산업 육성
단위: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308 자치단체등이전 830,000 0 830,000

05  자치단체간부담금

  ○세라믹종합지원센터건립지자체부담금(2차년도) 830,000,000원 =

0 830,000830,000

83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80,000 0 280,000

01  기본조사설계비

  ○세라믹산업단지 기본조사설계비 280,000,000원*1식 =

0 280,000280,000

280,000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49,756 0 49,756

농공 및 산업단지 지원 39,756 0 39,756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 39,756 0 39,756

101 인건비 15,464 0 15,464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관리 제초작업

    ―인부임

    ―간식비

34,660원*10명*10일*4회 =

 4,000원*10명*10일*4회 =

0 15,46415,464

15,464

13,864

1,600

201 일반운영비 15,668 0 15,668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레이저 프린터기 카트리지 구입 237,000원*4회 =

0 15,66815,668

14,948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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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투자통상과
정책: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단위:농공 및 산업단지 지원

    ―산정농공 및 삽진산단 입주업체 안내간판 정비

    ―산업단지 관리용 작업도구(낫,면장갑등)

    ―산업단지 입주업체생산제품 홍보 책자 제작

    ―산업단지 공장용지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급량비

    ―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급량비

2,000,000원*2식 =

20,000원*2개소*10일*4회 =

3,000원*2,000부 =

300,000원*2개기관*4회 =

5,000원*3명*4회*12월 =

4,000

1,600

6,000

2,400

720

720

202 여비 6,624 0 6,624

01  국내여비

  ○산업단지 입주업체 실태조사 및 지도업무

  ○삽진산업단지 활성화추진 교육 및 관외여비

20,000원*3명*6회*12월 =

256,000원*3명*3회 =

0 6,6246,624

4,320

2,304

301 일반보상금 2,000 0 2,000

10  행사실비보상금

  ○농공및산업단지 생산제품 전시판매 참여업체 지원 50,000원*8개업체*5일 =

0 2,0002,000

2,000

산업단지 기반조성 10,000 0 10,000

산업단지 기반 조성 사업 10,000 0 1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 0 10,000

04  시설비

  ○산정농공단지 지원시설 담장 재정비 조성비 10,000,000원*1식 =

0 10,000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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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투자통상과
정책:재무활동(투자통상과)
단위:내부거래지출(투자통상과)

재무활동(투자통상과) 300,000 300,000 0

내부거래지출(투자통상과) 300,000 300,000 0

목포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조성 300,000 300,000 0

702 기금전출금 300,000 300,000 0

01  기금전출금

  ○목포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300,000,000원 =

300,000 0300,000

300,000

행정운영경비(투자통상과) 69,226 119,755 △50,529

인력운영비(투자통상과) 22,382 82,051 △59,669

인력운영비 22,382 82,051 △59,669

101 인건비 15,182 11,391 3,791

09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경제환경수산국, 관광문화국부속실 근무자

    ―기본급

    ―근속가산금

    ―기말수당

    ―급량비

    ―주휴수당

34,660원*1명*250일 =

3,460원*1명*250일 =

8,665,000원*4/12 =

80,000원*1명*12월 =

34,660원*1명*52일 =

0 15,18215,182

15,182

8,665

865

2,889

960

1,803

203 업무추진비 7,200 11,20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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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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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경제환경수산국장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투자통상과

3,000,000원 =

350,000원*12월 =

3,000

4,200

0

0

3,000

3,000

4,200

4,200

기본경비(투자통상과) 46,844 37,704 9,140

기본경비 46,844 37,704 9,140

201 일반운영비 20,924 22,584 △1,660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

    ―기본청소용품비

    ―복사기 유지관리비

    ―복사용지구입

    ―프린터기 및 팩시밀리 유지관리

    ―신문구독료

  ○급량비

    ―직원특근매식비

100,000원*22명 =

150,000원*2개소*1년 =

350,000원*2대*4회 =

17,000원*15박스*12월 =

237,000원*5대*4회 =

11,000원*2종*12월 =

5,000원*21명*6회*12월 =

22,584 △1,66020,924

13,364

2,200

300

2,800

3,060

4,740

264

7,560

7,560

202 여비 25,920 15,120 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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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투자통상과
정책:행정운영경비(투자통상과)
단위:기본경비(투자통상과)

01  국내여비

  ○투자통상 업무추진 관내여비 20,000원*18명*6회*12월 =

15,120 10,80025,920

2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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