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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 글로벌투자통상국 부서 : 투자유치과
정책: 투자유치
단위: 투자유치활동 강화 (단위:천원)

실국ㆍ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글로벌투자통상국 92,742,272 98,009,661 △5,267,389

국          1,254,000 1,254,000 0

지         34,576,480 38,993,000 △4,416,520

도         56,911,792 57,762,661 △850,869

투자유치과 48,545,591 54,826,976 △6,281,385

지         24,896,480 29,313,000 △4,416,520

도         23,649,111 25,513,976 △1,864,865

투자유치 10,665,534 16,917,331 △6,251,797

지          4,976,480 9,393,000 △4,416,520

도          5,689,054 7,524,331 △1,835,277

투자유치활동 강화 255,200 286,000 △30,800

공격적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 184,000 198,000 △14,000

201 일반운영비 140,800 150,800 △10,000

03 행사운영비 25,000 35,000 △10,000

  ◎중대규모기업 전략적 유치 협의                25,000             35,000         △10,000

301 일반보상금 1,000 5,000 △4,000

07 외빈초청여비 1,000 5,000 △4,000

  ◎유치대상 투자자 초청                 1,000              5,000          △4,000

기업투자정보의 체계적 수집 활용 57,200 74,000 △16,800

301 일반보상금 48,000 64,800 △16,800

11 기타보상금 48,000 64,800 △16,800

  ◎투자유치 자문역 수당                48,000             64,800         △16,800

이전기업 재정지원 10,410,334 16,631,331 △6,220,997

지          4,976,480 9,393,000 △4,416,520

도          5,433,854 7,238,331 △1,804,477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국고) 5,763,975 10,958,000 △5,194,025

지          4,976,480 9,393,000 △4,416,520

도            787,495 1,565,000 △777,505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5,763,975 10,958,000 △5,194,025

지          4,976,480 9,393,000 △4,416,520

도            787,495 1,565,000 △777,505

01 자치단체자본보조 5,763,975 10,958,000 △5,194,025

  ◎이전기업 보조금             5,763,975         10,958,000      △5,194,025

지          4,976,480 9,393,000 △4,416,520

도            787,495 1,565,000 △777,505

타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4,646,359 5,673,331 △1,026,972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646,359 5,673,331 △1,026,972

01 자치단체자본보조 4,646,359 5,673,331 △1,026,972

  ◎타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4,646,359          5,673,331      △1,026,972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일류강원 실현 37,833,857 37,863,445 △29,588

지         19,920,000 19,920,000 0

도         17,913,857 17,943,445 △29,588



실국: 글로벌투자통상국 부서 : 투자유치과
정책: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일류강원 실현
단위: 외자유치 기반 조성 (단위:천원)

실국ㆍ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외자유치 기반 조성 2,121,550 2,151,138 △29,588

외자유치 세일즈 추진 89,531 110,000 △20,469

307 민간이전 19,531 40,000 △20,469

04 민간행사사업보조 19,531 40,000 △20,469

  ◎관광 및 제조업 분야 투자유치 IR 참가                19,531             40,000         △20,469

프로젝트 활동 추진 188,881 198,000 △9,119

201 일반운영비 108,071 109,000 △929

02 공공운영비 71 1,000 △929

  ◎서울투자상담실 공공요금                    71              1,000            △929

301 일반보상금 27,810 36,000 △8,190

11 기타보상금 27,810 36,000 △8,190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                27,810             36,000          △8,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