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기업지원과

정책: 최적의 기업경영 환경 조성

단위: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기업지원과 32,289,477 32,406,298 △116,821

국 66,400 66,400 0

도 32,223,077 32,339,898 △116,821

최적의 기업경영 환경 조성 13,339,944 13,360,865 △20,921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 12,417,444 12,422,280 △4,836

강원 경제선도중소기업 발굴육성 지원 229,420 234,250 △4,830

202 여비 1,120 5,950 △4,830

01 국내여비 1,120 5,950 △4,830

◎백년·유망중소기업 신청기업 현지실사 1,120 2,975 △1,855

◎기업애로 이동상담센터 운영 0 2,975 △2,975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시책 추진 11,878,024 11,878,030 △6

201 일반운영비 6,994 7,000 △6

01 사무관리비 6,994 7,000 △6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책자 제작 4,994 5,000 △6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 891,900 907,735 △15,835

해양심층수 활성화 4,500 5,350 △850

202 여비 0 850 △850

01 국내여비 0 850 △850

◎해양심층수 활성화 업무추진 0 850 △850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 83,800 89,260 △5,460

201 일반운영비 23,300 26,200 △2,900

01 사무관리비 23,300 26,200 △2,900

◎협력체계 구축 및 공공구매 활성화 교육 4,300 7,200 △2,900

202 여비 500 3,060 △2,560

01 국내여비 500 3,060 △2,560

◎공공구매 독려 업무추진 500 3,060 △2,560

마케팅 역량강화 및 제품경쟁력 제고 520,500 529,250 △8,750

201 일반운영비 18,000 20,000 △2,000

01 사무관리비 18,000 20,000 △2,000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점 지원 18,000 20,000 △2,000

202 여비 2,500 4,250 △1,750

01 국내여비 2,500 4,250 △1,750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업무추진 2,500 4,250 △1,750

307 민간이전 100,000 105,000 △5,0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105,000 △5,000

◎우수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입점지원 100,000 105,000 △5,000

홍보·판촉 지원사업의 다변화 74,400 74,850 △450



부서: 기업지원과

정책: 최적의 기업경영 환경 조성

단위: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2 여비 400 850 △450

01 국내여비 400 850 △450

◎중소기업제품 홍보·판촉 지원 400 850 △450

공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113,700 114,025 △325

202 여비 100 425 △325

01 국내여비 100 425 △325

◎공예 업무추진 100 425 △325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30,600 30,850 △250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30,600 30,850 △250

202 여비 600 850 △250

01 국내여비 600 850 △250

◎품질분임조 활성화 추진 600 850 △250

창업벤처 기반조성 804,300 805,950 △1,650

창업 지원 804,300 805,950 △1,650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 704,300 705,950 △1,650

202 여비 4,300 5,950 △1,650

01 국내여비 4,300 5,950 △1,650

◎창업활성화 업무추진 4,300 5,950 △1,650

산업인력양성과 노사문화정착 1,102,250 1,196,500 △94,250

국 66,400 66,400 0

도 1,035,850 1,130,100 △94,250

기능인 양성 511,000 513,250 △2,250

우수 기술·기능인력 양성 추진 511,000 513,250 △2,250

202 여비 2,000 4,250 △2,250

01 국내여비 2,000 4,250 △2,250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 1,150 3,400 △2,250

선진노사문화 정착지원 591,250 683,250 △92,000

국 66,400 66,400 0

도 524,850 616,850 △92,000

시군노사화합지원 160,000 200,000 △40,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160,000 200,000 △40,000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0,000 200,000 △40,000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0 40,000 △40,000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 298,450 350,450 △52,000

202 여비 2,650 7,650 △5,000

01 국내여비 2,650 7,650 △5,000

◎노사협력 업무 추진 2,650 7,650 △5,000

307 민간이전 244,000 291,000 △47,000



부서: 기업지원과

정책: 산업인력양성과 노사문화정착

단위: 선진노사문화 정착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91,000 238,000 △47,000

◎노동단체 행사 지원 94,000 106,000 △12,000

◎근로자의 날 기념 한마음대회 지원 0 15,000 △15,000

◎자동차노조 노사화합 행사 지원 0 20,000 △2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