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도
예산액예산액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비교증감

농산물 가공이용 및 소재개발

농산물이용시험장 1,143,127 1,287,373 144,246 

1,042,500 1,071,082 28,582 

495,892 584,578 88,686 

235,892 214,578 △21,314 

113,776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3,479 △30,297 

101 인건비 113,776 83,479 △30,297 

  ◎시험보조 48,530 

  31,000원*1명*80일 = 

    ○농산물저장에 관한 시험연구

 2,480 

  31,000원*2명*180일 = 

    ○한지적응 차 재배기술 연구

 11,160 

  31,000원*2명*230일 =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 연구

 14,260 

34,000원*1명*75일 =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연구 2,550 

  31,000원*1명*160일 = 

    ○농특산물 기능성식품 개발 연구

 4,960 

31,000원*1명*160일 =     ○산채 기능성식품 개발 4,960 

34,000원*2명*120일 =     ○산채 기능성식품 개발 8,160 

  ◎연구보조2급 24,720 

  40,000원*2명*159일 = 

    ○농산물저장에 관한 시험연구

 12,720 

40,000원*2명*150일 =     ○한지적응 차 재배기술연구 12,000 

=   ◎법정부담금 5,809 

=   ◎퇴직금 4,420 

6,006 01  사무관리비 10,384 4,378 

정책:농산물 가공이용 및 소재개발
단위:저장·유통 및 가공식품 개발

부서:농산물이용시험장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단위:천원) 

41,426 58,564 17,138 

=   ◎연구용 사무용품 2,584 

=   ◎유인물제작 3,000 

=   ◎소규모기기 수선비 3,000 

=   ◎시험연구 평가위원 수당 1,200 

=   ◎렌탈 정수기 임차료 600 

35,420 02  공공운영비 48,180 12,760 

저장·유통 및 가공식품 개발

농산물 저장가공에 관한 연구

201 일반운영비



전년도
예산액예산액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비교증감

=   ◎전화사용료 600 

=   ◎가공센타 연료비 9,280 

  ◎시설장비유지비 18,000 

=     ○농산물저장연구실 10,500 

=     ○식품가공연구실 7,500 

  ◎차량운영비 19,800 

=     ○차량연료비 10,800 

=     ○차량관리 및 유지비 9,000 

=   ◎의료비 500 

11,840 01  국내여비 12,586 746 

202 여비 11,840 12,586 746 

=   ◎시험연구분야 심의회 1,950 

=   ◎2008국제원예전시회 참석 650 

=   ◎농산물저장 시료 수집 및 현황조사 840 

=   ◎농산물이용연구회 심포지움 참석 1,040 

=   ◎원예저장유통 연구회 학술회의 참석 520 

=   ◎한지적응 차 생육조사 및 포장관리 4,200 

=   ◎녹차 경쟁력 제고 세미나 참석 666 

=   ◎농특산물 시료 수집 1,040 

=   ◎식품가공시료 수집 및 현황조사 1,680 

68,850 03  시험연구비 59,949 △8,901 

정책:농산물 가공이용 및 소재개발
단위:저장·유통 및 가공식품 개발

부서:농산물이용시험장

(단위:천원) 

68,850 59,949 △8,901 

  ◎시험용 시약 30,500 

=     ○농산물저장에 관한 연구(5종) 7,500 

=     ○한지적응 차 재배기술 연구(10종) 10,000 

=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 연구(5종) 5,000 

=     ○농특산물 기능성 식품 개발연구(5종) 5,000 

=     ○산채 기능성식품 개발(3종) 3,000 

  ◎시험용 초자기구 16,000 

=     ○한지적응 차 재배기술 연구(10종) 6,000 

=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 연구(8종) 4,000 

=     ○농특산물 기능성식품 개발 연구(5종) 4,000 

207 연구개발비



전년도
예산액예산액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비교증감

=     ○산채기능성식품 개발(10종) 2,000 

  ◎시험용 재료 13,449 

=     ○농산물저장에 관한 시험연구(15종) 4,500 

=     ○한지적응 차 재배기술 연구(10종) 5,000 

=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 연구(4종) 2,000 

=     ○농특산물 기능성 식품 개발 연구(5종) 1,250 

=     ○산채 기능성식품 개발(5종) 699 

260,000 370,000 110,000 

194,040 04  시설비 130,000 △64,04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0 130,000 △70,000 

  ◎농산물저장 시설 현대화 사업 130,000 

=     ○저장고 냉동기 보수(3대) 30,000 

[균        15,000] 

[도        15,000] 

=     ○저장실 냉각장치 보수(5실) 25,000 

[균        12,500] 

[도        12,500] 

=     ○빙온실 보수(1대) 20,000 

[균        10,000] 

[도        10,000] 

=     ○CA저장고 기밀도 보수(2실) 30,000 

[균        15,000] 

[도        15,000] 

=     ○CA시스템 보수(1대) 25,000 

[균        12,500] 

[도        12,500] 

60,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40,000 180,000 

정책:농산물 가공이용 및 소재개발
단위:저장·유통 및 가공식품 개발

부서:농산물이용시험장

(단위:천원) 

60,000 240,000 180,000 

  ◎농산물저장 연구장비 현대화 사업 240,000 

=     ○항온항습기(4대) 80,000 

[균        40,000] 

[도        40,000] 

농산물저장 시설 장비 현대화

405 자산취득비



전년도
예산액예산액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비교증감

=     ○동결건조기(1대) 50,000 

[균        25,000] 

[도        25,000] 

=     ○MS Direct injection system(1대) 30,000 

[균        15,000] 

[도        15,000] 

=     ○분광측색계(1대) 15,000 

[균         7,500] 

[도         7,500] 

=     ○고점도측정기(1대) 25,000 

[균        12,500] 

[도        12,500] 

=     ○가스분석기(1대) 20,000 

[균        10,000] 

[도        10,000] 

=     ○가스치환포장기(1대) 20,000 

[균        10,000] 

[도        10,000] 

219,308 189,484 △29,824 

219,308 189,484 △29,824 

114,360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4,617 △29,743 

정책:농산물 가공이용 및 소재개발
단위:저장·유통 및 가공식품 개발

부서:농산물이용시험장

(단위:천원) 

114,360 84,617 △29,743 

  ◎시험보조 28,520 

31,000원*1명*180일 =     ○고부가가치생물소재 연구 5,580 

31,000원*2명*160일 =     ○버섯 재배기술 개발 연구 9,920 

31,000원*3명*140일 =     ○종균 제조 기술 개발 13,020 

  ◎연구보조 27,000 

40,000원*1명*235일 =     ○고부가가치 생물소재 개발 9,400 

40,000원*1명*230일 =     ○버섯 신품종 육성 연구 9,200 

40,000원*1명*210일 =     ○버섯 재배기술 개발 연구 8,400 

  ◎시험보조 11,560 

34,000원*2명*170일 =     ○자생식물 자원화연구 11,560 

농업 신소재 및 특산작목 개발

농업 소재 및 자원화 개발 연구

101 인건비



전년도
예산액예산액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비교증감

  ◎특수인부 6,750 

45,000원*1명*150일 =     ○버섯 신품종 육성 연구 6,750 

=   ◎법정부담금 6,987 

=   ◎퇴직금 3,800 

600 01  사무관리비 3,000 2,400 

201 일반운영비 31,628 45,212 13,584 

=   ◎연구용 사무용품 1,200 

=   ◎시험연구평가위원 수당 1,200 

=   ◎렌탈정수기 임차료 600 

31,028 02  공공운영비 42,212 11,184 

=   ◎전화회선료료 600 

  ◎시험장 연료비 21,112 

=     ○유리온실 8,120 

=     ○버섯재배사 12,992 

  ◎시험장 시설장비유지비 20,500 

=     ○농업생물소재연구실 10,500 

=     ○미생물자원연구실 10,000 

8,480 01  국내여비 8,820 340 

202 여비 8,480 8,820 340 

=   ◎시험연구분야 심의회 1,560 

=   ◎2008 국제원예전시회 참석 520 

=   ◎바이러스 및 인수공통 전염병학회 학술회의 참석 780 

=   ◎농업생물소재 시료 수집 및 현황조사 1,680 

=   ◎전자현미경 시료 검경 1,560 

=   ◎미생물자원 시료 수집 및 현황조사 1,680 

=   ◎한국 균학회 학술대회 참석 1,040 

64,840 03  시험연구비 50,835 △14,005 

정책:농산물 가공이용 및 소재개발
단위:농업 신소재 및 특산작목 개발

부서:농산물이용시험장

(단위:천원) 

64,840 50,835 △14,005 

  ◎시험용 시약 20,000 

=     ○자생식물 자원화 연구(10종) 3,000 

=     ○고부가가치 생물소재 개발(10종) 6,000 

=     ○버섯 신품종 육성 연구(5종) 4,500 

207 연구개발비



전년도
예산액예산액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비교증감

=     ○버섯 재배기술 개발 연구(5종) 2,500 

=     ○종균 제조 기술 개발(10종) 4,000 

  ◎시험용 초자기구 14,600 

=     ○자생식물 자원화 연구(35종) 7,000 

=     ○고부가가치 생물소개 개발(6종) 3,600 

=     ○버섯 재배기술 개발 연구(10종) 2,500 

=     ○종균 제조기술 개발(10종) 1,500 

  ◎시험용 재료 16,235 

=     ○자생식물 자원화 연구(20종) 5,000 

=     ○고부가가치 생물소재 개발(18종) 5,400 

=     ○버섯 신품종 육성 연구(10종) 5,000 

=     ○버섯 재배기술 개발 연구(5종) 527 

=     ○종균 제조기술 개발(2종) 308 

청사 경영관리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

327,300 297,020 △30,280 

327,300 297,020 △30,280 

16,400 01  사무관리비 23,880 7,480 

201 일반운영비 327,300 297,020 △30,280 

50,000원*40종*2회 =   ◎청사관리용 물품 구입 4,000 

200,000원*15종 =   ◎청사 소규모 수선비 3,000 

  ◎청사운영 용역료 16,880 

300,000원*1식*12개월 =     ○무인경비시스템 3,600 

440,000원*1식*12개월 =     ○정화조유지보수 5,280 

2,000원*2,000kw*1회 =     ○전기설비점검 4,000 

400,000원*10종 =     ○시설물점검 4,000 

310,900 02  공공운영비 273,140 △37,760 

7,000원*2,000kw*12개월 =   ◎종합연구센타 전기료 168,000 

1,160원*4,500L*18회 =   ◎종합연구센타 연료비 93,960 

250,000원*20종 =   ◎종합연구센타 시설장비유지비 5,000 

50,000원*1식*12개월 =   ◎통신시설유지보수비 600 

300,000원*12개월 =   ◎상하수도료 3,600 

750,000원*2회 =   ◎환경개선부담금 1,500 

120,000원*4종 =   ◎협회부담금 480 

정책:농산물 가공이용 및 소재개발
단위:농업 신소재 및 특산작목 개발

부서:농산물이용시험장

(단위:천원) 



전년도
예산액예산액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비교증감

행정운영경비(농산물이용시험장) 100,627 216,291 115,664 

70,740 186,638 115,898 

70,740 71,940 1,200 

18,720 03  정액급식비 18,720 0 

101 인건비 37,200 37,200 0 

130,000원*12명*12월 =   ◎정액급식비 18,720 

18,480 04  교통보조비 18,480 0 

  ◎일반직 1,440 

120,000원*1명*12월 =     ○9급 1,440 

  ◎연구직 14,160 

140,000원*1명*12월 =     ○연구관 1,680 

130,000원*8명*12월 =     ○연구사 12,480 

  ◎기능직 2,880 

120,000원*2명*12월 =     ○9~10급 2,880 

480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80 0 

203 업무추진비 3,480 3,480 0 

40,000원*12명 =   ◎정원가산금 480 

3,00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0 0 

250,000원*12월 =   ◎15인이하 3,000 

1,800 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800 0 

정책:행정운영경비(농산물이용시험장)
단위:인력운영비

부서:농산물이용시험장

(단위:천원) 

30,060 31,260 1,200 

150,000원*1명*12월 =   ◎장장 1,800 

21,660 02  직급보조비 21,660 0 

  ◎일반직 1,260 

105,000원*1명*12월 =     ○9급 1,260 

  ◎연구직 17,880 

250,000원*1명*12월 =     ○연구관 3,000 

155,000원*8명*12월 =     ○연구사 14,880 

  ◎기능직 2,520 

105,000원*2명*12월 =     ○9~10급 2,520 

6,600 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800 1,200 

50,000원*11명*12월 =   ◎대민활동비 6,600 

인력운영비

공무원 인건비 지원

204 직무수행경비



전년도
예산액예산액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비교증감

50,000원*2명*12월 =   ◎회계ㆍ계약업무담당공무원 1,200 

농산물 가공이용 및 소재개발 0 114,698 114,698 

0 09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14,698 114,698 

101 인건비 0 114,698 114,698 

  ◎시험사 48,438 

38,500원*3명*20일*12월 =     ○기본급 27,720 

38,500원*3명*20일*4회 =     ○상여금 9,240 

38,500원*3명*52일 =     ○휴일수당 6,006 

38,500원*3명*15일 =     ○연차수당 1,733 

=     ○법정부담금(4대보험료) 3,739 

  ◎단순노무원 66,260 

31,600원*5명*20일*12월 =     ○기본급 37,920 

31,600원*5명*20일*4회 =     ○상여금 12,640 

31,600원*5명*52일 =     ○휴일수당 8,216 

31,600원*5명*15일 =     ○연차수당 2,370 

=     ○법정부담금(4대보험료) 5,114 

기본경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29,887 29,653 △234 

24,087 23,753 △334 

18,135 01  사무관리비 17,493 △642 

201 일반운영비 18,535 17,993 △542 

=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7,493 

400 02  공공운영비 500 100 

=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500 

5,552 01  국내여비 5,760 208 

202 여비 5,552 5,760 208 

=   ◎부서운영 국내여비 5,760 

당직실 운영 5,800 5,900 100 

5,800 01  사무관리비 5,900 100 

201 일반운영비 5,800 5,900 100 

=   ◎일직수당 5,800 

=   ◎당직실 소모품 구입 100 

정책:행정운영경비(농산물이용시험장)
단위:인력운영비

부서:농산물이용시험장

(단위: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