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농산물이용시험장
정책:농산물 가공이용 및 소재개발
단위:저장·유통 및 가공식품 개발

농산물이용시험장

1,234,280 1,287,373 △53,093

185,000 0

1,102,373 △53,093

균            185,000

도          1,049,280

농산물 가공이용 및 소재개발

1,022,165 1,071,082 △48,917

185,000 0

886,082 △48,917

균            185,000

도            837,165

저장·유통 및 가공식품 개발

564,986 584,578 △19,592

185,000 0

399,578 △19,592

균            185,000

도            379,986

농산물 저장가공에 관한 연구 194,986 214,578 △19,592

101 인건비 80,453 83,479 △3,026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3,479 △3,02680,453

  ◎시험보조 △2,97611,284 14,260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연구 △2,97611,284 14,260

  ◎퇴직금 △504,370 4,420

201 일반운영비 48,808 58,564 △9,756

01  사무관리비 10,384 △1,6628,722

  ◎연구용사무용품 △1622,422 2,584

  ◎유인물 제작 △7502,250 3,000

  ◎소규모기기 수선비 △7502,250 3,000

02  공공운영비 48,180 △8,09440,086

  ◎가공센타연료비 △6498,631 9,280

  ◎시설장비유지비 △5,50012,500 18,000

    ○농산물저장연구실 △3,0007,500 10,500

    ○식품가공연구실 △2,5005,000 7,500

  ◎차량운영비 △1,8007,200 9,000

    ○차량관리 및 유지비 △1,8007,200 9,000

  ◎의료비 △145355 500

202 여비 10,572 12,586 △2,014

01  국내여비 12,586 △2,01410,572

  ◎시험연구분야 심의회 △4501,500 1,950

  ◎2008국제원예전시회 참석 △250400 650

  ◎농산물이용연구회 심포지움 참석 △240800 1,040

  ◎한지적응차 생육조사 및 포장관리 △1,0743,126 4,200

207 연구개발비 55,153 59,949 △4,796

03  시험연구비 59,949 △4,79655,153

  ◎시험용시약 △2,00015,500 17,500

    ○농산물저장에관한연구(5종) △1,0006,500 7,500

    ○한지적응차 재배기술연구(10종) △1,0009,000 10,000

  ◎시험용초자기구 △2,00012,000 14,000

    ○한지적응차 재배기술연구(10종) △1,0005,000 6,000

    ○농산물가공식품 개발연구(8종) △5003,50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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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농산물이용시험장
정책:농산물 가공이용 및 소재개발
단위:저장·유통 및 가공식품 개발

    ○농특산물기능성 식품개발연구(5종) △5003,500 4,000

  ◎시험용재료 △7964,903 5,699

    ○한지적응차 재배기술연구(10종) △5004,500 5,000

    ○산채기능성 식품개발(5종) △296403 699

농업 신소재 및 특산작목 개발 173,312 189,484 △16,172

농업 소재 및 자원화 개발 연구 173,312 189,484 △16,172

101 인건비 81,232 84,617 △3,385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4,617 △3,38581,232

  ◎시험보조 △1,24014,260 15,500

    ○고부가가치생물소재연구 △6204,960 5,580

    ○버섯재배기술개발연구 △6209,300 9,920

  ◎연구보조 △1,80016,800 18,600

    ○고부가가치생물소재개발 △6008,800 9,400

    ○버섯신품종육성연구 △1,2008,000 9,200

  ◎퇴직금 △3453,455 3,800

201 일반운영비 37,640 45,212 △7,572

01  사무관리비 3,000 △4802,520

  ◎연구용사무용품 △1801,020 1,200

  ◎시험연구평가위원수당 △300900 1,200

02  공공운영비 42,212 △7,09235,120

  ◎시험장연료비 △3,43917,673 21,112

    ○유리온실 △1,5836,537 8,120

    ○버섯재배사 △1,85611,136 12,992

  ◎시험장시설장비유지비 △3,65316,847 20,500

    ○농업생물소재연구실 △2,4038,097 10,500

    ○미생물자원연구실 △1,2508,750 10,000

202 여비 7,409 8,820 △1,411

01  국내여비 8,820 △1,4117,409

  ◎시험연구분야심의회 △2401,320 1,560

  ◎바이러스 및 인수공통전염병학회 참석 △120660 780

  ◎농업생물소재시료수집 및 현황조사 △2401,440 1,680

  ◎전자현미경 시료검경 △4111,149 1,560

  ◎미생물자원시료수집 및 현황조사 △2401,440 1,680

  ◎한국균학회 참석 △160880 1,040

207 연구개발비 47,031 50,835 △3,804

03  시험연구비 50,835 △3,80447,031

  ◎시험용시약 △2,05017,950 20,000

    ○자생식물 자원화연구(10종) △2002,800 3,000

    ○고부가가치 생물소재개발(10종) △6005,400 6,000

    ○버섯 신품종 육성연구(5종) △6003,900 4,500

    ○버섯 재배기술 개발연구(5종) △2502,250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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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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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균 제조기술개발(10종) △4003,600 4,000

  ◎시험용초자기구 △84013,760 14,600

    ○자생식물 자원화연구(35종) △2006,800 7,000

    ○고부가가치 생물소개개발(6종) △2403,360 3,600

    ○버섯 재배기술 개발연구(10종) △2502,250 2,500

    ○종균제조기술개발(10종) △1501,350 1,500

  ◎시험용재료 △91414,486 15,400

    ○자생식물 자원화연구(20종) △2504,750 5,000

    ○고부가가치 생물소재개발(18종) △3005,100 5,400

    ○버섯 신품종 육성연구(10종) △3644,636 5,000

청사 경영관리 283,867 297,020 △13,153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 283,867 297,020 △13,153

201 일반운영비 283,867 297,020 △13,153

01  사무관리비 23,880 △3,82120,059

  ◎청사관리용 물품구입 △1,0003,000 4,000

  ◎청사 소규모수선비 △1,3211,679 3,000

  ◎청사운영용역료 △1,5006,500 8,000

    ○전기설비점검 △1,0003,000 4,000

    ○시설물점검 △5003,500 4,000

02  공공운영비 273,140 △9,332263,808

  ◎종합연구센타 전기료 △3,864164,136 168,000

  ◎종합연구센타 연료비 △3,86490,096 93,960

  ◎종합연구센타 시설장비 유지비 △7504,250 5,000

  ◎통신시설 유지보수비 △360240 600

  ◎상하수도료 △2403,360 3,600

  ◎환경개선부담금 △2541,246 1,500

행정운영경비(농산물이용시험장) 212,115 216,291 △4,176

기본경비 25,477 29,653 △4,176

부서운영 기본경비 19,577 23,753 △4,176

201 일반운영비 14,831 17,993 △3,162

01  사무관리비 17,493 △3,07814,415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3,07814,415 17,493

02  공공운영비 500 △84416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84416 500

202 여비 4,746 5,760 △1,014

01  국내여비 5,760 △1,0144,746

  ◎부서운영 국내여비 △1,0144,746 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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