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산채시험장
정책:지역 특산 작목 소득화 연구
단위:강원 산채 육성

산채시험장 368,005 403,426 △35,421

지역 특산 작목 소득화 연구 271,417 304,151 △32,734

강원 산채 육성 57,588 65,171 △7,583

산채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57,588 65,171 △7,583

101 인건비 16,479 18,021 △1,542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021 △1,54216,479

  ◎포장인부(여) △1,5424,338 5,880

    ○산채재배기술개발 △1,5424,338 5,880

201 일반운영비 12,584 14,300 △1,716

01  사무관리비 1,700 △2041,496

  ◎시험포장정비 중장비임차(2대) △204496 700

02  공공운영비 12,600 △1,51211,088

  ◎산채육묘 온실 난방용 유류 △1,5128,088 9,600

202 여비 3,828 4,350 △522

01  국내여비 4,350 △5223,828

  ◎산채시험연구 업무추진 △5223,828 4,350

207 연구개발비 24,697 28,500 △3,803

03  시험연구비 28,500 △3,80324,697

  ◎분석시약,농자재,시험자재 △3,8033,697 7,500

    ○산채종묘 생산보급(30종) △3,8033,697 7,500

강원 감자 경쟁력 제고 102,685 115,417 △12,732

감자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102,685 115,417 △12,732

101 인건비 44,215 48,354 △4,139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8,354 △4,13944,215

  ◎포장인부(여) △4,1394,261 8,400

    ○감자종서 생산체계연구 △4,1394,261 8,400

201 일반운영비 17,424 19,800 △2,376

01  사무관리비 2,400 △2882,112

  ◎시험포장임차 △288912 1,200

02  공공운영비 17,400 △2,08815,312

  ◎감자육묘 온실 난방용유류 △2,08812,312 14,400

202 여비 5,682 6,457 △775

01  국내여비 6,457 △7755,682

  ◎감자시험연구 업무추진 △7753,575 4,350

207 연구개발비 35,364 40,806 △5,442

03  시험연구비 40,806 △5,44235,364

  ◎상토 △5,4426,558 12,000

    ○감자신품종육성(1,200점) △5,4426,558 12,000

청사 경영관리 111,144 123,563 △12,419

청사 운영관리 47,136 53,563 △6,427

201 일반운영비 47,136 53,563 △6,427

02  공공운영비 53,563 △6,42747,136

  ◎청사 난방용유류 △6,4275,573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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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산채시험장
정책:지역 특산 작목 소득화 연구
단위:청사 경영관리

청사 방수공사 36,576 40,000 △3,424

401 시설비및부대비 36,576 40,000 △3,424

04  시설비 40,000 △3,42436,576

  ◎청사 옥상 방수공사(400㎡) △20,00020,000 40,000

  ◎청사 천장 방수 보수공사(200㎡) 16,57616,576 0

화장실 리모델링 27,432 30,000 △2,568

401 시설비및부대비 27,432 30,000 △2,568

04  시설비 30,000 △2,56827,432

  ◎화장실리모델링 △2,56823,432 26,000

    ○내부구조물리폼(40㎡) △2,56823,432 26,000

행정운영경비(산채시험장) 96,588 99,275 △2,687

기본경비 19,903 22,590 △2,687

부서운영 기본경비 14,103 16,790 △2,687

201 일반운영비 8,660 10,310 △1,650

01  사무관리비 10,000 △1,6008,400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6008,400 10,000

02  공공운영비 310 △50260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50260 310

202 여비 5,443 6,480 △1,037

01  국내여비 6,480 △1,0375,443

  ◎부서운영 국내여비 △1,0375,443 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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