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해안농업시험장
정책:동해안 농업 활성화 연구
단위:동해안 원예작물 소득화 연구

해안농업시험장

421,465 450,767 △29,302

60,000 0

390,767 △29,302

균             60,000

도            361,465

동해안 농업 활성화 연구

342,013 369,810 △27,797

60,000 0

309,810 △27,797

균             60,000

도            282,013

동해안 원예작물 소득화 연구 95,961 110,616 △14,655

원예 작목 소득화 연구 95,961 110,616 △14,655

101 인건비 42,150 46,096 △3,946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6,096 △3,94642,150

  ◎여자보통 △3,94630,374 34,320

    ○원예작물품종육성 및 품질향상연구 △1,97313,627 15,600

    ○동해안시설재배 기술연구 △1,97316,747 18,720

201 일반운영비 19,224 23,400 △4,176

01  사무관리비 5,400 △1,7843,616

  ◎대표찰,소표찰,제작소요물품구입 △1,7843,616 5,400

    ○원예작물 품종육성 및 품질향상연구 △8921,808 2,700

    ○동해안시설재배 기술연구 △8921,808 2,700

02  공공운영비 18,000 △2,39215,608

  ◎원예시설물난방,장비유지관리 △2,39215,608 18,000

202 여비 4,786 5,520 △734

01  국내여비 5,520 △7344,786

  ◎동해안 원예작목 포장관리 및 현지조사 △7344,786 5,520

    ○원예작물 품종육성 및 품질향상연구 △3671,793 2,160

    ○동해안 시설재배 기술연구 △3672,993 3,360

207 연구개발비 29,801 35,600 △5,799

03  시험연구비 35,600 △5,79929,801

  ◎비료,시약,농자재 등 △5,79929,801 35,600

    ○원예작물 품종육성 및 품질향상연구 △3,00015,550 18,550

    ○동해안 시설재배 기술연구 △2,79914,251 17,050

동해안 주산작목 육성 연구

201,301 213,300 △11,999

60,000 0

153,300 △11,999

균             60,000

도            141,301

동해안 적응 작물 특성화 연구 67,011 77,300 △10,289

101 인건비 40,512 44,077 △3,565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4,077 △3,56540,512

  ◎남자보통 △1,2574,203 5,460

    ○동해안벼우량계통 육성, 증수 대책 △1,2574,203 5,460

  ◎여자보통 △2,30810,172 12,480

    ○동해안벼우량계통 육성, 증수 대책 △2,30810,172 12,480

201 일반운영비 3,325 5,400 △2,075

01  사무관리비 5,400 △2,0753,325

  ◎표찰제작,기타소요물품구입 △2,0753,325 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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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해안농업시험장
정책:동해안 농업 활성화 연구
단위:동해안 주산작목 육성 연구

    ○동해안벼우량계통 육성, 증수 대책 △1,0001,700 2,700

    ○동해안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연구 △1,0751,625 2,700

202 여비 4,584 5,287 △703

01  국내여비 5,287 △7034,584

  ◎동해안주산작물 현지조사 및 포장관리 △7034,584 5,287

    ○동해안벼우량계통 육성, 증수 대책 △4032,477 2,880

    ○동해안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연구 △3002,107 2,407

207 연구개발비 18,590 22,536 △3,946

03  시험연구비 22,536 △3,94618,590

  ◎비료,농약,시약,농자재 등 △3,94618,590 22,536

    ○동해안벼우량계통 육성, 증수 대책 △1,8858,444 10,329

    ○동해안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연구 △2,06110,146 12,207

동해안휴경지 관광자원개발 14,290 16,000 △1,710

101 인건비 9,956 10,942 △986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942 △9869,956

  ◎시험보조 △3003,860 4,160

  ◎남자보통 △6864,774 5,460

207 연구개발비 4,334 5,058 △724

03  시험연구비 5,058 △7244,334

  ◎비료,시약,농자재 등(10종) △7244,334 5,058

청사 경영관리 44,751 45,894 △1,143

청사 및 부속시설 운영관리 44,751 45,894 △1,143

201 일반운영비 44,751 45,894 △1,143

02  공공운영비 45,894 △1,14344,751

  ◎본관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 추진 △1,14344,751 45,894

행정운영경비(해안농업시험장) 79,452 80,957 △1,505

기본경비 16,019 17,524 △1,505

부서운영 기본경비 10,219 11,724 △1,505

201 일반운영비 4,502 5,244 △742

01  사무관리비 4,244 △4673,777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4673,777 4,244

02  공공운영비 1,000 △275725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275725 1,000

202 여비 5,717 6,480 △763

01  국내여비 6,480 △7635,717

  ◎부서운영 국내여비 △7635,717 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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