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농식품연구소

정책: 농산물 가공이용 및 소재개발

단위: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농식품연구소 2,549,092 2,598,307 △49,215

균 301,000 301,000 0

도 2,248,092 2,297,307 △49,215

농산물 가공이용 및 소재개발 1,679,845 1,724,980 △45,135

균 301,000 301,000 0

도 1,378,845 1,423,980 △45,135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614,805 631,080 △16,275

균 301,000 301,000 0

도 313,805 330,080 △16,275

농산물 가공상품에 관한 연구 68,965 76,900 △7,935

201 일반운영비 7,200 8,000 △800

01 사무관리비 7,200 8,000 △800

◎분석의뢰 수수료 및 장비사용료 1,800 2,000 △200

◎시제품 라벨 및 박스제작 등 5,400 6,000 △600

202 여비 4,165 4,900 △735

01 국내여비 4,165 4,900 △735

◎농산물가공분야 업무추진 4,165 4,900 △735

207 연구개발비 57,600 64,000 △6,400

03 시험연구비 57,600 64,000 △6,400

◎농산물 가공 시료 및 시험재료 구입 36,000 40,000 △4,000

◎향토식품 산업화 시료 및 시험자재 구입 21,600 24,000 △2,400

농특산물 이용 전략상품 개발 연구 37,530 41,800 △4,270

201 일반운영비 9,000 10,000 △1,000

01 사무관리비 9,000 10,000 △1,000

◎분석의뢰 수수료 및 장비사용료 2,700 3,000 △300

◎시제품 라벨 및 박스제작 등 3,600 4,000 △400

◎학회참가 및 논문투고료 등 2,700 3,000 △300

202 여비 1,530 1,800 △270

01 국내여비 1,530 1,800 △270

◎전략상품 개발 연구업무추진 1,530 1,800 △270

207 연구개발비 27,000 30,000 △3,000

03 시험연구비 27,000 30,000 △3,000

◎농특산물 가공 시료 및 시험재료 구입 18,000 20,000 △2,000

◎농특산물 가공 상품 식자재 구입 9,000 10,000 △1,000

토종 종균활용 발효 가공 기술 개발 연구 61,310 65,380 △4,070

201 일반운영비 5,400 6,000 △600

01 사무관리비 5,400 6,000 △600

◎분석의뢰수수료 및 장비사용료 3,800 4,400 △600

202 여비 1,530 1,800 △270



부서: 농식품연구소

정책: 농산물 가공이용 및 소재개발

단위: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01 국내여비 1,530 1,800 △270

◎종균관련 업무추진 등 1,530 1,800 △270

207 연구개발비 28,800 32,000 △3,200

03 시험연구비 28,800 32,000 △3,200

◎발효 분석용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 13,500 15,000 △1,500

◎발효식품 제조용 시험재료 구입 15,300 17,000 △1,700

품질 향상 기술 개발 232,040 258,400 △26,360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62,190 69,400 △7,210

201 일반운영비 8,100 9,000 △900

01 사무관리비 8,100 9,000 △900

◎품질연구 관련 책자발간 등 4,100 5,000 △900

202 여비 4,590 5,400 △810

01 국내여비 4,590 5,400 △810

◎품질연구분야 업무추진 4,590 5,400 △810

207 연구개발비 49,500 55,000 △5,500

03 시험연구비 49,500 55,000 △5,500

◎시험 소모품 구입비 18,000 20,000 △2,000

◎생리활성 검정 및 분석 시약 구입비 22,500 25,000 △2,500

◎농특산물 등 시료 구입 9,000 10,000 △1,000

농산물 산업소재화 기술 개발 79,950 89,000 △9,050

201 일반운영비 6,300 7,000 △700

01 사무관리비 6,300 7,000 △700

◎시제품 라벨 제작비 1,300 2,000 △700

202 여비 2,550 3,000 △450

01 국내여비 2,550 3,000 △450

◎산업소재화 연구업무 추진 2,550 3,000 △450

207 연구개발비 71,100 79,000 △7,900

03 시험연구비 71,100 79,000 △7,900

◎실험실 소모품 구입비 12,600 14,000 △1,400

◎분석 및 기능성 시약 구입비 40,500 45,000 △4,500

◎특산작목 등 시료구입 18,000 20,000 △2,000

자색옥수수 산업화 추진 기반 조성 89,900 100,000 △10,100

201 일반운영비 13,500 15,000 △1,500

01 사무관리비 13,500 15,000 △1,500

◎추출물 생산기기 임차비 등 11,700 13,000 △1,300

◎라벨 출력비 1,800 2,000 △200

202 여비 1,700 2,000 △300

01 국내여비 1,700 2,000 △300



부서: 농식품연구소

정책: 농산물 가공이용 및 소재개발

단위: 품질 향상 기술 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자색옥수수 산업화 업무추진 1,700 2,000 △300

207 연구개발비 74,700 83,000 △8,300

03 시험연구비 74,700 83,000 △8,300

◎원료구입비 67,500 75,000 △7,500

◎실험용 소모품 및 시약비 7,200 8,000 △800

청사 경영관리 833,000 835,500 △2,500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 570,500 573,000 △2,500

201 일반운영비 528,500 531,000 △2,500

01 사무관리비 22,500 25,000 △2,500

◎청사관리용 물품구입 및 수선 등 22,500 25,000 △2,500

행정운영경비(농식품연구소) 869,247 873,327 △4,080

기본경비 29,918 33,998 △4,080

부서운영 기본경비 23,018 27,098 △4,080

201 일반운영비 11,634 14,418 △2,784

01 사무관리비 11,134 13,918 △2,784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1,134 13,918 △2,784

202 여비 5,184 6,480 △1,296

01 국내여비 5,184 6,480 △1,296

◎부서운영 국내여비 5,184 6,480 △1,2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