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감자연구소

정책: 감자 신품종 육성 보급

단위: 감자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연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감자연구소 1,453,874 1,476,134 △22,260

균 360,500 360,500 0

도 1,093,374 1,115,634 △22,260

감자 신품종 육성 보급 1,257,220 1,276,125 △18,905

균 360,500 360,500 0

도 896,720 915,625 △18,905

감자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연구 1,153,020 1,171,125 △18,105

균 360,500 360,500 0

도 792,520 810,625 △18,105

감자 유전자원 관리 및 신품종 육성 120,410 125,725 △5,315

201 일반운영비 3,600 4,000 △400

01 사무관리비 3,600 4,000 △400

◎연구추진 사무용품 등 3,600 4,000 △400

202 여비 5,525 6,500 △975

01 국내여비 5,525 6,500 △975

◎감자 신품종 육성 연구 추진 5,525 6,500 △975

207 연구개발비 35,460 39,400 △3,940

03 시험연구비 35,460 39,400 △3,940

◎분석시약, 농자재, 비료 등 26,460 29,400 △2,940

◎생산포장 관리용 하우스자재, 진딧물망, 조수

피해방지자재 등 9,000 10,000 △1,000

감자 신품종 종서생산 및 보급기술 개발 107,415 111,225 △3,810

202 여비 4,590 5,400 △810

01 국내여비 4,590 5,400 △810

◎감자 종서생산 및 보급기술 연구 추진 4,590 5,400 △810

207 연구개발비 27,000 30,000 △3,000

03 시험연구비 27,000 30,000 △3,000

◎상토, 농자재, 비료 등 27,000 30,000 △3,000

서류 고품질 생산 기술개발 99,540 103,150 △3,610

202 여비 4,590 5,400 △810

01 국내여비 4,590 5,400 △810

◎서류 고품질 생산기술 연구 추진 4,590 5,400 △810

207 연구개발비 25,200 28,000 △2,800

03 시험연구비 25,200 28,000 △2,800

◎분석시약, 농자재, 비료 등 25,200 28,000 △2,800

감자 신품종 무병종서 보급관리 104,655 110,025 △5,370

201 일반운영비 900 1,000 △100

01 사무관리비 900 1,000 △100

◎연구추진 사무용품 등 900 1,000 △100



부서: 감자연구소

정책: 감자 신품종 육성 보급

단위: 감자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연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2 여비 1,530 1,800 △270

01 국내여비 1,530 1,800 △270

◎보급관리 업무추진 및 이병주 제거 등 1,530 1,800 △270

207 연구개발비 45,000 50,000 △5,000

03 시험연구비 45,000 50,000 △5,000

◎바이러스 검정물품 등 37,800 42,000 △4,200

◎초자기구 및 시약 등 7,200 8,000 △800

청사 경영관리 104,200 105,000 △800

청사 및 부속시설 운영관리 104,200 105,000 △800

201 일반운영비 104,200 105,000 △800

01 사무관리비 7,200 8,000 △800

◎청사관리용 물품구입 및 수선 7,200 8,000 △800

행정운영경비(감자연구소) 196,654 200,009 △3,355

기본경비 24,295 27,650 △3,355

부서운영 기본경비 17,395 20,750 △3,355

201 일반운영비 8,213 10,142 △1,929

01 사무관리비 7,713 9,642 △1,929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7,713 9,642 △1,929

202 여비 5,702 7,128 △1,426

01 국내여비 5,702 7,128 △1,426

◎부서운영 국내여비 5,702 7,128 △1,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