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북부농업시험장
정책:북부지역 농업기술 개발
단위:건강, 기능성 작목 개발

북부농업시험장

554,692 592,200 △37,508

73,600 0

518,600 △37,508

균             73,600

도            481,092

북부지역 농업기술 개발

452,669 476,990 △24,321

73,600 0

403,390 △24,321

균             73,600

도            379,069

건강, 기능성 작목 개발 112,925 122,628 △9,703

가시오갈피 품종 육성 및 품질 차별화 연구 22,812 24,796 △1,984

101 인건비 8,552 9,296 △744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296 △7448,552

  ◎여자보통 △7446,976 7,720

201 일반운영비 920 1,000 △80

01  사무관리비 1,000 △80920

  ◎행정지원 사무용품 등 △80920 1,000

202 여비 2,300 2,500 △200

01  국내여비 2,500 △2002,300

  ◎재배작물 현지조사 및 품질분석 △2002,300 2,500

207 연구개발비 11,040 12,000 △960

03  시험연구비 12,000 △96011,040

  ◎시약, 농자재 등(10종) △96011,040 12,000

건강, 기능성 신작목 개발 28,316 30,716 △2,400

101 인건비 13,596 14,716 △1,120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716 △1,12013,596

  ◎여자보통 △1,12012,096 13,216

201 일반운영비 920 1,000 △80

01  사무관리비 1,000 △80920

  ◎행정지원 사무용품 등 △80920 1,000

202 여비 2,300 2,500 △200

01  국내여비 2,500 △2002,300

  ◎재배작물 현지조사 및 품질분석 △2002,300 2,500

207 연구개발비 11,500 12,500 △1,000

03  시험연구비 12,500 △1,00011,500

  ◎시약, 농자재 등(25종) △1,00011,500 12,500

북부지역적응 작물 신품종 육성 및 우량 종묘 생산 
보급 24,957 27,116 △2,159

101 인건비 13,929 15,129 △1,200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129 △1,20013,929

  ◎여자보통 △1,20012,520 13,720

201 일반운영비 460 500 △40

01  사무관리비 500 △40460

  ◎행정지원 사무용품 등 △40460 500

202 여비 1,368 1,487 △119

01  국내여비 1,487 △1191,368

  ◎재배작물 현지조사 및 종묘분양 △1191,368 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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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북부농업시험장
정책:북부지역 농업기술 개발
단위:건강, 기능성 작목 개발

207 연구개발비 9,200 10,000 △800

03  시험연구비 10,000 △8009,200

  ◎시약, 농자재 등(10종) △8009,200 10,000

시험 연구용 관정 설치 36,840 40,000 △3,160

401 시설비및부대비 36,840 40,000 △3,160

04  시설비 39,568 △3,16036,408

  ◎시험연구용관정(1개소) △3,16036,408 39,568

소득작목 개발 연구

227,874 234,020 △6,146

73,600 0

160,420 △6,146

균             73,600

도            154,274

DMZ 청정 산지자원 활용 신소득 작목 개발 52,614 56,320 △3,706

101 인건비 9,200 10,000 △800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00 △8009,200

  ◎여자보통 △8008,412 9,212

201 일반운영비 1,380 1,500 △120

01  사무관리비 1,500 △1201,380

  ◎행정지원 사무용품 등 △1201,380 1,500

202 여비 2,134 2,320 △186

01  국내여비 2,320 △1862,134

  ◎재배작물 현지조사 및 자원수집 △1862,134 2,320

207 연구개발비 11,500 12,500 △1,000

03  시험연구비 12,500 △1,00011,500

  ◎시약, 농자재 등(25종) △1,00011,500 12,500

405 자산취득비 28,400 30,000 △1,6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 △1,60028,400

  ◎화물차(1대) △1,60028,400 30,000

북부지역 적응 친환경농업기술 개선 28,060 30,500 △2,440

101 인건비 13,800 15,000 △1,200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000 △1,20013,800

  ◎여자보통 △1,20012,576 13,776

201 일반운영비 920 1,000 △80

01  사무관리비 1,000 △80920

  ◎행정지원 사무용품 등 △80920 1,000

202 여비 1,840 2,000 △160

01  국내여비 2,000 △1601,840

  ◎현지농업실태 및 작물생육조사 △1601,840 2,000

207 연구개발비 11,500 12,500 △1,000

03  시험연구비 12,500 △1,00011,500

  ◎시약, 농자재 등(25종) △1,00011,500 12,500

청사 경영관리 111,870 120,342 △8,472

청사운영 59,195 64,342 △5,147

201 일반운영비 59,195 64,342 △5,147

02  공공운영비 64,342 △5,14759,195

- 471 -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북부농업시험장
정책:북부지역 농업기술 개발
단위:청사 경영관리

  ◎청사유류비 등 경영관리비 △5,14759,195 64,342

관용차량 운영 5,520 6,000 △480

201 일반운영비 5,520 6,000 △480

02  공공운영비 6,000 △4805,520

  ◎차량유류비 등 운영관리 △4805,520 6,000

청사 기능 보강 47,155 50,000 △2,845

401 시설비및부대비 47,155 50,000 △2,845

04  시설비 50,000 △2,84547,155

  ◎화장실 리모델링 △2,84547,155 50,000

행정운영경비(북부농업시험장) 102,023 115,210 △13,187

인력운영비 84,108 94,988 △10,880

북부농업시험연구 34,048 44,928 △10,880

101 인건비 34,048 44,928 △10,880

09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4,928 △10,88034,048

  ◎단순노무원 △10,8809,589 20,469

    ○법정부담금(4대보험료) △10,8809,589 20,469

기본경비 17,915 20,222 △2,307

부서운영 기본경비 12,115 14,422 △2,307

201 일반운영비 6,672 7,942 △1,270

01  사무관리비 6,642 △1,0625,580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0625,580 6,642

02  공공운영비 1,300 △2081,092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2081,092 1,300

202 여비 5,443 6,480 △1,037

01  국내여비 6,480 △1,0375,443

  ◎부서운영 기본여비 △1,0375,443 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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