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미래농업교육원
정책:전문농업인 육성
단위:농업교육지원 및 청사운영관리

미래농업교육원

1,888,187 1,981,936 △93,749

43,500 △50

1,938,436 △93,699

국             43,450

도          1,844,737

전문농업인 육성

767,455 854,405 △86,950

43,500 △50

810,905 △86,900

국             43,450

도            724,005

농업교육지원 및 청사운영관리

347,473 381,929 △34,456

28,450 0

353,479 △34,456

국             28,450

도            319,023

농업인교육지원 43,179 58,025 △14,846

201 일반운영비 32,315 46,825 △14,510

01  사무관리비 46,825 △14,51032,315

  ◎정보화교육 장비유지보수 △5501,450 2,000

  ◎교육지원 후생복지용품 △4,50010,500 15,000

  ◎교육지원 필수용품 △2,7976,528 9,325

  ◎교육운영 소모품구입 △2,9637,037 10,000

  ◎교육계획서 및 팜플렛제작 △2,4004,600 7,000

  ◎교육운영 도서구입 △1,3002,200 3,500

202 여비 1,764 2,100 △336

01  국내여비 2,100 △3361,764

  ◎농업인 교육 지원추진 △3361,764 2,100

구내식당운영 55,870 57,030 △1,160

202 여비 290 1,450 △1,160

01  국내여비 1,450 △1,160290

  ◎구내식당 업무추진 △1,160290 1,450

청사운영관리 169,825 180,040 △10,215

201 일반운영비 110,588 115,500 △4,912

01  사무관리비 7,300 △5846,716

  ◎통신케이블 유지보수계약 △1841,616 1,800

  ◎무인경비용역료 △3003,200 3,500

  ◎보일러 수리유지 △1001,900 2,000

02  공공운영비 108,200 △4,328103,872

  ◎전용회선사용료 △4663,734 4,200

  ◎보일러(냉난방)유류 △1,82252,178 54,000

  ◎공공요금 및 제세 △2,04047,960 50,000

202 여비 400 2,000 △1,600

01  국내여비 2,000 △1,600400

  ◎청사운영 업무추진 △1,600400 2,000

206 재료비 600 1,000 △400

01  재료비 1,000 △400600

  ◎청사 정원관리 △400600 1,000

307 민간이전 34,237 37,540 △3,303

05  민간위탁금 37,540 △3,3033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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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미래농업교육원
정책:전문농업인 육성
단위:농업교육지원 및 청사운영관리

  ◎청소용역 △3,30332,137 35,440

차량및장비관리 20,060 27,500 △7,440

201 일반운영비 19,760 26,000 △6,240

02  공공운영비 26,000 △6,24019,760

  ◎관용차량 유지관리(6대) △5,76018,240 24,000

  ◎교육장비 유지관리(2대) △4801,520 2,000

202 여비 300 1,500 △1,200

01  국내여비 1,500 △1,200300

  ◎차량 및 장비관리 업무추진 △1,200300 1,500

교육생위생관리 1,639 2,434 △795

201 일반운영비 1,512 1,800 △288

02  공공운영비 1,800 △2881,512

  ◎치료 및 약품구입비 △2881,512 1,800

202 여비 127 634 △507

01  국내여비 634 △507127

  ◎교육생 위생 업무추진 △507127 634

농업분야별 전문성 강화

419,982 472,476 △52,494

15,050 △50

457,426 △52,444

국             15,000

도            404,982

미래농업대학 운영 229,919 254,874 △24,955

201 일반운영비 74,186 89,924 △15,738

01  사무관리비 89,623 △15,70273,921

  ◎교육운영관련 홍보물제작 △4932,410 2,903

  ◎미래농업대학과정교육 교재제작 △1,5077,363 8,870

  ◎교육생 자격시험 대비용교재구입 △4821,768 2,250

  ◎교육 안내책자 제작 △171519 690

  ◎외래강사제수당 △4,94124,129 29,070

  ◎현장실습 교육운영 △2,17010,430 12,600

  ◎교육운영 차량임차 △6122,988 3,600

  ◎자격시험용 실기교육 장비임차 △4052,095 2,500

  ◎교육생급식비 △2,84313,245 16,088

  ◎수료기념품 △5102,490 3,000

  ◎교육생단체복(춘.하)지급 △1,2204,780 6,000

  ◎합숙교육생 침구류 세탁비 △3481,704 2,052

02  공공운영비 301 △36265

  ◎교육생 상해보험료 △36265 301

202 여비 10,880 13,000 △2,120

01  국내여비 7,000 △1,4005,600

  ◎교육생모집 및 현지확인 △3501,650 2,000

  ◎현장실습 대상지선정 △250500 750

  ◎현장실습 및 현지학습지도 △4501,800 2,250

  ◎교육생 사후관리지도 △3501,65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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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미래농업교육원
정책:전문농업인 육성
단위:농업분야별 전문성 강화

03  국외여비 6,000 △7205,280

  ◎교육생 국외연수인솔 △7205,280 6,000

301 일반보상금 144,853 151,950 △7,097

07  민간인국외여비 93,000 △2,38190,619

  ◎교육생 국외연수 △2,38190,619 93,000

10  행사실비보상금 58,950 △4,71654,234

  ◎교육생 주말경비 △3,62248,128 51,750

  ◎교육생 현지견학 △1,0946,106 7,200

농정시책 교육 25,799 30,720 △4,921

201 일반운영비 25,648 30,540 △4,892

01  사무관리비 30,540 △4,89225,648

  ◎농정시책 교육교재 제작 △1,2007,800 9,000

  ◎농정시책교육 외래강사제 수당 △1,80012,265 14,065

  ◎농정시책현지교육 차량임차료 △901,110 1,200

  ◎농정시책 교육생급식 △1,5052,455 3,960

  ◎농정시책 합숙교육생 침구류 세탁 △2972,018 2,315

202 여비 151 180 △29

01  국내여비 180 △29151

  ◎현지 견학교육생 인솔 △29151 180

농업정보화교육 운영 21,455 25,541 △4,086

201 일반운영비 21,455 25,541 △4,086

01  사무관리비 25,541 △4,08621,455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1,31111,499 12,810

  ◎정보화교육 교재구입 △4002,600 3,000

  ◎정보화교육생 침구류 세탁 △6781,545 2,223

  ◎정보화합숙교육 급식 △1,6975,811 7,508

영농기술혁신교육 운영 48,829 58,537 △9,708

201 일반운영비 43,919 52,787 △8,868

01  사무관리비 52,787 △8,86843,919

  ◎영농기술혁신교육 교재제작 △2,90015,403 18,303

  ◎영농기술혁신교육 강사수당 △3,40017,120 20,520

  ◎영농기술혁신교육 교육생 침구류 세탁 △2182,056 2,274

  ◎영농기술혁신교육 현지견학 차량임차료 △50750 800

  ◎영농기술혁신 교육생급식 △2,3008,590 10,890

202 여비 3,990 4,750 △760

01  국내여비 4,750 △7603,990

  ◎영농기술혁신교육 운영추진 △7603,990 4,750

206 재료비 920 1,000 △80

01  재료비 1,000 △80920

  ◎영농기술혁신교육 실습재료구입(40개) △80920 1,000

농업기계교육 훈련 19,104 22,304 △3,200

201 일반운영비 17,404 20,404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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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미래농업교육원
정책:전문농업인 육성
단위:농업분야별 전문성 강화

01  사무관리비 13,773 △2,20411,569

  ◎농기계교육 교재구입 △3992,931 3,330

  ◎농기계교육 강사수당 △4401,990 2,430

  ◎합숙교육침구류 및 피복세탁 △3452,205 2,550

  ◎농기계현지 교육차량 임차료 △80370 450

  ◎농기계교관 정비 피복 △80370 450

  ◎농기계 합숙교육 급식 △8603,703 4,563

02  공공운영비 6,631 △7965,835

  ◎농기계교육용 유류 △1252,006 2,131

  ◎농기계교육용 장비 유지관리 △6313,269 3,900

  ◎농기계정비 실습용 공구구입(3종) △40560 600

202 여비 504 600 △96

01  국내여비 600 △96504

  ◎농기계교육 사업벤치마킹 △96504 600

206 재료비 1,196 1,300 △104

01  재료비 1,300 △1041,196

  ◎농기계교육 실습용재료비 △1041,196 1,300

농업기계교육 훈련(국고)

30,000 30,100 △100

15,050 △50

15,050 △50

국             15,000

도             15,000

301 일반보상금

16,900 17,000 △100

8,500 △50

8,500 △50

국              8,450

도              8,450

12  기타보상금 100 △1000

  ◎교육우수자시상 △1000 100

△50국                  0 50

△50도                  0 50

농기계 순회 기술교육 운영 44,876 50,400 △5,524

201 일반운영비 5,562 6,550 △988

01  사무관리비 5,050 △8084,242

  ◎농기계순회기술 교육교재 제작 △3531,747 2,100

  ◎농기계수리 교육 강사수당 △3101,690 2,000

  ◎농기계 순회수리용 피복 △115485 600

  ◎농기계 수리 차량발전기 유류 △30320 350

02  공공운영비 1,500 △1801,320

  ◎농기계 순회 수리부품함 △1801,320 1,500

202 여비 10,794 12,850 △2,056

01  국내여비 12,850 △2,05610,794

  ◎농기계 순회 기술교육 운영 △1,6457,805 9,450

  ◎농기계 중앙단위 보수특별교육 △4112,989 3,400

206 재료비 27,600 30,000 △2,400

01  재료비 30,000 △2,4002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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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미래농업교육원
정책:전문농업인 육성
단위:농업분야별 전문성 강화

  ◎농기계순회 수리부품(1,500종) △2,40027,600 30,000

301 일반보상금 920 1,000 △80

10  행사실비보상금 1,000 △80920

  ◎농기계교관 연찬회 △80920 1,000

행정운영경비(미래농업교육원) 1,120,732 1,127,531 △6,799

인력운영비 1,068,279 1,069,618 △1,339

공무원 인건비 지원 1,068,279 1,069,618 △1,339

203 업무추진비 6,741 8,080 △1,339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0 △6002,400

  ◎원장 △6002,400 3,00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7393,461

  ◎30인이하 △7393,461 4,200

기본경비 52,453 57,913 △5,460

부서운영 기본경비 19,403 24,863 △5,460

201 일반운영비 11,723 15,263 △3,540

01  사무관리비 13,723 △3,29410,429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3,29410,429 13,723

02  공공운영비 1,540 △2461,294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2461,294 1,540

202 여비 7,680 9,600 △1,920

01  국내여비 9,600 △1,9207,680

  ◎부서운영 국내여비 △1,9207,680 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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