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내 역 서

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회계연도 : 2008년
예산구분 : 추경 2 회
부 서 : 산림소득과
회 계 명 : 일반회계

총 계 20,037,130 18,018,422 2,018,708

산림소득과 20,037,130 18,018,422 2,018,708

산림 자원화 13,857,079 13,442,584 414,495

도시숲 조성사업 3,616,861 3,067,337 549,524

도시숲조성(균특) 409,944 410,012 △68

101 인건비 13,944 14,012 △68

13,944 14,012 △68 △68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8

○도시녹지관리원(1명)

경정 13,944,000 - 기정 14,012,000원=

[균 △47][균 경정 9,821 기정 9,868]

[군 △21][군 경정 4,123 기정 4,144]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 1,211,565 1,157,985 53,580

401 시설비및부대비 1,211,565 1,157,985 53,580

1,158,565 1,104,985 53,580 53,58004 시설비

19,000○화순읍 계소리 1구 마을 쉼터 조성(600㎡) =

20,000○남면 수변공원 느티나무 식재 =

114,580○나무은행 설치 사업(300주) =

[도 14,580]

[군 100,000]

△100,000

○헌수목 이식비(500주)

경정 0 - 기정 100,000,000원=

도시숲 조성 20,000 17,00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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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산림소득과
정 책 : 산림 자원화
단 위 : 도시숲 조성사업

201 일반운영비 3,000 0 3,000

3,000 0 3,000 3,00003 행사운영비

3,000○생명의 숲 전국 행사 =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 157,482 135,180 22,302

401 시설비및부대비 157,482 135,180 22,302



157,482 135,180 22,302 22,30204 시설비

22,302○가로수 이식(227주) =

하천숲 470,710 0 470,710

401 시설비및부대비 470,710 0 470,710

470,710 0 470,710 470,71004 시설비

470,710○내남천 하천숲 조성(5.1km) =

조림사업 2,067,370 2,113,399 △46,029

공익 조림 1,344,189 1,345,942 △1,753

401 시설비및부대비 1,224,189 1,225,942 △1,753

1,220,623 1,223,417 △2,794 △2,79404 시설비

 3,227

○유휴토지조림(35ha)

경정 107,709,000 - 기정 104,482,000원=

[국 2,990][국 경정 76,124 기정 73,134]

[도 △7][도 경정 6,266 기정 6,273]

[군 244][군 경정 25,319 기정 25,075]

△6,021

○비료주기(10ha)

경정 2,091,000 - 기정 8,1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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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산림소득과
정 책 : 산림 자원화
단 위 : 조림사업

3,566 2,525 1,041

[국 △4,692][국 경정 1,626 기정 6,318]

[도 △399][도 경정 139 기정 538]

[군 △930][군 경정 326 기정 1,256]

1,04106 시설부대비

1,041○유휴토지조림(35ha) =

[도 260]

[군 781]

조림 695,751 740,027 △44,276

401 시설비및부대비 233,832 256,806 △22,974

190,283 213,255 △22,972 △22,97204 시설비

△9,035

○생태보완조림(54ha)

경정 30,369,000 - 기정 39,404,000원=

[국 △7,335][국 경정 19,734 기정 27,069]

[도 △510][도 경정 3,199 기정 3,709]

[군 △1,190][군 경정 7,436 기정 8,626]

△13,937

○큰나무조림(25ha)

경정 159,914,000 - 기정 173,851,000원=

[국 △6,968][국 경정 81,117 기정 88,085]



14,184 14,186 △2

[도 △2,091][도 경정 23,755 기정 25,846]

[군 △4,878][군 경정 55,042 기정 59,920]

△205 감리비

△2

○조림지 감리비

경정 14,184,000 - 기정 14,18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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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산림소득과
정 책 : 산림 자원화
단 위 : 조림사업

[도 △2][도 경정 1,268 기정 1,270]

402 민간자본이전 457,129 478,431 △21,302

457,129 478,431 △21,302 △21,30201 민간자본보조

 9,073

○장기수조림(233ha)

경정 374,129,000 - 기정 365,056,000원=

[국 8,034][국 경정 234,837 기정 226,803]

[도 △1,618][도 경정 40,151 기정 41,769]

[군 2,657][군 경정 99,141 기정 96,484]

△30,375

○벌채운재로시설 지원(75ha)

경정 0 - 기정 30,375,000원=

[국 △23,625][국 경정 0 기정 23,625]

[도 △2,025][도 경정 0 기정 2,025]

[군 △4,725][군 경정 0 기정 4,725]

육림사업 6,722,192 6,866,192 △144,000

숲가꾸기사업 6,705,192 6,849,192 △144,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277,650 6,421,650 △144,000

5,641,752 5,785,752 △144,000 △144,00004 시설비

△144,000

○일반정책 숲가꾸기(1,370ha)

경정 1,501,783,000 - 기정 1,645,783,000원=

[국 △80,000][국 경정 836,042 기정 916,042]

[도 △19,200][도 경정 187,215 기정 206,415]

[군 △44,800][군 경정 478,526 기정 523,326]

4/8

(단위:천원)

부 서 : 산림소득과
정 책 : 산림 자원화
단 위 : 명산가꾸기



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명산가꾸기 364,600 359,600 5,000

등산로 정비 5,000 0 5,000

201 일반운영비 5,000 0 5,000

5,000 0 5,000 5,00001 사무관리비

5,000○등산로 홍보용 리플렛 제작(20,000부) =

자연휴양림 관리 751,056 701,056 50,000

휴양림 시설보완 272,980 222,980 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72,980 222,980 50,000

272,980 222,980 50,000 50,00004 시설비

50,000○만연산 산림욕장 수목식재 및 보완 =

임업 경쟁력 강화 3,740,087 2,179,537 1,560,550

산림소득증대 3,740,087 2,179,537 1,560,550

산림소득생산기반조성 2,274,811 864,261 1,410,550

401 시설비및부대비 670,000 320,000 350,000

350,000 0 350,000

300,000 317,760 △17,760

350,00003 토지매입비

350,000○목재체험장 조성 토지 매입(35,000㎡) =

△17,76004 시설비

△17,760

○산약초재배단지조성(16ha)

경정 300,000,000 - 기정 317,760,000원=

[도 △3,552][도 경정 60,000 기정 63,552]

[군 △14,208][군 경정 240,000 기정 25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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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부 서 : 산림소득과
정 책 : 임업 경쟁력 강화
단 위 : 산림소득증대

20,000 2,240 17,760 17,76006 시설부대비

 17,760

○산약초재배단지조성(16ha)

경정 20,000,000 - 기정 2,240,000원=

[도 3,552][도 경정 4,000 기정 448]

[군 14,208][군 경정 16,000 기정 1,792]

402 민간자본이전 1,590,868 530,318 1,060,550

1,590,868 530,318 1,060,550 1,060,55001 민간자본보조

200,000○톱밥 표고배지 시설(1개소) =

[국 100,000]

[군 100,000]

735,000○산지약용 식물단지 조성(17.8ha) =



[국 490,000]

[군 245,000]

125,550○펠릿보일러 시범사업(31대) =

[도 69,750]

[군 55,800]

고려인삼시배지 복원 조성 150,000 0 150,000

201 일반운영비 150,000 0 150,000

150,000 0 150,000 150,00003 행사운영비

150,000○고려인삼시원지 학술 포럼 개최 =

산림 재해방지 2,303,644 2,275,510 28,134

산림병해충 방제 625,910 597,776 2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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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부 서 : 산림소득과
정 책 : 산림 재해방지
단 위 :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병해충 방제 332,977 325,416 7,561

401 시설비및부대비 315,022 307,461 7,561

307,372 302,311 5,061

7,650 5,150 2,500

5,06104 시설비

 5,061

○솔껍질깍지벌레나무주사(280ha)

경정 188,675,000 - 기정 183,614,000원=

[국 6,044][국 경정 117,443 기정 111,399]

[도 △295][도 경정 21,353 기정 21,648]

[군 △688][군 경정 49,879 기정 50,567]

2,50006 시설부대비

 2,500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280ha)

경정 6,247,000 - 기정 3,747,000원=

[국 1,515][국 경정 3,790 기정 2,275]

[도 279][도 경정 737 기정 458]

[군 706][군 경정 1,720 기정 1,014]

보호수 정비 153,347 132,774 20,573

401 시설비및부대비 153,347 132,774 20,573

153,347 132,774 20,573 20,57304 시설비

 20,573

○보호수정비사업(30본)

경정 119,347,000 - 기정 98,774,000원=

[도 6,172][도 경정 35,804 기정 29,632]

[군 14,401][군 경정 83,543 기정 69,142]

행정운영경비(산림소득과) 136,320 120,791 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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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산림소득과
정 책 : 행정운영경비(산림소득과)
단 위 :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77,800 62,271 15,529

도유림 순산원 63,325 47,796 15,529

101 인건비 63,325 47,796 15,529

63,325 47,796 15,529 15,52909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9,424○기본급 경정 42,299,000 - 기정 22,875,000원=

△1,191○상여금 경정 6,434,000 - 기정 7,625,000원=

△358○가산금 경정 1,930,000 - 기정 2,288,000원=

△258
○시간외 근무수당

경정 1,390,000 - 기정 1,648,000원=

△743○주휴수당 경정 4,015,000 - 기정 4,758,000원=

△1,073○처우개선비 경정 5,790,000 - 기정 6,863,000원=

△272

○연차유급휴가수당

경정 1,467,000 - 기정 1,73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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