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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천원)

회계연도 : 2010년
예산구분 : 추경 4 회
부 서 : 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
회 계 명 : 일반회계

세 출 예 산 내 역 서

총 계 56,793,470 57,410,794 △617,324

농업정책과 56,793,470 57,410,794 △617,324

농가 소득 안정 4,817,131 5,110,761 △293,630

농업인 삶의 질 향상 1,110,615 1,404,245 △293,630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608,000 840,000 △232,000

301 일반보상금 608,000 840,000 △232,000

608,000 840,000 △232,00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357명)

△232,000

△232,000경정 608,000,000 - 기정 840,000,000원 =

[국 △116,000][국 경정 304,000 기정 420,000]

[도 △34,800][도 경정 91,200 기정 126,000]

[군 △81,200][군 경정 212,800 기정 294,000]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449,615 511,245 △61,630

301 일반보상금 449,615 511,245 △61,630

449,615 511,245 △61,630 02 장학금및학자금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556명)

△61,630

△61,630경정 449,615,000 - 기정 511,245,000원 =

[분 △11,709][분 경정 85,427 기정 97,136]

[도 △13,559][도 경정 98,915 기정 112,474]

[군 △36,362][군 경정 265,273 기정 30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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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농업정책과
정 책 : 농업생산유통인프라구축
단 위 : 직불금지원

농업생산유통인프라구축 38,569,609 38,166,380 403,229

직불금지원 5,094,438 5,094,438 0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 4,233,413 4,233,413 0

202 여비 12,560 29,220 △16,660

12,560 29,220 △16,660 01 국내여비

○쌀소득 직불제 추진여비(13개소)

△16,660

△16,660경정 12,560,000 - 기정 29,220,000원 =

[국 △16,660][국 경정 12,560 기정 29,220]

301 일반보상금 4,220,853 4,204,193 16,660

4,220,853 4,204,193 16,660 12 기타보상금

○쌀소득 직불제 추진여비(목변경)

16,660

16,660=

[국 16,660]

농토배양사업 3,178,247 2,778,247 400,000

상토지원 800,000 400,000 400,000

402 민간자본이전 800,000 400,000 400,000

800,000 400,000 400,000 01 민간자본보조

○상토지원

400,000

400,00080,000 * 5,000ha =

농산물 가공 유통 1,214,000 1,214,000 0

향토산업육성사업 1,014,000 1,014,000 0

402 민간자본이전 774,000 774,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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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농업정책과
정 책 : 농업생산유통인프라구축
단 위 : 농산물 가공 유통

774,000 774,000 0 01 민간자본보조

○천혜잠업문화마을기반 조성

○잠업문화센터

○아토피 아로마테라피센터 설치

0

△355,000경정 0 - 기정 355,000,000원 =

[광 △170,000][광 경정 0 기정 170,000]

[도 △47,000][도 경정 0 기정 47,000]

[군 △138,000][군 경정 0 기정 138,000]

85,200경정 282,200,000 - 기정 197,000,000원 =

[광 70,500][광 경정 218,000 기정 147,500]

[도 4,800][도 경정 14,700 기정 9,900]

[군 9,900][군 경정 49,500 기정 39,600]

269,800경정 466,800,000 - 기정 197,000,000원 =

[광 99,500][광 경정 247,000 기정 147,500]

[도 42,200][도 경정 52,100 기정 9,900]

[군 128,100][군 경정 167,700 기정 39,600]

원예특작 기반조성 18,766,801 18,763,572 3,229

FTA 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61,300 61,000 300

202 여비 1,300 1,000 300

1,300 1,000 300 01 국내여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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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농업정책과
정 책 : 농업생산유통인프라구축
단 위 : 원예특작 기반조성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추진 여비

300경정 1,300,000 - 기정 1,000,000원 =

[기 300][기 경정 1,300 기정 1,000]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5,552 2,623 2,929

402 민간자본이전 5,552 2,623 2,929

5,552 2,623 2,929 01 민간자본보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11ha)

2,929

2,929경정 5,552,000 - 기정 2,623,000원 =

[도 1,172][도 경정 2,221 기정 1,049]

[군 1,757][군 경정 3,331 기정 1,574]

시설원예품질개선 6,220,900 6,220,900 0

402 민간자본이전 6,220,900 6,220,900 0

6,220,900 6,220,900 0 01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2010)(2.2ha)

0

0경정 2,171,000,000 - 기정 2,171,000,000원 =

[기 0][기 경정 976,000 기정 976,000]

[도 3,800][도 경정 151,200 기정 147,400]

[군 △3,800][군 경정 1,043,800 기정 1,047,600]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조성 387,553 387,553 0

301 일반보상금 69,998 0 69,998

69,998 0 69,998 12 기타보상금 69,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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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농업정책과
정 책 : 농업생산유통인프라구축
단 위 : 원예특작 기반조성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목변경) 69,998=

[도 27,999]

[군 41,999]

402 민간자본이전 317,555 387,553 △69,998

317,555 387,553 △69,998 01 민간자본보조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123ha)

△69,998

△69,998경정 317,555,000 - 기정 387,553,000원 =

[도 △27,999][도 경정 140,001 기정 168,000]

[군 △41,999][군 경정 177,554 기정 219,553]

축산 경쟁력 강화 6,043,906 5,824,829 219,077

축산경쟁력강화 4,429,724 4,373,931 55,793

한우산업육성지원 360,100 326,080 34,020

307 민간이전 218,000 183,980 34,020

218,000 183,980 34,020 02 민간경상보조

○한우인공수정 시술료

34,020

34,020경정 121,500,000 - 기정 87,480,000원 =

송아지생산안정제 25,450 21,840 3,610

307 민간이전 25,450 21,840 3,610

25,450 21,840 3,610 02 민간경상보조

○송아지생산안정제(2,545두)

3,610

3,610경정 25,450,000 - 기정 21,8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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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농업정책과
정 책 : 축산 경쟁력 강화
단 위 : 축산경쟁력강화

[도 1,083][도 경정 7,635 기정 6,552]

[군 2,527][군 경정 17,815 기정 15,288]

조사료생산 종자대 지원 60,115 41,952 18,163

301 일반보상금 60,115 0 60,115

60,115 0 60,115 12 기타보상금

○조사료생산 종자대 지원(874ha)(목변경)

60,115

60,115=

[기 60,115]

307 민간이전 0 41,952 △41,952

0 41,952 △41,952 02 민간경상보조

○조사료생산 종자대 지원(874ha)(목변경)

△41,952

△41,952경정 0 - 기정 41,952,000원 =

[기 △41,952][기 경정 0 기정 41,952]

가축 방역 활동 1,614,182 1,450,898 163,284

축산농가 가축예방 약품 지원 52,390 44,000 8,390

307 민간이전 52,390 44,000 8,390

52,390 44,000 8,390 02 민간경상보조

○거래가축 소부루셀라 혈청검사 채혈

8,390

8,390경정 28,390,000 - 기정 20,000,000원 =

축사 출입구 자외선소독실 설치지원 0 5,250 △5,250

402 민간자본이전 0 5,250 △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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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농업정책과
정 책 : 축산 경쟁력 강화
단 위 : 가축 방역 활동

0 5,250 △5,250 01 민간자본보조

○축사 출입구 자외선소독실 설치지원(3호)

△5,250

△5,250경정 0 - 기정 5,250,000원 =

[도 △903][도 경정 0 기정 903]

[군 △4,347][군 경정 0 기정 4,347]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80,280 57,680 22,600

307 민간이전 80,280 57,680 22,600

80,280 57,680 22,600 02 민간경상보조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66,900두)

22,600

22,600경정 80,280,000 - 기정 57,680,000원 =

[국 0][국 경정 40,140 기정 40,140]

[도 0][도 경정 7,540 기정 7,540]

[군 22,600][군 경정 32,600 기정 10,000]

구제역 발생 긴급 공동방제단 운영비 130,756 27,794 102,962

307 민간이전 130,756 27,794 102,962

130,756 27,794 102,962 02 민간경상보조

○구제역 발생 긴급 공동방제단 운영비

102,962

102,962경정 130,756,000 - 기정 27,794,000원 =

[국 49,718][국 경정 65,378 기정 15,660]

[도 14,915][도 경정 19,613 기정 4,698]

[군 38,329][군 경정 45,765 기정 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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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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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천원)
정 책 : 축산 경쟁력 강화
단 위 : 가축 방역 활동

구제역 발생 긴급 공동방제단 재료 구입 39,106 4,524 34,582

206 재료비 39,106 4,524 34,582

39,106 4,524 34,582 01 재료비

○구제역 발생 긴급 공동방제단 재료 구입

34,582

34,582경정 39,106,000 - 기정 4,524,000원 =

[국 16,073][국 경정 19,553 기정 3,480]

[도 4,822][도 경정 5,866 기정 1,044]

[군 13,687][군 경정 13,687 기정 0]

농업유통인프라구축 2,428,666 2,453,666 △25,000

농산물 판매 촉진 1,236,970 1,237,970 △1,000

농산물 고정고객 확보사업 4,000 5,000 △1,000

307 민간이전 4,000 5,000 △1,000

4,000 5,000 △1,000 02 민간경상보조

○그린투어리즘 고정고객 확보사업

△1,000

△1,000경정 4,000,000 - 기정 5,000,000원 =

[도 △500][도 경정 2,000 기정 2,500]

[군 △500][군 경정 2,000 기정 2,500]

농식품수출지원 252,500 276,500 △24,000

수출진흥 245,000 269,000 △24,000

402 민간자본이전 245,000 269,000 △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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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 농업정책과
정 책 : 농업유통인프라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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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천원)단 위 : 농식품수출지원

245,000 269,000 △24,000 01 민간자본보조

○수출농가육성 건토마토 제작기계 구입비 지원

△24,000

△24,000경정 0 - 기정 24,000,000원 =

핵심인력육성 4,520,220 5,441,220 △921,000

귀농자 지원 4,123,800 5,044,800 △921,000

농어촌뉴타운 조성 4,123,800 5,044,800 △921,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123,800 5,044,800 △921,000

3,625,000 4,447,000 △822,000 01 시설비

○농어촌 뉴타운 조성 공사

401,000 500,000 △99,000 02 감리비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건설사업 관리

△822,000

△822,000경정 2,845,000,000 - 기정 3,667,000,000원 =

[국 △822,000][국 경정 2,845,000 기정 3,667,000]

△99,000

△99,000경정 401,000,000 - 기정 500,000,000원 =

[국 △99,000][국 경정 0 기정 99,000]

[군 0][군 경정 401,000 기정 4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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