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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천원)

회계연도 : 2011년
예산구분 : 추경 3 회
부    서 : 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
회 계 명 : 일반회계

세 출 예 산 내 역 서

총    계 46,351,442 48,419,014 △2,067,572

농업정책과 46,351,442 48,419,014 △2,067,572

농가 소득 안정 2,595,333 2,779,333 △184,000

맞춤형 농정 실현 1,642,088 1,642,088 0

경관보전직불제사업 471,360 471,360 0

301 일반보상금 471,360 471,360 0

471,360 471,360 0 12 기타보상금

  ○경관보전직불제 사업(189ha)

0

0경정 442,684,000원 - 기정 442,684,000원 =

[국           △1][국 경정           309,878 기정           309,879]

[도             0][도 경정            44,269 기정            44,269]

[군             1][군 경정            88,537 기정            88,536]

농업인 삶의 질 향상 953,245 1,137,245 △184,000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424,000 608,000 △184,000

301 일반보상금 424,000 608,000 △184,000

424,000 608,000 △184,00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218명)

△184,000

△184,000경정 424,000,000원 - 기정 608,000,000원 =

[국      △92,000][국 경정           212,000 기정           304,000]

[도      △27,600][도 경정            63,600 기정            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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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농업정책과
정    책 : 농가 소득 안정
단    위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군      △64,400][군 경정           148,400 기정           212,800]

농업생산유통인프라구축 26,677,609 29,123,256 △2,445,647

친환경 농산물 생산 5,870,495 7,722,316 △1,851,821

친환경농산물인증지원농가지원 340,000 340,000 0

201 일반운영비 50,000 0 50,000

50,000 0 50,000 01 사무관리비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잔류농약검사 지원(목변

    경)

50,000

50,000250,000원 * 200건 =

301 일반보상금 290,000 340,000 △50,000

290,000 340,000 △50,000 12 기타보상금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지원(목변경)

△50,000

△50,000경정 290,000,000원 - 기정 340,000,000원 =

친환경 농기계시설 지원 45,350 69,360 △24,010

402 민간자본이전 45,350 69,360 △24,010

45,350 69,360 △24,010 01 민간자본보조

  ○퇴비살포기

  ○농작물 해충 포획기

△24,010

△23,950경정 30,050,000원 - 기정 54,000,000원 =

△60경정 15,300,000원 - 기정 15,360,000원 =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3,310,000 5,110,000 △1,800,000

402 민간자본이전 3,310,000 5,110,000 △1,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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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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 농산물 생산

3,310,000 5,110,000 △1,800,000 01 민간자본보조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2011)

△1,800,000

△1,800,000경정 1,800,000,000원 - 기정 3,600,000,000원 =

[국   △1,000,000][국 경정         1,000,000 기정         2,000,000]

[도     △240,000][도 경정           240,000 기정           480,000]

[군     △560,000][군 경정           560,000 기정         1,120,000]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12,217 41,600 △29,383

201 일반운영비 12,217 41,600 △29,383

12,217 41,600 △29,383 02 공공운영비

  ○유기농 종합보험(104명)

△29,383

△29,383경정 12,217,000원 - 기정 41,600,000원 =

[도       △8,815][도 경정             3,665 기정            12,480]

[군      △20,568][군 경정             8,552 기정            29,120]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8,883 7,311 1,572

201 일반운영비 8,883 7,311 1,572

8,883 7,311 1,572 02 공공운영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572

1,572경정 8,883,000원 - 기정 7,311,000원 =

[도           524][도 경정             2,961 기정             2,437]

[군         1,048][군 경정             5,922 기정             4,874]

쌀 경쟁력 제고 1,591,266 1,590,296 970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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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천원)

부    서 : 농업정책과
정    책 : 농업생산유통인프라구축
단    위 : 쌀 경쟁력 제고

정부양곡 보관창고 관리 여비 2,925 1,955 970

202 여비 2,925 1,955 970

2,925 1,955 970 01 국내여비

  ○정부양곡 보관창고관리 여비

970

970경정 2,925,000원 - 기정 1,955,000원 =

[국           970][국 경정             2,925 기정             1,955]

농토배양사업 3,530,128 3,472,924 57,204

녹비작물종자대지원 695,820 738,616 △42,796

206 재료비 695,820 738,616 △42,796

695,820 738,616 △42,796 01 재료비

  ○2011 녹비작물종자대 지원(2,439ha)

△42,796

△42,796경정 493,084,000원 - 기정 535,880,000원 =

[국      △21,398][국 경정           246,542 기정           267,940]

[군      △21,398][군 경정           246,542 기정           267,940]

상토지원 123,000 23,000 100,000

402 민간자본이전 123,000 23,000 100,000

123,000 23,000 100,000 01 민간자본보조

  ○상토지원사업(5,366ha)

100,000

100,000경정 123,000,000원 - 기정 23,000,000원 =

원예특작 기반조성 8,704,591 9,356,591 △652,000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1,793,067 2,445,067 △6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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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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 민간자본이전 1,793,067 2,445,067 △652,000

1,793,067 2,445,067 △652,000 01 민간자본보조

  ○2011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지열 1.5ha)

△652,000

△652,000경정 540,000,000원 - 기정 1,192,000,000원 =

[국     △489,000][국 경정           405,000 기정           894,000]

[도      △16,300][도 경정            13,500 기정            29,800]

[군     △146,700][군 경정           121,500 기정           268,200]

축산 경쟁력 강화 7,333,227 6,791,152 542,075

축산경쟁력강화 4,864,122 4,357,195 506,927

송아지생산안정사업 31,530 24,990 6,540

307 민간이전 31,530 24,990 6,540

31,530 24,990 6,540 02 민간경상보조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6,540

6,540경정 31,530,000원 - 기정 24,990,000원 =

[도             0][도 경정             7,497 기정             7,497]

[군         6,540][군 경정            24,033 기정            17,493]

축산일반 14,700 10,700 4,000

307 민간이전 11,000 7,000 4,000

11,000 7,000 4,000 05 민간위탁금

  ○유기동물위탁 및 관리비

4,000

4,000경정 11,000,000원 - 기정 7,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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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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산업육성지원 181,494 161,494 20,000

307 민간이전 181,494 161,494 20,000

181,494 161,494 20,000 02 민간경상보조

  ○한우인공수정 시술료

20,000

20,000경정 130,000,000원 - 기정 110,000,000원 =

연결체 조사료제조 및 운송비 지원 1,000,296 1,247,400 △247,104

307 민간이전 1,000,296 1,247,400 △247,104

1,000,296 1,247,400 △247,104 02 민간경상보조

  ○조사료제조 및 운송비 지원(23,100톤)

△247,104

△247,104경정 1,000,296,000원 - 기정 1,247,400,000원 =

[기     △109,824][기 경정           444,576 기정           554,400]

[도       △6,864][도 경정            27,786 기정            34,650]

[군     △130,416][군 경정           527,934 기정           658,350]

연결체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 802,500 352,500 450,000

402 민간자본이전 802,500 352,500 450,000

802,500 352,500 450,000 01 민간자본보조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4세트)

450,000

450,000경정 787,500,000원 - 기정 337,500,000원 =

[기       180,000][기 경정           315,000 기정           135,000]

[도        13,500][도 경정            23,625 기정            10,125]

[군       256,500][군 경정           448,875 기정           19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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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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축산육성기금 311,000 160,000 151,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311,000 160,000 151,000

311,000 160,000 151,000 05 자치단체간부담금

  ○2011 녹색축산육성기금 시군부담금

151,000

151,000경정 311,000,000원 - 기정 160,000,000원 =

쇠고기이력추적제 시군비부담금 22,111 18,154 3,957

308 자치단체등이전 22,111 18,154 3,957

22,111 18,154 3,957 05 자치단체간부담금

  ○쇠고기 이력 추적제 시군비부담금

3,957

3,957경정 18,869,000원 - 기정 14,912,000원 =

조사료생산 종자대 지원 61,566 66,332 △4,766

301 일반보상금 61,566 66,332 △4,766

61,566 66,332 △4,766 12 기타보상금

  ○사료작물 재배 종자대 지원(324ha)

△4,766

△4,766경정 61,566,000원 - 기정 66,332,000원 =

[기       △4,766][기 경정            61,566 기정            66,332]

곤포제조용 비닐대 지원 9,900 6,600 3,300

307 민간이전 9,900 6,600 3,300

9,900 6,600 3,300 02 민간경상보조

  ○곤포 제조용 비닐대 지원(220롤)

3,300

3,300경정 9,900,000원 - 기정 6,6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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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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3,300][기 경정             9,900 기정             6,600]

흑염소 산업육성 120,000 0 120,000

402 민간자본이전 120,000 0 120,000

120,000 0 120,000 01 민간자본보조

  ○2011년 동물복지형 시범농장 조성사업(1개소)

120,000

120,000=

[도        40,000]

[군        80,000]

가축 방역 활동 1,350,397 1,315,249 35,148

축산방역일반 403,034 401,634 1,400

301 일반보상금 1,400 0 1,400

1,400 0 1,400 12 기타보상금

  ○한우암소 탈출 피해보상금(1두)

1,400

1,400=

축산농가 가축예방 약품 지원 61,160 51,160 10,000

307 민간이전 61,160 51,160 10,000

61,160 51,160 10,000 02 민간경상보조

  ○거래가축 소브루셀라 채혈

10,000

10,000경정 40,000,000원 - 기정 30,000,000원 =

구제역 예방접종 26,748 3,000 23,748

301 일반보상금 23,748 0 23,748

23,748 0 23,748 12 기타보상금 2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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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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7,916두) 23,748=

[국        11,874]

[군        11,874]

핵심인력육성 6,424,620 6,404,620 20,000

도농교류 활성화 246,620 226,620 20,000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220,700 200,700 20,000

402 민간자본이전 220,000 200,000 20,000

220,000 200,000 20,000 01 민간자본보조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지원(모산마을)

20,000

20,00020,000,000원 * 1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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