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10년도 본예산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전체

부서: 기업지원과
정책: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단위: 농공단지 관리(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기업지원과 96,000 126,000 △30,000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96,000 126,000 △30,000

농공단지 관리(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38,000 77,100 △39,100

농공단지 관리 38,000 47,293 △9,293

101 인건비 3,600 4,800 △1,2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600 4,800 △1,200

  ○ 농공단지 주변 환경정비 인부임
                3,600       50,000원*2명*3일*12월

201 일반운영비 16,800 26,093 △9,293

01 사무관리비 9,400 16,600 △7,200

  ○ 일반운영비                 9,400

    ― 농공단지 운영 일반수용비
                2,400

    ― 대체입주기업 부지가격 결정 감정수수료
                1,200

    ― 농공단지 정화조 위탁관리비
                3,000

    ―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제품 홍보책자 제
       작                 2,000

    ― 프린터 토너 및 드럼구입                   800

         200,000원*12월

         600,000원*2회

         250,000원*12월

         2,000원*1,000부

  400,000원*2개

02 공공운영비 6,400 7,843 △1,443

  ○ 공공요금및제세                 6,400

    ― 농공단지전기요금                 3,600

    ― 농공단지 홍보물 우송 우편료
                1,500

    ― 부동산압류(말소) 대법원 증지
                  300

    ― 정화조 청소                 1,000

  300,000원*12월

         3,000원*500부

         30,000원*10건

  500,000원*2회

03 행사운영비 1,000 1,650 △650

  ○ 농공단지생산제품 전시회 운영                 1,000

    ― 안내 팜플렛 등 홍보물 제작
                1,000         1,000,000원*1회

202 여비 3,600 2,400 1,200

01 국내여비 3,600 2,400 1,200

  ○ 농공단지 투자유치 관외여비
                1,200

  ○ 농공단지 관리 관내여비
                2,400

       50,000원*2명*2일*6회

       20,000원*2명*5일*12월

206 재료비 2,000 1,900 100

01 재료비 2,000 1,900 100

  ○ 농공단지 환경정비 재료비                 2,000

    ― 연막소독기 및 상수도 방역약품
                1,000         1,000,000원*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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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기업지원과
정책: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단위: 농공단지 관리(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제초제                   600

    ― 조경수 비료                   400

  30,000원*5병*4회

  8,000원*50포

301 일반보상금 4,000 8,100 △4,100

10 행사실비보상금 4,000 8,100 △4,100

  ○ 농공단지 입주업체 간담회
                1,000

  ○ 농공단지협의회 선진지 견학
                3,000

       10,000원*20명*5회

       150,000원*10명*2회

405 자산취득비 8,000 4,000 4,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8,000 4,000 4,000

  ○ 농공단지 관리사 물품 구입                 8,000

    ― 전산장비(컴퓨터, 프린터,fax) 구입
                3,000

    ― 복사기 구입                 4,000

    ― T.V구입                 1,000

         3,000,000원*1식

  4,000,000원*1식

  1,000,000원*1식

농공단지 환경정비(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58,000 48,900 9,100

쾌적한 환경정비 58,000 48,900 9,1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8,000 48,900 9,100

01 시설비 58,000 48,900 9,100

  ○ 농공단지 폐기물 처리 및 노후환경 정비
               50,000

  ○ 농공단지 공업용 지하수 영향조사
                8,000

       50,000,000원*1식

       8,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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