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08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부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정책: 농산물도매시장 효율적 운영
단위: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단위:천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512,976 505,951 7,025

농산물도매시장 효율적 운영 486,898 479,219 7,679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443,634 433,759 9,875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물관리 377,992 360,824 17,168

201 일반운영비 251,846 243,384 8,462

17,042 △1,70415,33801  사무관리비

△1,70415,338 17,042  ○1 일반수용비

△1090 100경정 90,000원    ▷보일러 정기검사

 △1,464 1,736  3,200  경정 1,736,000원

    ▷시설물안전점검대행(상.하반기)

△106954 1,060경정 954,000원    ▷전기수전설비 정기검사

△12412,308 12,432경정 12,308,000원    ▷전기안전관리 대행

226,342 10,166236,50802  공공운영비

△11,345162,105 173,450  ○1 공공요금 및 제세

 △6,000 114,000  120,000  경정 114,000,000원

    ▷전기요금(일반용-본관용, 옥외조명등)

 △600 5,400  6,000  경정 5,400,000원

    ▷전기요금(농사용-저온저장고)

△3,60032,400 36,000경정 32,400,000원    ▷상하수도 요금

 △10 90  100  경정 90,000원

    ▷소방안전협회비(방화, 위험물안전관리

      자)

 △85 765  850  경정 765,000원

    ▷가스사고 배상책임 및 보험료

 △1,050 7,950  9,000  경정 7,950,000원

    ▷부가가치세 납부(시설사용료)

19,18555,337 36,152  ○2 연료비

19,20055,200 36,000경정 55,200,000원    ▷도시가스 요금

△15137 152경정 137,000원    ▷제초작업용 유류

△1,37412,366 13,740  ○3 시설장비유지비

△2402,160 2,400경정 2,160,000원    ▷소방시설 유지보수

 △350 3,150  3,500  경정 3,150,000원

    ▷차량관제시스템보수(정문차단기)

 △200 1,800  2,000  경정 1,800,000원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1201,080 1,200경정 1,080,000원    ▷전기시설 유지관리

△1401,260 1,400경정 1,260,000원    ▷모터펌프 유지관리

△1441,296 1,440경정 1,296,000원    ▷발전기 유지관리

 △60 540  600  경정 540,000원

    ▷도매시장 관리기계 유지보수(제초기외

      2종)

 △120 1,080  1,200  경정 1,080,000원

    ▷공조설비 및 냉난방기 유지관리

3,7006,700 3,000  ○3 시설장비유지비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부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정책: 농산물도매시장 효율적 운영
단위: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단위:천원)

 △300 2,700  3,000  경정 2,700,000원

    ▷공조기 컨트롤 회로 정비

 4,000 4,000  0  4,000,000원*1식

    ▷방송시설 장비 및 회로 정비 보수

206 재료비 1,746 1,940 △194

1,940 △1941,74601  재료비

 △100 900  1,000  경정 900,000원

  ○일반기계및 보일러(오일외 9종)

 △84 756  840  경정 756,000원

  ○전기재료(메탈할라이트외 3종)

△1090 100경정 90,000원  ○공구(햄머드릴외 1종)

401 시설비및부대비 124,400 115,500 8,900

115,500 8,900124,40004  시설비

 △8,100 72,900  81,000  경정 72,900,000원

  ○중도매인점포 수도 및 하수시설 설치

 △100 9,900  10,000  경정 9,900,000원

  ○도매시장 야외 헬스기구 설치

△5009,500 10,000경정 9,500,000원  ○저온저장고 출입문 교체

 △400 3,600  4,000  경정 3,600,000원

  ○경매장 오버헤드 도어 정비

 △1,300 4,700  6,000  경정 4,700,000원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및 적치장 전등시설

    설치

 △500 1,000  1,500  경정 1,000,000원

  ○경매장 배관 점검실 환기시설 설치

 △200 2,800  3,000  경정 2,800,000원

  ○공중화장실(11개소) 에어타월 설치

 20,000 20,000  0  20,000,000원*1식

  ○경매장(6,271㎡) 바닥 에폭시 보수 공사

농산물도매시장 환경개선 65,642 72,935 △7,293

201 일반운영비 63,833 70,925 △7,092

580 △5852201  사무관리비

△58522 580  ○1 일반수용비

△50450 500경정 450,000원    ▷쓰레기종량제봉투

 △8 72  80  경정 72,000원

    ▷급수설비(옥내급수관) 수질검사

70,345 △7,03463,31102  공공운영비

△1,85416,691 18,545  ○1 공공요금 및 제세

△3002,700 3,000경정 2,700,000원    ▷정화조 청소

△1,1216,079 7,200경정 6,079,000원    ▷정화조 관리대행용역

△4333,902 4,335경정 3,902,000원    ▷저수조 청소

△5,18046,620 51,800  ○3 시설장비유지비

 △4,000 36,000  40,000  경정 36,000,000원

    ▷도매시장 환경정리 청소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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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정책: 농산물도매시장 효율적 운영
단위: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단위:천원)

 △1,180 3,820  5,000  경정 3,820,000원

    ▷정화조기계실 폭기브로워교체

206 재료비 1,809 2,010 △201

2,010 △2011,80901  재료비

△2011,809 2,010경정 1,809,000원  ○조경수 유기질비료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43,264 45,460 △2,196

유통정보화 42,130 44,200 △2,070

201 일반운영비 28,294 29,660 △1,366

16,700 △7016,63001  사무관리비

△70630 700  ○1 일반수용비

△1090 100경정 90,000원    ▷상거래질서 현수막 제작

 △60 540  600  경정 540,000원

    ▷농산물도매시장 홍보팜프렛

12,960 △1,29611,66402  공공운영비

△8963,064 3,960  ○1 공공요금 및 제세

 △896 3,064  3,960  경정 3,064,000원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유통정보망)

△4008,600 9,000  ○3 시설장비 유지비

△4008,600 9,000경정 8,600,000원    ▷유통정보망 유지보수

202 여비 4,536 5,040 △504

5,040 △5044,53601  국내여비

 △504 4,536  5,040  경정 4,536,000원

  ○농산물 출하유치 홍보여비

301 일반보상금 1,800 2,000 △200

2,000 △2001,80010  행사실비보상금

 △200 1,800  2,000  경정 1,800,000원

  ○도매시장 유통종사자교육여비

관리운영위원회 운영 1,134 1,260 △126

201 일반운영비 1,134 1,260 △126

1,260 △1261,13401  사무관리비

 △126 1,134  1,260  경정 1,134,000원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위원회 참석수

    당

행정운영경비 26,078 26,732 △654

기본경비(농산물도매시장) 7,546 8,200 △654

기본경비(농산물도매시장) 7,546 8,200 △654

201 일반운영비 3,978 4,380 △402

3,960 △3603,60001  사무관리비

△3603,240 3,600  ○1 일반수용비

 △360 3,240  3,600  경정 3,240,000원

    ▷부서운영수용비(복사용지외10종)

420 △4237802  공공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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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정책: 행정운영경비
단위: 기본경비(농산물도매시장) (단위:천원)

△42378 420경정 378,000원  ○우편요금

202 여비 2,268 2,520 △252

2,520 △2522,26801  국내여비

△2522,268 2,520경정 2,268,000원  ○기본업무수행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