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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영암군이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
활보장
(081)

취약계
층지원
(082)

보육･
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94,662 10,546 12,593 17,864 42,137 7,043 791 3,437 253

국   비 53,018 7,453 5,346 8,124 28,313 3,767 0 15 0

시･도비 12,428 961 1,990 5,429 3,008 855 24 162 0

시･군･구비 29,216 2,132 5,257 4,311 10,816 2,421 767 3,260 25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 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329,813 354,872 356,336 405,788 452,507

사회복지분야(B) 64,686 75,316 78,737 82,936 94,662

사회복지분야비율(B/A) 19.61 21.22 22.1 20.44 20.92

인구수 (C) 58,852 58,137 57,045 55,616 54,731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099 1,295 1,380 1,491 1,730

☞ 2018년도 사회복지비는 전년대비 117억원이 증가한 947억원으로 우리군 세출 결

산액의 20.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는 1,730천원으로 사

회복지 분야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군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영암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454,767

50,239 11.05

민간경상보조 (307-02) 18,154 3.99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557 0.12

민간행사보조 (307-04) 4,347 0.96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0,186 2.24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1,651 2.56

민간자본보조 (402-01) 5,345 1.18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29,813 354,872 356,336 405,788 454,767

지방보조금(민간) 51,511 49,043 59,822 51,705 50,239

비율 15.62 13.82 16.79 12.74 11.05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8년도 지방보조금 편성 현황

민간경상보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국비 도비 군비
총 계 6,396,099 2,416,722 11,409,330

주민복지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4,371 547 0 

주민복지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추가 8,118 1,015 1,562 

주민복지실 부모심리 상담지원 224 48 48 

주민복지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621,299 79,881 186,390 

주민복지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0 11,400 11,400 

주민복지실 장애인거주시설 김장부식비 0 300 300 

주민복지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0 46,231 233,532 

주민복지실 수화통역센터 지원 0 27,200 108,800 

주민복지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 0 9,417 31,526 

주민복지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0 26,500 111,000 

주민복지실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0 7,140 7,140 

주민복지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0 3,470 8,100 

주민복지실 사랑의 김치담그기 0 0 10,000 

주민복지실 어려운 이웃보듬이 지원 0 0 4,000 

주민복지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0 2,520 2,520 

주민복지실 자활사례관리 운영비 0 14,071 14,072 

주민복지실 재향군인회 사랑의 나눔봉사 지원 0 0 3,000 

주민복지실 낭산 김준연선생 기념사업 지원 0 0 35,500 

주민복지실 호국정신함양 기념사업 지원 0 0 4,000 

투자경제과 에너지도우미사업 지원비 0 17,600 17,600 

투자경제과 천연염색 명품체험 운영 0 0 20,000 

투자경제과 투자기업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 0 0 3,400 

투자경제과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0 100,000 60,000 

투자경제과 전남형청년인턴사업 0 112,250 112,250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국비 도비 군비
투자경제과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지원 27,255 1,817 7,268 

투자경제과 사회보험료 지원 1,400 100 500 

투자경제과 대불국가산업단지 고용활성화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 309,050 0 34,339 

투자경제과 전남형 푸른돌 청년상인  프로젝트 0 0 80,000 

투자경제과 고용위기지역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사업 0 0 30,000 

투자경제과 (고용위기지역 실직자 중심 중소기업  중간관리자 양성사업 0 0 10,000 

투자경제과 영암지역 실업극복 및 고용활성화  프로젝트Ⅱ 200,000 0 23,000 

투자경제과 고용위기지역 모니터링사업 50,000 0 0 

투자경제과 조선업 퇴직자 등 가족지원 공부방  놀이방 운영사업 254,513 0 0 

투자경제과 전남 청년마을로 사업 지원 262,422 220,372 0 

투자경제과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 171,220 245,840 0 

투자경제과 전남 청년마을로 사업 지원 0 0 220,372 

투자경제과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 0 0 245,840 

투자경제과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사업 0 50,000 50,000 

투자경제과 전남 동행 일자리 지원 0 230,000 230,000 

투자경제과 청년상인 육성 창업지원 126,000 0 187,500 

투자경제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0 10,500 0 

투자경제과 공용버스터미널 냉난방비 지원 0 0 10,000 

투자경제과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0 0 7,986 

투자경제과 택시 카드단말기 IC카드 교체비 0 0 5,040 

투자경제과 농어촌버스 차량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0 0 40,320 

투자경제과 교통기초질서 및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0 0 7,000 

투자경제과 어린이대상 교통질서운동 전개 0 0 5,000 

총무과 청소년 범죄예방 실천사업 지원 0 0 12,000 

총무과 민주평통 시책사업 0 0 10,000 

총무과 민주평통 자매결연협의회 상호방문 0 0 7,000 

총무과 교통질서 확립 및 범죄업는 고장만들기 0 0 3,000 

총무과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 지원 0 0 5,000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국비 도비 군비
총무과 포순이 봉사단 복장지원 0 0 3,000 

총무과 지역공동체 만들기 활동 지원 0 0 8,000 

총무과 청소년지도 및 교육환경조성 0 0 6,000 

총무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0 8,400 52,128 

문화관광과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조금 0 0 15,000 

문화관광과 서예교육 및 전시회 지원 0 0 37,000 

문화관광과 민속예술단 교육지원 0 0 12,000 

문화관광과 삼호 문화의집 활동지원 0 0 30,000 

문화관광과 찾아가는 전통문화활동 0 0 7,000 

문화관광과 국악교육지원 0 0 3,000 

문화관광과 영암문화유적 스케치 행사 및 도록 제작 0 0 28,000 

문화관광과 제12회 농촌사랑 시화전 0 0 1,000 

문화관광과 영암문학 동인지 발간 지원 0 0 6,000 

문화관광과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25,773 0 25,773 

문화관광과 갈곡 들소리 공개 행사 지원 0 2,050 2,050 

문화관광과 갈곡 들소리 전승보전 0 3,000 3,000 

문화관광과 향교 활용사업 15,000 7,500 7,500 

문화관광과 통합문화이용권사업 134,650 13,060 36,320 

문화관광과 향교 춘추기 석전 대제 0 0 10,000 

문화관광과 전통민속계승지원(도포,삼호2) 0 0 6,000 

문화관광과 성현의 발자취 순례 0 0 8,000 

문화관광과 향토문화 유적유물 보존 홍보 0 0 1,000 

문화관광과 전통향교문화전승보전(기로연) 0 0 4,000 

문화관광과 예절 및 선비문화 창달 지도교육 0 0 3,000 

문화관광과 예절교육 및 선현지 교육 0 0 10,000 

문화관광과 영암 차문화 및 국제 차 대회 참가지원 0 0 40,000 

문화관광과 아천미술관 운영 지원 0 11,000 11,000 

문화관광과 영산미술관 운영 지원 0 11,000 11,000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국비 도비 군비
문화관광과 아천미술관 운영지원 0 0 5,000 

문화관광과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 5,000 0 5,000 

문화관광과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0 0 30,000 

문화관광과 문화학교운영 0 0 30,000 

문화관광과 지역특성화 사회문화예술교육 0 0 20,000 

문화관광과 도선국사 다큐멘터리 제작 0 0 100,000 

문화관광과 도갑사 해탈문 방화관리 용역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 15,700 0 7,160 

문화관광과 삼성당고택 방화관리 용역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 9,400 0 3,600 

문화관광과 작은도서관 육성 사업비 0 0 30,000 

홍보체육과 스포츠클럽 유료시설 지원 0 0 43,100 

홍보체육과 종목별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0 0 30,000 

홍보체육과 체육단체 경기출전 지원 0 0 42,000 

홍보체육과 생활체육 교실 운영 0 0 12,000 

홍보체육과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 0 0 26,400 

홍보체육과 생활체육지도자 초과근무 지원 0 0 13,000 

홍보체육과 생활체육지도자 명절 휴가비 지원 0 0 4,400 

홍보체육과 전남체전 참가 우수선수 발굴 및 훈련비 0 0 100,000 

홍보체육과 전남체전 참가경비 0 0 100,000 

홍보체육과 전남체전 출전선수 육성지원 0 0 42,000 

홍보체육과 전남생활체육대축전 참가 0 0 60,000 

홍보체육과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0 0 12,000 

홍보체육과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0 0 26,000 

홍보체육과 제2회 전남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0 0 5,000 

홍보체육과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30,974 3,981 9,293 

홍보체육과 각종 운동부 동하계 전지훈련 추진 0 0 35,000 

홍보체육과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67,020 0 67,020 

홍보체육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80,424 0 80,424 

여성가족과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 지원 0 24,710 24,710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국비 도비 군비
여성가족과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0 11,000 16,500 

여성가족과 여성단체를 통한 농특산물 판로촉진 0 1,900 2,850 

여성가족과 여성폭력관련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240 120 120 

여성가족과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사업 2,750 0 2,750 

여성가족과 아동안전지도 제작 600 300 300 

여성가족과 새일센터 운영 지원 79,860 39,930 39,930 

여성가족과 새일 여성 인턴 52,800 6,600 6,600 

여성가족과 직업 교육 훈련 71,203 0 0 

여성가족과 새일센터 종사자 활동비 지원 0 7,200 7,200 

여성가족과 외국인근로자 사랑의 중고자전거 보급 0 0 3,000 

환경보전과 주민지원사업(직접지원) 124,060 0 0 

환경보전과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지원사업(성립전제8호) 0 2,000 0 

환경보전과 연안어선 감척사업(해체처리비 등) 173,336 0 43,334 

환경보전과 어선보험료 지원사업 0 1,000 2,333 

친환경농업과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27,114 7,680 17,916 

친환경농업과 농업경영컨설팅지원 3,000 1,000 1,000 

친환경농업과 마을 경관보전직불제활동비지원 15,343 4,603 10,741 

친환경농업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매니저 지원 0 4,266 9,954 

친환경농업과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사업 1,200 216 504 

친환경농업과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85,610 11,007 25,683 

친환경농업과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0 30,000 70,000 

친환경농업과 농업경영인회 영호남자매결연지원 0 0 4,000 

친환경농업과 농업경영인회 으뜸농산물한마당행사 0 0 4,000 

친환경농업과 농업경영인회 전국(도)대회 참가 0 0 4,000 

친환경농업과 농업경영인회 수매 콜써비스 0 0 30,800 

친환경농업과 농가도우미지원사업 0 2,100 14,700 

친환경농업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0 48,620 145,860 

친환경농업과 고품질쌀들녘별경영체지원 45,000 0 36,000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국비 도비 군비
친환경농업과 고구마 재배지(미암지구)  토양개량 사업 0 0 150,000 

친환경농업과 유기단지 논두렁 잔디식재사업 0 10,000 30,000 

친환경농업과 공공비축 톤백 포장재 지원사업 0 0 50,000 

친환경농업과 전통식품 경쟁력강화(특성화)사업 0 16,000 40,000 

친환경농업과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부스비 지원 0 0 10,000 

친환경농업과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92,500 18,500 74,000 

친환경농업과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9,000 1,800 7,200 

친환경농업과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사업 10,000 10,000 0 

친환경농업과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 0 4,000 6,000 

친환경농업과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지원(네트워크) 75,000 9,000 36,000 

친환경농업과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20,000 0 20,00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지원 0 301,211 702,824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지원(보육시설) 0 0 154,000 

친환경농업과 전남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 0 3,000 12,000 

친환경농업과 소비자 초청 농촌체험행사 0 0 25,000 

친환경농업과 농특산물 TV 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지원 0 0 6,500 

친환경농업과 한마음2.5.4농부장터 행사개최 8,318 1,083 2,599 

친환경농업과 꾸러미 포장재 지원 0 0 7,000 

친환경농업과 공동브랜드(월출산기프트) 박스 지원 0 0 195,000 

친환경농업과 공동브랜드(월출산기프트) 박스 테이프  지원 0 0 10,000 

친환경농업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0 0 79,500 

친환경농업과 로컬푸드 생산농산물 순회수집차량 유류비  지원 0 0 10,000 

친환경농업과 수출농산물 물류비지원 0 31,000 141,935 

친환경농업과 수출농산물 물류비지원(17년 군비  미부담액) 0 0 11,667 

친환경농업과 채소 가격안정제 지원사업 0 0 3,406 

친환경농업과 채소가격안정제 지원사업 0 0 23,370 

친환경농업과 무화과 잡초방지용 부직포지원 0 0 42,975 

친환경농업과 무화과총채벌레 병과수매 폐기물 처리비  지원 0 0 50,000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국비 도비 군비
친환경농업과 무화과 동해방지용 부직포지원 0 0 7,025 

친환경농업과 기능성 배 육성사업 0 0 30,000 

친환경농업과 기능성 단감 육성사업 0 0 50,000 

친환경농업과 과수통합마케팅운영지원사업 0 45,000 75,000 

친환경농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13,167 3,950 9,217 

친환경농업과 배 과원정비 지원사업 0 0 60,000 

친환경농업과 과실류(배) 가공용 수매지원 0 0 75,000 

친환경농업과 잎담배 경작농가 농자재지원 0 0 20,000 

축산과 대봉감(말랭이, 곶감) 홍보용 샘플  가공품 제작 지원 0 0 150,000 

축산과 떫은감 가공품 포장용기 지원 0 0 15,000 

축산과 대봉감 미숙과 수매비 지원 0 0 70,000 

축산과 떫은감 염료추출 염색체험 지원 0 0 30,000 

축산과 대봉감 택배비 지원 0 0 35,000 

축산과 대봉감 과원 정비 지원 0 0 150,000 

축산과 한우 등록사업 0 18,592 27,888 

축산과 낙농환경(질병)개선 지원 0 9,000 22,500 

축산과 자동목걸림장치 설치비 지원 0 3,420 13,680 

축산과 한우 품평회 참가지원 0 0 2,500 

축산과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32,382 12,086 28,200 

축산과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 0 3,530 7,210 

축산과 한우 면역증강제 지원 0 0 20,000 

축산과 축산물이력관리 지원(귀표부착비) 48,970 14,691 34,279 

축산과 축산물 홍보 시식회 지원 0 0 28,000 

축산과 축산관련 행사  참가지원(한우,낙농,가금류, 양계) 0 0 4,000 

축산과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참가 지원 0 0 3,000 

축산과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 사업 28,200 0 0 

축산과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1,440,000 288,000 2,592,000 

축산과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175,329 0 0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국비 도비 군비
축산과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651,000 0 520,800 

축산과 전문단지조성용 종자구입 지원 53,288 0 0 

축산과 전문단지조성용 퇴액비 지원 208,000 0 312,000 

축산과 전문단지조성용 입모중파종 지원 27,468 0 27,468 

축산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99,600 29,880 69,720 

축산과 구제역 백신 지원(전업농) 148,868 19,237 44,563 

축산과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30,000 9,000 21,000 

축산과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6,000 0 6,000 

축산과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 0 18,000 54,000 

축산과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공급 0 42,000 105,000 

축산과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7,200 2,160 5,040 

축산과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 지원 9,600 0 0 

도시개발과 농촌현장 포럼사업 20,300 0 8,700 

안전건설과 지역자율방재단 해외교육 0 0 30,000 

안전건설과 의용소방대원 동절기 피복구매 0 0 60,000 

농업기술센터 4-H 양성 교육 580 0 580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 800 0 800 

농업기술센터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10,000 0 10,000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자회 읍면전략작목 육성사업 0 0 10,000 

농업기술센터 농촌노인 생활교육 0 0 4,000 

농업기술센터 여성농업인단체 전통작물 육성 사업 0 0 10,000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자 활성화 교육 0 0 4,750 

농업기술센터 학교 4-H회 과제활동사업 0 0 1,700 

농업기술센터 4-H회 고품질 벼재배 학습포 조성 0 0 2,000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0 0 9,000 

농업기술센터 귀농인 품목별 학습동아리 지원 0 0 15,000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0 3,000 7,000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인 선진지 견학 7,500 1,500 6,000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국비 도비 군비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7,500 1,500 6,000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인 현장(팸)투어 3,000 600 2,400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인 박람회 참가 4,500 900 3,600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인과 농업인단체 화합 행사 4,300 860 3,440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센터 사무장 채용지원 4,000 800 3,200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인 활성화 교육 4,800 960 3,840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방제비 지원 33,000 0 383,000 

농업기술센터 배 결실안정 인공수분 지원 0 0 40,000 

농업기술센터 무화과 병해충 방제비 지원 0 0 47,996 

농업기술센터 왕인문화축제 야생화연구회 전시 지원 0 0 7,000 

문화시설사업소 성기동 책자 제작 0 0 14,000 

문화시설사업소 왕인학당 예절 체험프로그램 운영 0 0 22,000 



민간행사보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국비 도비 군비
총 계 222,870 386,156 3,872,104

주민복지실 신년충혼탑참배행사 지원 0 0 2,000 

주민복지실 호국보훈의달추념행사 지원 0 0 4,000 

주민복지실 보훈단체호국순례행사 지원 0 0 24,000 

주민복지실 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 지원 0 0 10,000 

주민복지실 재향군인회 청소년 나라사랑교육 및  백일장행사 지원 0 0 5,000 

주민복지실 낭산김준연선생 추모제 지원 0 0 4,000 

주민복지실 호국보훈안보단체 한마음대회 0 0 10,000 

주민복지실 의병의날 기념행사 지원 0 0 1,500 

주민복지실 호국순례행사 및 합동위령제 지원 0 0 7,000 

주민복지실 3·1절 기념행사 지원 0 0 6,000 

주민복지실 구림만세운동 기념행사 지원 0 0 3,000 

투자경제과 근로자의 날 행사비 지원 0 0 35,000 

총무과 군민 통일의식 고취 통일한마당 0 0 5,500 

총무과 민주평통 통일안보 연수 0 0 40,000 

총무과 이장단 워크숍 0 0 25,000 

총무과 이장단 한마음대회 0 0 30,000 

총무과 군민의 날 행사 지원(옥외) 0 0 275,000 

총무과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합동  위령사업 지원 0 0 9,000 

총무과 6.25 전후 희생자 위령제(군서면) 0 0 1,500 

총무과 읍면민의날 행사(11개읍면) 0 0 55,000 

총무과 영암군 방범연합회 한마음전진대회 0 0 9,000 

총무과 영암군 방범연합회 워크숍 0 0 10,000 

총무과 재난구조대 활동비 지원 0 0 1,100 

총무과 새마을단체 각종대회 참석 운영비 0 0 9,500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국비 도비 군비
총무과 새마을부녀회 환경안내소 운영 0 0 3,200 

총무과 재활용 경진대회 행사 운영 0 0 3,100 

총무과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0 0 10,000 

총무과 6.25 전적지 탐방 0 0 4,000 

총무과 통일 대비 민주시민 교육 0 0 6,000 

총무과 월출학생 종합예술제 지원 0 0 20,000 

문화관광과 남도3만리 그리운 내고향 전시 지원 0 0 9,000 

문화관광과 청소년오케스트라 연주회 개최 0 0 4,000 

문화관광과 농촌마을 문화행사 개최 0 0 5,000 

문화관광과 영암방문의 해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지원 0 0 9,000 

문화관광과 3개군 상생협력 문화체육행사 교류지원 0 0 3,000 

문화관광과 제44회 전남 민속예술축제  참가(일반부) 0 2,000 24,500 

문화관광과 제44회 전남 민속예술축제  참가(청소년부) 0 2,000 11,000 

문화관광과 영보풍향제 행사지원 0 0 10,000 

문화관광과 덕진여사추모제 행사지원 0 0 5,000 

문화관광과 열무정사포계소상사대회지원 0 0 4,000 

문화관광과 영암군 연등행사지원 0 0 40,000 

문화관광과 도선국사문화예술제 0 0 100,000 

문화관광과 영호남문화교류행사 0 0 20,000 

문화관광과 성탄문화행사 지원 0 0 40,000 

문화관광과 제7회 전국 김창조 국악경연대회 0 0 70,000 

문화관광과 가야금산조공연 0 0 20,000 

문화관광과 단군제 봉행 0 0 3,000 

문화관광과 월출산 30주년 기념 사진  공모전 0 0 30,000 

문화관광과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지원 100,000 0 100,000 

문화관광과 2018 영암왕인문화축제 지원 80,000 0 870,000 

문화관광과 2019 영암왕인문화축제 지원 0 0 20,000 

문화관광과 영암호 해맞이축제 지원 0 0 30,000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국비 도비 군비
문화관광과 마한축제 지원 0 0 100,000 

홍보체육과 생활체육한마당(군 협회장기)대회 개최 0 0 80,000 

홍보체육과 장애인 어울림 체육대회 0 0 5,000 

홍보체육과 2018 월출산배 배드민턴대회 0 0 25,000 

홍보체육과 제4회 월출산배 축구대회 0 0 30,000 

홍보체육과 제4회 영암군수기 전남 궁도대회 0 0 20,000 

홍보체육과 제29회 전국 세팍타크로 선수권 대회 0 5,000 45,000 

홍보체육과 2018 월출산배 전국 등산대회 0 0 20,000 

홍보체육과 제7회 월출산배 전국남녀 배구대회 0 4,000 31,000 

홍보체육과 제7회 월출산배 전국 동호인 족구대회 0 5,000 20,000 

홍보체육과 2018 영산강 종합 수상레저스포츠대회 0 10,000 50,000 

홍보체육과 2018 시니어바둑리그 참가 0 0 30,000 

홍보체육과 제5회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0 0 150,000 

홍보체육과 상생나무 행복디자인사업 42,870 5,656 35,474 

홍보체육과 동하계 스토브리그 대회 개최 0 0 60,000 

홍보체육과 제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지원 0 300,000 740,000 

홍보체육과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홍보기념품 0 0 8,000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정 어울림 한마당 0 0 10,000 

여성가족과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세계인의 날 행사 0 0 8,000 

여성가족과 영암 다문화가정 축제 0 0 4,000 

환경보전과 국토청결운동 행사 추진 0 0 10,000 

환경보전과 자연보호 실천 행사 추진 0 0 6,000 

환경보전과 나눔장터의 날 행사지원 0 0 5,000 

친환경농업과 농업인 한마음대회 지원 0 0 25,000 

친환경농업과 농업경영인회 한마음 전진대회 0 0 10,000 

친환경농업과 유기농 토하축제 지원 0 1,000 9,00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산물 홍보부스 임차료 0 1,500 1,500 

친환경농업과 농특산물 직판행사 추진 0 0 23,000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국비 도비 군비
친환경농업과 무화과 축제지원 0 0 100,000 

축산과 떫은감 판촉 및 홍보지원 0 0 20,000 

축산과 영암 대봉감 축제 지원 0 0 30,000 

축산과 제36회 전라남도 한우경진대회 지원 0 50,000 10,000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대회 0 0 40,000 

농업기술센터 전라남도 농업인대회 0 0 10,000 

농업기술센터 4-H회원 행사추진 0 0 3,230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자회 전진대회 0 0 10,000 

문화시설사업소 춘향대제 지원 0 0 4,000 

문화시설사업소 왕인박사 학술대회 개최 0 0 20,000 

문화시설사업소 남해신사 제례행사 사업비 0 0 8,000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영암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평가결과

총 계

주민복지실 대한상이군경회 영암군지회  운영비 21,000 우수

주민복지실 전몰군경유족회 영암군지회 운영비 13,000 우수

주민복지실 전몰군경미망인회 영암군지회 운영비 13,000 우수

주민복지실 무공수훈자회 영암군지회 운영비 13,000 우수

주민복지실 6.25참전유공자회 영암군지회  운영비 13,000 우수

주민복지실 월남전참전자회 영암군지회 운영비 13,000 우수

주민복지실 고엽제전우회 영암군지회 운영비 17,000 우수

주민복지실 재향군인회 영암군지회 운영비 13,000 매우우수

주민복지실 신년충혼탑참배행사 지원 2,000 우수

주민복지실 호국보훈의달추념행사 지원 4,000 우수

주민복지실 보훈단체호국순례행사 지원 24,000 우수

주민복지실 호국 순례행사 및 합동위령제 지원 7,000 우수

주민복지실 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 지원 10,000 우수

주민복지실 재향군인회 청소년 나라사랑  백일장행사 지원 5,000 보통

주민복지실 호국보훈 안보단체 한마음대회 지원 10,000 보통

주민복지실 의병의날 기념행사 지원 1,500 보통

주민복지실 낭산김준연선생 추모제 지원 4,000 보통

주민복지실 3.1절 기념행사 지원 6,000 우수

주민복지실 구림만세운동 기념행사 지원 3,000 보통

주민복지실 호국정신함양 기념사업 지원 2,000 미흡

주민복지실 장애인문화협회 영암군지회  운영지원 10,000 우수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평가결과

주민복지실 지체장애인협회 영암군지회  운영지원 25,000 매우우수

주민복지실 시각장애인 영암군지회 운영지원 10,000 매우우수

주민복지실 장애인교통문화총연합회 운영지원 10,000 매우우수

주민복지실 장애인문화협회 천연비누공예 지원 3,000 우수

주민복지실 전라남도장애인한마음대축제 및 동거부부합동결혼식 지원 3,000 우수

주민복지실 영암군 장애인 한마음대축제지원 15,000 우수

주민복지실 서울 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지원 2,000 우수

주민복지실 장애인문화협회 문화체험 행사지원 9,000 우수

주민복지실 전라남도 장애인의날 행사지원 3,000 우수

주민복지실 장애인사회적응자활능력배양산업시찰 경비지원 5,000 우수

주민복지실 전국 지체장애인 여성대회 지원 1,500 우수

주민복지실 전국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2,000 우수

주민복지실 영암군 장애인수련회 지원 6,000 우수

주민복지실 지체장애인 게이트볼대회 지원 2,000 우수

주민복지실 농아인협회 취미교실 운영 지원 2,000 매우우수

주민복지실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날 행사 지원 3,000 우수

주민복지실 전라남도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참석  지원 3,000 우수

주민복지실 시각장애인 점자의날 행사 참석 지원 3,000 우수

주민복지실 농아협회 소통의 수화교실 지원 2,000 매우우수

주민복지실 전남 농아인 체육대회 지원 2,000 우수

주민복지실 전남 농아인의날 행사 지원 2,000 매우우수

주민복지실 장애인문화협회공예(종이)교실운영지원 10,000 우수

주민복지실 장애인문화협회 공예(가죽)교실 운영  지원 10,000 우수

주민복지실 후천성 시각장애인 기초재활(보행)  교육 5,000 우수

주민복지실 장애인교통문화총연합회 선진지견학경비  지원 2,000 우수

주민복지실 전라남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지원 3,000 우수

주민복지실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추가 지원 8,200 매우우수

주민복지실 마을경로당 건강보조기구(안마의자)  구입 30,000 매우우수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평가결과

주민복지실 마을경로당 비품 구입(냉장고, 보일러 등) 145,000 매우우수

주민복지실 경로당 난방비(신규설치) 8,000 우수

주민복지실 경로당 냉방비(신규설치) 1,000 매우우수

주민복지실 경로당 에어컨 청소 및 소독비 지원 20,000 우수

주민복지실 경로당 방역소독비 지원 21,600 매우우수

주민복지실 경로당 운영비(신규설치) 6,500 우수

주민복지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관리사 활동비 47,040 매우우수

주민복지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혹한기 혹서기  활동비 추가지원 5,640 우수

주민복지실 시니어합창단 운영 추가지원 8,000 매우우수

주민복지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33,500 매우우수

주민복지실 어버이날(읍면경로행사) 행사비 55,000 매우우수

주민복지실 노인의 날 행사비 55,000 매우우수

주민복지실 군 노인회 운영비 78,700 매우우수

주민복지실 군 노인회 차량 지원 29,300 매우우수

주민복지실 노인회 지회 지원(군비부담금) 1,600 매우우수

주민복지실 홀로사는노인 안부살피기 추가 지원 16,200 우수

주민복지실 재가노인 식사배달 추가지원 18,669 매우우수

주민복지실 사랑의 김치 담그기 10,000 매우우수

주민복지실 어려운 이웃 보듬이 지원 4,000 우수

주민복지실 왕인대학생 무료급식 36,720 우수

투자경제과 근로자의 날 행사비 지원 35,000 보통

투자경제과 공용버스터미널 냉난방비 지원 10,000 우수

투자경제과 영암터미널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18,000 매우우수

투자경제과 공용터미널 내 냉방기 설치 4,500 매우우수

투자경제과 투자기업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 3,400 매우우수

투자경제과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7,986 우수

투자경제과 택시 카드단말기 IC카드 교체비 5,040 우수

투자경제과 농어촌버스 차량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40,320 매우우수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평가결과

투자경제과 교통기초질서 및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7,000 우수

투자경제과 어린이대상교통질서운동전개 5,000 매우우수

투자경제과 중소형 선박 공동건조 기반구축 150,000 우수

투자경제과 전남형 푸른돌 청년상인 프로젝트 80,000 우수

투자경제과 고용위기지역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사업 30,000 우수

투자경제과 중소기업 중간관리자  양성사업(고용위기지역 실직자) 10,000 매우우수

투자경제과 천연염색 명품체험 운영 20,000 보통

총무과 청소년 범죄예방 실천사업 지원 12,000 미흡

총무과 목포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15,000 매우우수

총무과
민주평통영암군협의회운영지원
(행정실장활동비)

8,400 매우우수

총무과 민주평통 시책사업(북한이탈주민  포함) 10,000 매우우수

총무과 민주평통 자매결연협의회 방문 7,000 매우우수

총무과 민주평통 평화통일 안보 연수 40,000 매우우수

총무과 군민통일의식고취통일한마당 5,500 매우우수

총무과 교통질서 확립 및 범죄없는  고장만들기 3,000 우수

총무과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5,000 우수

총무과 포순이 봉사단 복장 지원 3,000 보통

총무과 청소년지도 및 교육환경 조성 6,000 우수

총무과 재난구조대 활동비 지원 1,100 매우미흡

총무과 6.25 전적지 탐방 4,000 우수

총무과 새마을회 운영 및 조직관리 60,800 매우우수

총무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 및  조직관리 31,350 매우우수

총무과 한국자유총연맹군지회 운영 및  조직관리 23,750 보통

총무과 신북면자율방범대사개보수 32,000 우수

총무과 지역공동체 만들기 활동 지원 8,000 우수

총무과 통일대비 민주시민 교육 6,000 우수

총무과 새마을단체 각종대회 참석 운영비 9,500 우수

총무과 새마을부녀회 환경안내소 운영 3,200 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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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재활용경진대회 행사 운영 3,100 매우우수

총무과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10,000 매우우수

총무과 월출학생종합예술제 20,000 매우우수

총무과 이장단협의회 워크숍 25,000 우수

총무과 이장단협의회 한마음대회 30,000 우수

총무과 군민의날 행사지원(2018.옥외) 275,000 매우우수

총무과 읍면민의날 행사지원(11개읍면) 55,000 매우우수

총무과 6.25전쟁 민간희생자 위령사업지원 9,000 보통

총무과 6.25전후 희생자 위령제  행사(군서면) 1,500 우수

총무과 영암군방범연합회 한마음전진대회 9,000 우수

총무과 영암군방범연합회 워크숍 10,000 우수

문화관광과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보조금 15,000 우수

문화관광과 서예교육 및 전시회 지원 37,000 우수

문화관광과 민속예술단 교육 지원 12,000 우수

문화관광과 삼호문화의집 활동 지원 30,000 매우우수

문화관광과 찾아가는 전통문화활동 7,000 우수

문화관광과 문화유적 스케치행사 전시 및  도록제작 28,000 매우우수

문화관광과 제11회 농촌사랑시화전 1,000 우수

문화관광과 영암 문학동인지 발간 지원 6,000 우수

문화관광과 국악교육지원 3,000 우수

문화관광과 남도3만리 그리운 내고향 전시 지원 9,000 우수

문화관광과 청소년오케스트라연주회 개최 4,000 매우우수

문화관광과 영암방문의 해 문화가 있는날 행사  지원 9,000 우수

문화관광과 3개군 상생협력 문화체육행사 교류  지원 3,000 보통

문화관광과 농촌마을 문화행사 개최 5,000 매우우수

문화관광과 월출산 30주년 기념 사진 공모전 30,000 보통

문화관광과 영보풍향제 행사지원 10,000 매우우수

문화관광과 덕진여사추모제행사지원 5,000 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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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열무정 사포계 소상사대회  지원 4,000 우수

문화관광과 영암군연등문화행사 40,000 매우우수

문화관광과 도선국사문화예술제 100,000 매우우수

문화관광과 영호남문화교류행사 20,000 우수

문화관광과 제7회 전국김창조국악경연대회 70,000 매우우수

문화관광과 가야금산조공연 20,000 매우우수

문화관광과 향교춘추기석전대제 10,000 매우우수

문화관광과 전통제례문화  보급지원(서원,문화재,기타사우등) 16,400 우수

문화관광과
전통민속계승지원
(도포,삼호2)

6,000 우수

문화관광과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전 4,000 우수

문화관광과 예절 및 선비문화 창달 지도교육 3,000 우수

문화관광과 예절교육 및 선현지교육 10,000 우수

문화관광과 성현의 발자취 순례 8,000 우수

문화관광과 향토문화 유적유물 보존 홍보 1,000 우수

문화관광과 영암 차문화 및 국제 차 대회  참가지원 40,000 우수

문화관광과 단군제 봉행 3,000 매우우수

문화관광과 아천미술관 운영 지원 5,000 우수

문화관광과 왕인문화축제 대행사 선정 20,000 우수

문화관광과 마한문화축제 지원 100,000 보통

문화관광과 영암호해맞이축제 30,000 매우미흡

문화관광과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30,000 우수

문화관광과 지방문화원 운영지원 120,000 우수

문화관광과 문화학교운영 30,000 매우우수

문화관광과 지역특성화 사회문화예술교육 20,000 우수

문화관광과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 300,000 우수

문화관광과 도선국사 다큐멘터리 제작 100,000 우수

문화관광과 월산사 주변정비사업 50,000 우수

문화관광과 법흥사 대웅전 정비사업 40,000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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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희 작은도서관 시설정비  지원사업 45,000 매우우수

문화관광과 작은도서관 육성 사업비 30,000 매우우수

문화관광과 마노예술촌 작은도서관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 20,000 매우우수

홍보체육과 스포츠클럽 유료시설 지원 43,100 우수

홍보체육과 종목별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30,000 보통

홍보체육과 체육단체 경기출전 지원 42,000 보통

홍보체육과 생활체육 교실 운영 12,000 우수

홍보체육과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 26,400 우수

홍보체육과 생활체육지도자 초과근무 지원 13,000 보통

홍보체육과 생활체육지도자 명절 휴가비  지원(인상) 4,400 우수

홍보체육과 영암군체육회 운영비 지원 40,000 보통

홍보체육과 영암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18,000 우수

홍보체육과 영암군 체육회 사무국장 4대보험료  및 퇴직급여 4,764 보통

홍보체육과 영암군 체육회 사무국장 명절 휴가비  지원 600 보통

홍보체육과 전남체전 참가 우수선수 발굴 및  훈련비 100,000 보통

홍보체육과 전남체전 참가 경비(단체복) 100,000 보통

홍보체육과 전남체전 출전선수 육성 지원 42,000 우수

홍보체육과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60,000 보통

홍보체육과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12,000 보통

홍보체육과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26,000 보통

홍보체육과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 5,000 보통

홍보체육과 생활체육한마당(군 협회장기) 대회  개최 80,000 보통

홍보체육과 장애인 어울림 체육대회 5,000 보통

홍보체육과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홍보기념품 8,000 매우우수

홍보체육과 각종 운동부 동하계 전지훈련 추진 35,000 보통

홍보체육과 2018 영암월출산배 배드민턴대회 25,000 보통

홍보체육과 제4회영암월출산배축구대회 30,000 보통

홍보체육과 제4회 영암군수기 전남 궁도대회 20,000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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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체육과 2018국수산맥국제바둑대회 150,000 우수

홍보체육과 2018 시니어바둑리그 참가 30,000 보통

홍보체육과 동·하계 스토브리그 대회 개최 60,000 보통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어울림한마당 10,000 보통

여성가족과 외국인주민과함께하는세계인의날행사 8,000 우수

여성가족과 외국인근로자 사랑의 중고자전거 보급 3,000 우수

여성가족과 영암다문화가정축제 4,000 우수

여성가족과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실 10,000 우수

여성가족과 모국어 초기상담사 지원 7,248 우수

여성가족과 건가다가 지원센터 교육생 자녀돌보미  지원 5,616 매우우수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정 문화의 날(한마음 축제)  운영 20,000 매우우수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정 친정부모초청 사업 20,000 우수

여성가족과 컴퓨터실 인터넷 사용료(20대) 1,188 우수

여성가족과 영암어린이날큰잔치 15,000 매우우수

여성가족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추가) 29,580 매우우수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한마음대회 지원 7,000 매우우수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3,000 매우우수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환경 및 장비 보강지원 38,000 우수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아동발표회지원 5,000 매우우수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비 21,500 매우우수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 20,000 매우우수

여성가족과 아동양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20,000 매우우수

여성가족과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 20,000 매우우수

여성가족과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만3세) 20,160 매우우수

여성가족과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만4~5세) 9,900 매우우수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 222,000 매우우수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153,600 매우우수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국내연수 10,000 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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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찬회 5,000 매우우수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44,400 매우우수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가족한마당 잔치 20,000 매우우수

여성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수련회 5,000 우수

여성가족과 청소년어울림마당 16,000 매우우수

여성가족과 청소년 대잔치 15,000 우수

여성가족과 기초학습 및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  추가지원 36,000 매우우수

환경보전과 자연보호 실천 행사추진 6,000 우수

환경보전과 국토청결운동 행사추진 10,000 보통

환경보전과 나눔장터의 날 행사 지원 5,000 매우우수

환경보전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301,000 보통

환경보전과 농산물가공시설 지원사업 220,000 보통

환경보전과 양식장 전동수레 지원 2,000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농업경영인회 영호남 자매결연 지원 4,000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농업경영인회 으뜸농산물 한마당 행사 4,000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농업경영인회 전국(도) 대회 참가 4,000 우수

친환경농업과 농업경영인회 수매  콜서비스 30,800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농업인 한마음대회 지원 25,000 우수

친환경농업과 농업경영인회 한마음 전진대회 10,000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금정면 농업인쉼터 테이블 등 비품  구입 7,900 미흡

친환경농업과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부스비 지원 10,000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고구마 재배지 토양개량 사업 150,000 우수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식재료지원(보육시설) 154,000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고구마 운반 지게차 지원 28,000 우수

친환경농업과 고구마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100,000 보통

친환경농업과 소비자 초청 농촌체험행사 25,000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농특산물 직판행사 추진 23,000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농특산물 TV 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지원 6,500 매우우수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평가결과

친환경농업과 로컬푸드 생산농산물  순회수집차량 유류비 지원 10,000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 사업 210,000 우수

친환경농업과 무화과 총채벌레 병과수매 폐기물  처리비 지원 50,000 우수

친환경농업과 무화과 잡초방지용 부직포 지원 42,975 보통

친환경농업과 무화과 동해방지용 부직포 지원 7,025 우수

친환경농업과 농업인 교육장시설 보수공사 64,000 보통

친환경농업과 과실류(배) 가공용 수매지원 75,000 보통

친환경농업과 인력절감형 농기계 685,000 우수

친환경농업과 농산물 유통기반  시설확충(저온저장고, 건조기, 가공장비) 405,000 우수

친환경농업과 무화과 예냉시설 지원 72,000 우수

친환경농업과 영암배 선과장 지붕 보수지원 50,000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공동브랜드 박스 테이프 지원 10,000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공동브랜드 박스비 지원 195,000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배 과원정비 지원사업 60,000 우수

친환경농업과 기능성 배 생산단지 조성사업 30,000 미흡

친환경농업과 기능성 단감 생산단지 조성사업 50,000 미흡

친환경농업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79,500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농축특산물 판매센터 입간판(LED)  교체비 지원 12,000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꾸러미 포장재 지원 7,000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농업경쟁력(원예용관정) 강화사업 35,000 보통

친환경농업과 채소 가격안정제 지원 사업 26,776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원예용 시설장비 지원 50,000 보통

친환경농업과 멜론 연작피해  시설지원사업(토양개량) 150,000 보통

친환경농업과 공공비축미곡 톤백포장재 지원 50,000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잎담배 경작농가 농자재지원 20,000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잎담배 육묘생산 자동화  육묘시설 설치지원 100,000 보통

친환경농업과 1읍면1특품사업 200,000 우수

친환경농업과 무화과 축제지원 100,000 우수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평가결과

산림축산과 대봉감(말랭이,곶감)  홍보용 샘플 가공품 제작 지원 150,000 매우우수

산림축산과 떫은감 가공품 포장용기 지원 15,000 매우미흡

산림축산과 대봉감 미숙과 수매비 지원 70,000 매우우수

산림축산과 대봉감 과원정비 지원 150,000 매우우수

산림축산과 떫은감 염료추줄 염색체험 지원 30,000 매우우수

산림축산과 떫은감 판촉 및 홍보 20,000 매우우수

산림축산과 대봉감 축제 지원 30,000 매우우수

산림축산과 떫은감 가공시설 장비 지원 50,000 매우우수

산림축산과 대봉감 가공 건조시설 지원 63,000 매우우수

산림축산과 떫은감 저온저장시설 지원 51,000 매우우수

산림축산과 대봉감 택배비 지원 35,000 매우우수

산림축산과 떫은감 가공품 포장장비(실링기)  지원 25,000 매우우수

산림축산과 소보정기(목걸이) 설치지원 25,000 매우우수

산림축산과 가금류 열풍기 지원 32,000 우수

산림축산과 자가 발전시설 설치지원 20,000 우수

산림축산과 한우농가 가축전염병 방역 동력분무기  지원 49,500 매우우수

산림축산과 영암 한우직판장 지원(차량) 15,500 우수

산림축산과 가축우시장 분뇨처리시설 장비 지원 3,100 보통

산림축산과 한우 품평회 참가지원 2,500 매우우수

산림축산과 젖소 초유 공급병 지원 8,000 보통

산림축산과 축사 환풍기 지원 100,000 매우우수

산림축산과 축산물 홍보 시식회 지원 28,000 매우우수

산림축산과 축산관련 행사참가  지원(한우,낙농,양계,오리 협회등) 4,000 우수

산림축산과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참가 지원 3,000 미흡

산림축산과 한우 면역증강제 지원 20,000 매우우수

산림축산과 가금류 농가 차량 계근대 설치지원 27,000 우수

산림축산과 차단방역시설 지원 25,000 매우우수

산림축산과 오리왕겨 살포기 지원 19,500 매우우수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평가결과

산림축산과 생볏짚비닐대지원 35,000 매우우수

산림축산과 친환경 조사료 배합기 지원 15,840 매우우수

산림축산과 양돈농가 악취저감제 지원 25,000 매우우수

안전건설과 지역자율방재단 워크샵 30,000 매우우수

안전건설과 장애인 가정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100,000 우수

안전건설과 의용소방대 피복비 지원 60,000 매우우수

도시개발과 슬레이트주택 지붕 개량사업 60,000 보통

도시개발과 한옥신축(보조금) 지원사업 15,000 보통

도시개발과
주택내부구조개선사업
(화장실,욕실,부엌)

50,000 우수

도시개발과 마을회관 신축 150,000 우수

도시개발과 마을회관 내부 실내화장실 증축 40,000 우수

도시개발과 영암읍 역리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75,000 우수

도시개발과 삼호읍 동암마을회관 증축공사 20,000 우수

도시개발과 삼호읍 용당2리 원용당마을 회관  증축공사 20,000 우수

도시개발과 시종 금월마을 회관 증축공사 20,000 우수

도시개발과 신북면 학산마을 회관 및 화장실  보수 20,000 우수

도시개발과 금정면 인곡마을 회관 신축공사 75,000 우수

도시개발과 삼호 백야마을(화장실증축 및  리모델링) 20,000 우수

도시개발과 시종 원와우마을(화장실증축 및  리모델링) 20,000 우수

도시개발과 군서 서호정마을(화장실증축 및  리모델링) 20,000 우수

도시개발과 금정면 연보리 냉천마을회관 신축 75,000 우수

도시개발과 미암면 신한리 신정마을회관 신축 75,000 우수

도시개발과 시종면 금지리 송내마을 유선각 신축 22,000 우수

도시개발과 도포면 봉호리 봉호정마을 화장실  증축 20,000 우수

도시개발과 도포면 도포1리 서도포마을회관 증축 15,000 우수

도시개발과 신북면 행정리 유호정마을 창고 수선 20,000 우수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상품화지원사업 5,000 매우우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자 활성화 교육 4,750 매우우수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평가결과
농업기술센터 학교4-H회 과제활동  지원 1,700 매우우수

농업기술센터 4-H고품질 벼재배 학습포 조성 2,000 매우우수

농업기술센터 4-H회원 행사지원 3,230 매우우수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9,000 매우우수

농업기술센터 왕인문화축제 야생화연구회 전시 지원 7,000 매우우수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회 40,000 매우우수

농업기술센터 전라남도 농업인대회 10,000 미흡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자회 전진대회 10,000 매우우수

농업기술센터 귀농인 품목별 학습동아리지원 15,000 보통

농업기술센터 귀농가 빈집수리비 지원 25,000 우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자회 읍면전략작목 육성사업 10,000 우수

농업기술센터 여성농업인단체 고추건조기 지원 사업 2,800 우수

농업기술센터 영농4-H회원 시범영농 지원 4,750 우수

농업기술센터 농촌노인 생활교육 4,000 매우우수

농업기술센터 여성농업인단체 전통작물 육성 사업 10,000 매우우수

농업기술센터 고품질 벼 우량종자 채종포 운영 10,500 매우우수

농업기술센터 배 결실안정 인공수분 지원 40,000 매우우수

농업기술센터 무화과 병해충 방제비 지원 47,996 매우우수

농업기술센터 고소득 특화작목 개발 시범 10,000 매우우수

농업기술센터 신소득작목발굴 실증재배(애플수박) 31,500 매우우수

농업기술센터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 시범 12,600 미흡

농업기술센터 양봉채밀 생력화 시범 35,280 미흡

문화시설사업소 성기동 책자 제작 14,000 보통

문화시설사업소 왕인학당 예절 체험프로그램 운영 22,000 보통

문화시설사업소 춘향대제 지원 4,000 우수

문화시설사업소 왕인박사 학술대회 개최 20,000 보통

문화시설사업소 남해신사 제례행사비 8,000 우수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영암군 홈페이지 군민예산참여방)

(http://www.yeongam.go.kr/home/www/open_information/budget_info/budget_info_04)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영암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해 당 없 음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

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영암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해 당      없 음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영암군이 2018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52,507 7,066 1.5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8 회계연도 행사·축제경비는 전년대비 5,382백만원이 증가한 7,066백만원으로, 이는 

전라남도 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행사 축제성 경비의 증가 때문으로 보입니다.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29,813 354,872 356,336 405,788 452,507

행사･축제경비 1,678 2,032 2,435 1,684 7,066

비율 0.51 0.57 0.68 0.41 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