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지방보조금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통계목 세부사업명 사업명

총계 2,417,795 

기획감사실 소계 5,000 

기획감사실 307-04 청년정책추진 청년 토크콘서트 5,000 

주민복지실 소계 193,600 

주민복지실 307-11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영암군 장애인 한마음대축제 지원 20,000 

주민복지실 402-01 경로당 활성화 지원 마을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구입 100,000 

주민복지실 402-01 경로당 활성화 지원 마을경로당 돋보기 안경 지원 10,000 

주민복지실 307-11 경로효친행사 지원 노인의 날 행사비 55,000 

주민복지실 307-11 노인단체지원 군 노인회 운영비 △2,400 

주민복지실 307-11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운영 영암군 사회복지인 어울림 한마음대회 20,000 

주민복지실 307-04 3.1절 기념행사 지원 3.1절 기념행사 지원 △6,000 

주민복지실 307-04 3.1절 기념행사 지원 구림만세운동 기념행사 지원 △3,000 

투자경제과 소계 45,850 

투자경제과 307-02 지역맞춤형일자리지원 전남 드림십캠프 프로젝트(국가직접지원) 5,000 

투자경제과 307-02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운영(국가직접지원) 23,250 

투자경제과 402-01 버스터미널 운영비 지원 영암터미널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17,600 

총무과 소계 392,740 

총무과 307-02 민주평화통일협의회활성화 민주평통 전산장비(컬러프린터) 구입 1,000 

총무과 307-04 읍면이장활동지원 영암군 이장단협의회 한마음대회 30,000 

총무과 307-04 군민의날행사운영 군민의날 행사지원(2020.옥외) 320,000 

총무과 307-03 새마을단체지원 새마을회 운영 및 조직관리 11,300 

총무과 307-04 새마을단체지원 새마을단체 각종대회 참석 운영비 2,000 

총무과 307-04 새마을단체지원 새마을회 전산장비(컬러프린터) 구입 3,500 

총무과 307-03 한국자유총연맹지원 한국자유총연맹군지회 운영 및 조직관리 15,450 

총무과 307-03 바르게살기운동지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 및 조직관리 9,490 

문화관광과 소계 394,800 

문화관광과 307-04 문화예술활동지원 청소년오케스트라연주회 개최 10,000 

문화관광과 307-04 영보풍향제 영보풍향제 행사 지원 △10,000 

문화관광과 307-02 가야금산조기념관운영활성화 김창조 가야금산조 및 병창 전수자 공연행사 지원 15,000 

문화관광과 307-04 마한문화축제지원 마한문화축제 지원 150,000 

문화관광과 307-02 향토문화유산보수정비 영암향교 교지 발간(207-01에서) 60,000 

비고편성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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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307-02 향토문화유산보수정비 향교 원사록 발간(207-01에서) 50,000 

문화관광과 402-01 향토문화유산보수정비 향토문화유산 보수 정비 50,000 

문화관광과 402-01 향토문화유산보수정비 갈곡들소리 전수관 정비 20,000 

문화관광과 402-01 향토문화유산보수정비 장동사지 편찬 30,000 

문화관광과 402-01 작은도서관협력체계구축 융성도서관 시설정비 지원 사업 19,800 

홍보체육과 소계 296,712 

홍보체육과 307-02 체육회 지원 체육청년 사회첫걸음 인건비 지원(국가직접지원) 10,827 

홍보체육과 307-02 체육회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급식비 지원 6,160 

홍보체육과 307-02 체육회 지원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대외활동 지원 8,000 

홍보체육과 307-03 체육회 지원 영암군체육회 운영비 지원 10,000 

홍보체육과 307-04 각종체육대회참가및개최지원 생활체육한마당(군 협회장기) 대회 개최 80,000 

홍보체육과 307-02 각종체육대회참가및개최지원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60,000 

홍보체육과 307-02 각종체육대회참가및개최지원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 10,000 

홍보체육과 307-04 각종 체육대회참가및개최지원 전라남도 체육대회 출전임원 단복비 지원 21,725 

홍보체육과 307-04 전국·도단위체육대회유치지원 2020 전남학생종합체육대회(육상) 15,000 

홍보체육과 307-04 전국·도단위체육대회유치지원 2020 영암군수기 전남 궁도대회 20,000 

홍보체육과 307-04 전국·도단위체육대회유치지원 2020 영암월출산배 족구대회 25,000 

홍보체육과 307-04 스포츠마케팅및전지훈련유치지원 동·하계 스토브리그 대회 개최 30,000 

여성가족과 소계 50,200 

여성가족과 307-11 어린이집운영관리 가정어린이집 외 냉난방비 지원 1,200 

여성가족과 307-04 다문화가족지원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10,000 

여성가족과 307-04 다문화가족지원 영암 다문화가정 축제 4,000 

여성가족과 307-11 다문화가족지원 다문화가정 한마음축제 20,000 

여성가족과 307-11 청소년활동진흥 청소년 대잔치 15,000 

친환경농업과 소계 573,060 

친환경농업과 402-01 농업관련 민간단체 활성화 농업경영인회 수매 콜서비스 지게차 지원 12,500 

친환경농업과 402-01 농업관련 민간단체 활성화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 10,000 

친환경농업과 402-01 곡물건조기용 집진기 지원 곡물건조기용 집진기 지원 105,000 

친환경농업과 307-02 공공비축미곡 포장재 벼 재배농가 톤백포장재 지원 101,760 

친환경농업과 402-01 농산물유통기반시설확충 농산물 유통기반 시설확충(건조기) 15,000 

친환경농업과 402-01 농산물유통기반시설확충 농산물 유통기반 시설확충(가공장비)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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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과 307-02 농특산물 판촉활동 소비자 초청 농촌체험행사 10,000 

친환경농업과 307-02 농산물 품질관리 농산물 포장재 박스 지원 100,000 

친환경농업과 307-02 농산물 품질관리 농산물 포장재 박스 테이프 지원 5,000 

친환경농업과 402-01 로컬푸드 활성화사업 로컬푸드 생산농가 순회수집차량 구입비 지원 △15,000 

친환경농업과 402-01 로컬푸드 활성화사업 로컬푸드 보관 저온저장고 구입비 지원 4,800 

친환경농업과 402-01 로컬푸드 활성화사업 로컬푸드 직매장 기자재 구입비 지원 4,000 

친환경농업과 402-01 원예특작시설기반확충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 사업 50,000 

친환경농업과 307-02 코로나19 긴급지원 코로나19 대응 수출농산물 긴급 지원(화훼농가) 80,000 

친환경농업과 307-04 무화과 축제지원 무화과 축제 지원 100,000 

산림해양과 소계 132,001 

산림해양과 307-02 떫은감 기반 조성 떫은감 가공품 포장용기 지원 4,001 

산림해양과 307-02 떫은감 기반 조성 대봉감 미숙과 수매비 지원 70,000 

산림해양과 307-04 떫은감 기반 조성 대봉감 축제 지원 30,000 

산림해양과 402-01 낚시어선 구명뗏목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 지원사업 28,000 

축산과 소계 146,250 

축산과 402-01 축산기자재지원 축사 환풍기 지원 26,250 

축산과 307-002 영암축산물유통망확대 축산물 유통 컨설팅 지원 75,000 

축산과 307-02 영암축산물유통망확대 가축 기생충 구제 지원 45,000 

도시개발과 소계 180,000 

도시개발과 402-01 한옥보존·건립지원 한옥신축(보조금) 지원사업 15,000 

도시개발과 402-01 공동이용시설 건립지원 영암읍 서남1리 마을회관 증축 20,000 

도시개발과 402-01 공동이용시설 건립지원 도포면 길고지마을 회관 증축 20,000 

도시개발과 402-01 공동이용시설 건립지원 신북면 금동마을 회관 증축 20,000 

도시개발과 402-01 공동이용시설 건립지원 서호면 엄길마을 회관 증축 30,000 

도시개발과 402-01 노후주택정비  주택내부구조개선사업(화장실,욕실,부엌) 30,000 

도시개발과 402-01 공동주택관리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보강 지원사업 45,000 

농업기술센터 소계 32,159 

농업기술센터 402-01 인력육성 시범사업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 △4,120 

농업기술센터 402-01 귀농정착지원 귀농인의집 수리비 지원 8,000 

농업기술센터 402-01 고품질과수안정생산기술보급 기능성광물 이용 근권토양개선 시범 50,000 

농업기술센터 402-01 고품질과수안정생산기술보급 고소득 특화작목 개발 시범 △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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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402-01 고품질채소안정생산기술보급 신소득작목발굴 실증재배 △10,500 

문화시설사업소 소계 14,500 

문화시설사업소 307-02 왕인박사현창사업 종요천자문 외 4종 합본 및 별쇄본 발간 사업 18,500 

문화시설사업소 307-04 왕인박사현창사업 춘향대제 지원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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