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제4회 추경 지방보조금 현황표(총괄)
일반+기타특별회계

부서명 통계목 세부사업명 사업명

계 정리추경요구액

총계 △965,359 

주민복지과 소계 △401,538 

주민복지과 307-11 경로당 부식비 지원 경로당 부식비 지원 △312,638 

주민복지과 307-11 경로효친행사 지원 어버이날(읍면경로행사) 행사비 △15,000 

주민복지과 307-11 경로효친행사 지원 노인의 날 행사비 △55,000 

주민복지과 307-11 노인단체지원 군 노인회 운영비 △13,300 

주민복지과 307-11 전라남도복지재단기금 지원(군비부담금) 노인회 지회 지원(군비부담금) △1,600 

주민복지과 307-04 보훈가족 및 단체 지원 6.25참전경찰유공자회 호국 순례행사 및 합동위령제 지원 △4,000 

투자경제과 소계 9,600 

투자경제과 402-01 택시지원사업 택시 운수종사자 휴식 시설 설치 9,600 

총무과 소계 △30,300 

총무과 307-04 과거사위령제지원 6.25전쟁 민간희생자 위령사업지원 △9,000 

총무과 307-04 과거사위령제지원 6.25전후 희생자 위령제 행사 △1,500 

총무과 307-04 새마을단체지원 새마을단체 각종대회 참석 운영비 △6,600 

총무과 307-04 새마을단체지원 새마을부녀회 환경안내소 운영 △3,200 

총무과 307-04 새마을단체지원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10,000 

문화관광과 소계 △55,000 

문화관광과 307-02 문화예술활동지원 찾아가는 전통문화활동 △7,000 

문화관광과 307-04 영호남문화교류행사 영호남문화교류행사 △20,000 

문화관광과 307-04 전통문화계승발전 단군제 봉행 △3,000 

문화관광과 307-03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 지방문화원 운영지원 25,000 

문화관광과 402-01 향토문화유산보수정비 향토문화유산 보수 정비 △50,000 

홍보체육과 소계 △140,221 

홍보체육과 307-04 각종체육대회참가및개최지원 생활체육한마당(군 협회장기) 대회 개최 △72,590 

홍보체육과 307-04 각종 체육대회참가및개최지원 장애인 어울림 체육대회 △8,000 

홍보체육과 307-04 전국·도단위체육대회유치지원 2021 영암군수기 전남 궁도대회 △20,000 

홍보체육과 307-04 각종체육대회참가및개최지원 농산어촌 유소년 선진축구 체험사업 △25,000 

홍보체육과 307-04 스포츠마케팅및전지훈련유치지원 동·하계 스토브리그 대회 개최 △14,631 

여성가족과 소계 △39,400 

여성가족과 307-11 어린이집운영관리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12,400 

여성가족과 307-11 건강가정 및 다문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5,000 

여성가족과 307-04 다문화가족지원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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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 307-04 다문화가족지원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세계인의 날 행사 △8,000 

여성가족과 307-04 다문화가족지원 영암 다문화가정 축제 △4,000 

환경보전과 소계 △10,000 

환경보전과 307-04 환경보전관리 국토청결운동 행사추진 △5,000 

환경보전과 307-04 생활쓰레기수거처리 나눔장터의 날 행사 지원 △5,000 

친환경농업과 소계 △56,600 

친환경농업과 307-04 메밀꽃 축제 지원 월출산 경관단지 메밀꽃축제 지원 △10,000 

친환경농업과 307-02 농업관련 민간단체 활성화 농업경영인회 영호남 자매결연 지원 △4,000 

친환경농업과 307-04 농업관련 민간단체 활성화 농업인 한마음대회 지원 △20,000 

친환경농업과 307-02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지원
(보육시설) △30,000 

친환경농업과 307-04 농특산물 판촉활동 농특산물 직판행사 추진 △4,600 

친환경농업과 307-02 과실류 가공용 수매지원 과실류(배) 가공용 수매지원 12,000 

산림해양과 소계 △42,000 

산림해양과 307-02 떫은감 기반 조성 대봉감 홍보 지원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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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해양과 402-01 낚시어선 구명뗏목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 지원사업 △2,000 

축산과 소계 △74,000 

축산과 307-02 반려동물 공존문화 기반조성 반려동물 내장형식별장치 등록 지원 △1,000 

축산과 307-02 영암축산물유통망확대 가축 기생충 구제 지원 △33,000 

축산과 307-02 영암축산물유통망확대 영암한우 판매촉진 및 홍보 지원 △10,000 

축산과 402-01 깨끗한 친환경 축산농장 조성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30,000 

안전건설과 소계 △15,400 

안전건설과 307-02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군지역자율방재단 정기교육 및 대회 참석 △15,400 

도시개발과 소계 △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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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과 402-01 노후주택정비 주택내부구조개선사업
(화장실,욕실,부엌) △15,000 

농업기술센터 소계 △60,000 

농업기술센터 307-04 농업인대회 농업인 대회 △40,000 

농업기술센터 307-04 농업인단체회원교육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10,000 

농업기술센터 307-04 농업인단체회원교육 농촌지도자회 한마음대회(전진대회) △10,000 

문화시설사업소 소계 △5,500 

문화시설사업소 307-04 마한문화공원관리 남해신사 제례행사비 △5,500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