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보조금 현황표(총괄)

일반+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투자경제과 1,363,000 

투자경제과 투자기업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 2,000 

투자경제과 중소조선기업 신규채용 근로자 4대보험료 지원 △300,000 

투자경제과 친환경 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실증기반 구축사업(307-02) 300,000 국가직접지원

투자경제과 친환경 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실증기반 구축사업(402-01) 1,020,000 국가직접지원

투자경제과 조선해양 친환경 공유플랫폼 사업 300,000 국가직접지원

투자경제과 코로나19 극복 마을기업 소포장재 지원 군비 부담금 28,000 국도비추가부담

투자경제과 사회복지시설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공사 13,000 국가직접지원

총무과 11,000 

총무과 민주평통 시책사업(자매결연, 통일한마당 포함) △9,000 

총무과 영암군 이장단협의회 워크숍 20,000 

문화관광과 △116,000 

문화관광과 전통민속계승지원(도포,삼호2,신북) △8,000 

문화관광과 단군제 봉행 △3,000 

문화관광과 2022년 왕인문화축제 대행사 계약보조금 20,000 

문화관광과 마한문화축제 지원 △150,000 

문화관광과 지방문화원 운영지원 25,000 

홍보체육과 △369,868 

홍보체육과 전남체전 참가 우수선수 발굴 및 훈련비 △90,000 

홍보체육과 전남체전 출전선수 육성 지원 △42,000 

홍보체육과 전남체전 참가 경비 △80,868 

홍보체육과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10,000 

홍보체육과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30,000 

홍보체육과 장애인 어울림 체육대회 △8,000 

반영액 비고부서명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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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체육과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 △10,000 

홍보체육과 전라남도 지체장애인체육대회 참가 △6,000 

홍보체육과 제33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60,000 

홍보체육과 각종 운동부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 추진 △3,000 

홍보체육과 동·하계 스토브리그 대회 개최 △30,000 

주민복지과 △530,500 

주민복지과 서울 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지원 △2,000 

주민복지과 전국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3,000 

주민복지과 전남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날 행사 지원 △3,000 

주민복지과 전남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참석 지원 △3,000 

주민복지과 전남 시각장애인 점자의날 행사 참석 지원 △3,000 

주민복지과 전남 농아인 체육대회 지원 △2,000 

주민복지과 전남 농아인의날 행사 지원 △2,000 

주민복지과 전라남도 장애인한마음대축제 및 동거부부합동결혼식 지원 △2,500 

주민복지과 경로당 부식비 지원 △450,000 

주민복지과 노인의 날 행사비 △52,000 

주민복지과 시니어합창단 운영 추가지원 △8,000 국도비추가부담

여성가족과 △35,120 

여성가족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20,000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12,400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 지원 △12,000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30,720 

환경보전과 △5,000 

환경보전과 국토청결운동 행사추진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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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과 728,000 

친환경농업과 농업경영인회 수매 콜서비스 22,000 

친환경농업과 수출농산물 육성지원 △13,500 

친환경농업과 무화과 동해방지용 부직포 지원 504,000 

친환경농업과 무화과 재해피해농가 과원정비지원 193,000 

친환경농업과 과실류(배) 가공용 수매지원 22,500 

산림해양과 △49,000 

산림해양과 대봉감 미숙과 수매비 지원 △49,000 

축산과 44,787 

축산과 자가 발전시설 설치 지원 △10,000 

축산과 축사 이전비용 지원 △60,000 

축산과 곤충용 톱밥 지원 △6,866 

축산과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사료구입) 101,500 

축산과 축산물 유통 활성화 및 홍보 지원 △8,000 

축산과 퇴비부숙 축분교반기 시범사업 38,500 

축산과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10,347 

도시개발과 △18,000 

도시개발과 슬레이트주택 지붕 해체지원(주택사업특별회계) △18,000 

농업기술센터 △3,500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가공 고품질 상품화 시범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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