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지방보조금 현황표(총괄)

일반+기타특별회계

비고

기획감사실 5,000 

기획감사실 청년동아리 지원사업(MTC) 5,000 

투자경제과 2,872,500 

투자경제과 투자기업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 7,500 

투자경제과 중소조선기업 신규채용 근로자 4대보험료 지원 300,000 

투자경제과 중소형 선박 공동건조 기반 구축 사업 100,000 국가직접지원

투자경제과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 지원 사업 100,000 국가직접지원

투자경제과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 기업지원사업 7,000 국가직접지원

투자경제과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 지원 사업 100,000 국가직접지원

투자경제과 사회적경제기업 고3 일경험 프로젝트 12,000 

투자경제과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1,000,000 국가직접지원

투자경제과 군서면, 학산면 도시가스 공급사업 400,000 

투자경제과 삼호읍 용앙리 도시가스 공급사업 200,000 

투자경제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 390,000 

투자경제과 천연염색 체험 프로그램 재료비 20,000 

투자경제과 전통시장 휴대용 단말기 지원사업 10,000 

투자경제과 근로자의 날 행사비 지원 35,000 

투자경제과 금정면 연보리, 연소리 유기질비료 구입 11,000 국가직접지원

투자경제과 2022 영암군 코리아 슈퍼바이크 페스티벌 90,000 

투자경제과 2021 영암 튜닝카 레이싱대회 개최 90,000 

총무과 366,269 

총무과 민주평통 시책사업(자매결연, 통일한마당 포함) 22,500 

총무과 민주평통 평화통일 안보 연수 22,500 

총무과 민주평통 영암군협의회 운영 지원 (행정실장활동비) 8,400 

사업명부서명

(단위 : 천원)

반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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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보조금 현황표(총괄)

일반+기타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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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반영액

총무과 영암군 이장단 워크숍 20,000 

총무과 6.25전쟁 민간희생자 위령사업지원 9,000 

총무과 6.25전후 희생자 위령제 행사 1,500 

총무과 영암군 방범연합회 한마음 전진대회 12,000 

총무과 영암군 방범연합회 워크숍 11,000 

총무과 교통질서 확립 및 범죄없는 고장만들기 3,000 

총무과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 지원 5,000 

총무과 지역공동체 만들기 활동 지원 8,000 

총무과 읍면민의날 행사지원(옥내) 30,000 

총무과 새마을회 운영 및 조직관리 76,000 

총무과 새마을단체 각종대회 참석 운영 10,000 

총무과 유원지 환경안내소 운영 3,200 

총무과 자원재활용품 수집 행사 운영 3,100 

총무과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10,000 

총무과 한국자유총연맹군지회 운영 및 조직관리 39,200 

총무과 6.25 전적지 탐방(한국자유총연맹) 4,000 

총무과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집청소 봉사지원 1,029 

총무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 및 조직관리 40,840 

총무과 청소년지도 및 교육환경 조성 6,000 

총무과 월출학생종합예술제 20,000 

문화관광과 1,738,385 

문화관광과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보조금 15,000 

문화관광과 서예교육 및 전시회 지원 43,000 

문화관광과 지역문화예술 동호인활동 지원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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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찾아가는 전통문화활동 7,000 

문화관광과 영암문화유적 스케치행사 및 도록제작 40,000 

문화관광과 농촌사랑시화전 1,000 

문화관광과 영암 문학동인 발간 지원 6,000 

문화관광과 장애인음악밴드 교육 지원 7,000 

문화관광과 국악문화예술교실 운영 지원 12,000 

문화관광과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원 20,000 

문화관광과 전남영상위원회 운영 지원 8,000 

문화관광과 남도3만리 그리운 내고향 전시 지원 9,000 

문화관광과 청소년오케스트라연주회 개최 14,000 

문화관광과 농촌마을 문화행사 지원 32,000 

문화관광과 문화가 있는 날 행사지원 20,000 

문화관광과 영암연예협회회원 음악회 지원 5,000 

문화관광과 도갑사 산사이야기 전시회 지원 15,000 

문화관광과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운영 7,000 

문화관광과 영보풍향제 행사 지원 10,000 

문화관광과 덕진여사 추모제 행사 지원 5,500 

문화관광과 열무정 사포계 소상사대회 지원 4,000 

문화관광과 영암군 연등문화행사 30,000 

문화관광과 영호남문화교류행사 20,000 

문화관광과 전국 김창조 국악대전 70,000 

문화관광과 가야금산조공연 20,000 

문화관광과 향교 석전대제 18,000 

문화관광과 전통제례문화 보급지원(서원,문화재,기타사우등) 1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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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전통민속계승지원(도포,삼호2,신북) 8,000 

문화관광과 성현의 발자취 순례 8,000 

문화관광과 예절 및 선비문화 창달 지도교육 3,000 

문화관광과 예절교육 및 선현지교육 10,000 

문화관광과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전(기로연) 4,000 

문화관광과 향토문화 유적유물 보존 홍보 1,000 

문화관광과 인성학교 운영 12,000 

문화관광과 선비와 함께하는 전통문화계승 9,000 

문화관광과 김창조 가야금산조 및 병창 전수자 공연행사 지원 15,000 

문화관광과 사립미술관 지원 10,000 

문화관광과 생활공예교실 운영 10,000 

문화관광과 아천미술관 내부CCTV 설치 5,902 

문화관광과 아천미술관 외부전시장 조명 설치 5,583 

문화관광과 아천미술관 전시동 외부벽면 도장공사 8,000 

문화관광과 주민주도형 마을 관광축제 지원 80,000 

문화관광과 왕인문화축제 주차 및 교통통제 용역 40,000 

문화관광과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30,000 

문화관광과 향토자료 발굴 책자 발간 30,000 

문화관광과 지방문화원 운영지원 120,000 

문화관광과 문화학교 운영 30,000 

문화관광과 지역특성화 사회문화예술교육 20,000 

문화관광과 도갑사 입장료 보전금 30,000 

문화관광과 도갑사 동암 진입로 보수 440,000 

문화관광과 양달사장군 현창 사업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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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양달사장군 유적 주변정비 20,000 

문화관광과 향토문화유산 보수 정비 250,000 

문화관광과 마한역사 문화체험 10,000 

문화관광과 해양제사유적 연구서 발간 및 세미나 개최 20,000 

문화관광과 작은도서관 육성 사업비 36,000 

홍보체육과 150,000 

홍보체육과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150,000 국가직접지원

주민복지과 1,980,241 

주민복지과 장애인문화협회 영암군지회 운영지원 15,000 

주민복지과 지체장애인협회 영암군지회 운영지원 35,000 

주민복지과 시각장애인 영암군지회 운영지원 13,000 

주민복지과 장애인교통문화총연합회 운영지원 13,000 

주민복지과 농아인협회 영암군지회 운영 지원 7,000 

주민복지과 장애인교통문화총연합회 선진지견학경비 지원 2,000 

주민복지과 지체장애인 게이트볼대회 지원 2,000 

주민복지과 후천성 시각장애인 기초재활(보행) 교육 5,000 

주민복지과 전남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참석 지원 3,000 

주민복지과 장애인문화협회 문화체험 행사지원 9,000 

주민복지과 장애인문화협회 천연비누공예 지원 3,000 

주민복지과 장애인문화협회 공예(종이)교실 운영 지원 10,000 

주민복지과 장애인문화협회 공예(가죽)교실 운영 지원 10,000 

주민복지과 전남 농아인의날 행사 지원 2,000 

주민복지과 농아인 취미교실 운영 지원 2,000 

주민복지과 농아인 소통의 수화교실 지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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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전남 장애인의날 행사 지원 3,000 

주민복지과 장애인 사회적응자활능력배양 산업시찰 지원 5,000 

주민복지과 전라남도 장애인한마음대축제 및 동거부부합동결혼식 지원 2,500 

주민복지과 영암군 장애인 수련회 지원 6,000 

주민복지과 전남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지원 2,500 

주민복지과 재향군인회 사랑의 나눔봉사 지원 3,000 

주민복지과 대한상이군경회 영암군지회 운영비 21,000 

주민복지과 전몰군경유족회 영암군지회 운영비 13,000 

주민복지과 전몰군경미망인회 영암군지회 운영비 13,000 

주민복지과 무공수훈자회 영암군지회 운영비 13,000 

주민복지과 6.25참전유공자회 영암군지회 운영비 13,000 

주민복지과 월남전참전자회 영암군지회 운영비 13,000 

주민복지과 고엽제전우회 영암군지회 운영비 17,000 

주민복지과 재향군인회 영암군지회 운영비 13,000 

주민복지과 신년 충혼탑 참배행사 지원 2,000 

주민복지과 보훈단체 호국순례 행사 지원 24,000 

주민복지과 재향군인회 청소년 나라사랑교육 및 백일장행사 지원 5,000 

주민복지과 낭산김준연선생 추모제 지원 4,000 

주민복지과 6.25참전경찰유공자회 호국 순례행사 및 합동위령제 지원 7,000 

주민복지과 의병의날 기념행사 지원 1,500 

주민복지과 호국보훈의달 추념행사 지원 4,000 

주민복지과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 10,000 

주민복지과 3.1절 기념행사 지원 6,000 

주민복지과 구림만세운동 기념행사 지원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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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135,000 

주민복지과 노인요양시설 휴게시설 개보수 20,000 

주민복지과 경로당 에어컨 청소 및 소독비 지원 21,850 

주민복지과 경로당 방역소독비 지원 21,929 

주민복지과 경로당순회프로그램 전담관리자 추가 지원 12,000 

주민복지과 마을경로당 비품 구입 200,000 

주민복지과 마을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구입 25,000 

주민복지과 마을경로당 의료온열기 구입 100,000 

주민복지과 마을경로당 원적외선 사우나기 구입 50,000 

주민복지과 마을경로당 돋보기 안경 지원 9,750 

주민복지과 마을경로당 소규모 수선비용 지원 80,000 

주민복지과 경로당 부식비 지원 625,000 

주민복지과 군 노인회 운영비 78,700 

주민복지과 어버이날(읍면경로행사) 행사비 40,000 

주민복지과 재가노인 식사배달 추가지원 22,352 국도비추가부담

주민복지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활동비 152,640 

주민복지과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관리요원 활동비 1,920 

주민복지과 시니어합창단 운영 추가지원 8,000 국도비추가부담

주민복지과 노인회 지회 지원(군비부담금) 1,600 군비부담금

주민복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군) 21,000 

주민복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선진지 견학 5,000 

주민복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및 복지리더교육 7,000 

주민복지과 어려운 이웃 보듬이 지원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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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 1,199,440 

여성가족과 영암군 어린이날 큰잔치 15,000 

여성가족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추가) 지원 34,620 국도비추가부담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한마음대회 지원 7,000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3,000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수당 24,000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 62,100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34,000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57,600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20,000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 지원 222,000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192,000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가족한마당 잔치 20,000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찬회 10,000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 10,000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 136,800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차량운행기록장치 지원비 11,000 

여성가족과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2,400 

여성가족과 가정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3,360 

여성가족과 가정어린이집 외 냉난방비 지원 23,200 

여성가족과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 20,000 

여성가족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컴퓨터실 인터넷 사용료 600 

여성가족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5,000 

여성가족과 방문지도사 명절수당 추가지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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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 방문지도사 종사자 특별수당 4,800 

여성가족과 가족센터 운영 추가지원 15,000 

여성가족과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사업 150,000 

여성가족과 아이돌보미 종사자 특별수당 18,000 

여성가족과 아이돌보미 교통비 추가지원 18,000 

여성가족과 영암 다문화가정 축제 4,000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정 친정부모초청 사업 5,000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정 한마음축제 20,000 

여성가족과 건가다가 지원센터 모국어 초기상담원 지원 7,200 

여성가족과 건가다가 지원센터 교육생 자녀돌보미 지원 5,760 

여성가족과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실 10,000 

여성가족과 다문화 아버지학교 운영 10,000 

여성가족과 청소년 페스티벌 16,000 

환경보전과 21,000 

환경보전과 국토청결운동 행사추진 10,000 

환경보전과 자연보호 실천 행사추진 6,000 

환경보전과 나눔장터의 날 행사 지원 5,000 

친환경농업과 5,678,367 

친환경농업과 월출산 경관단지 유채꽃축제 지원 90,000 

친환경농업과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9,000 

친환경농업과 농업경영인회 영호남 자매결연 지원 4,000 

친환경농업과 농업경영인회 으뜸농산물 한마당 행사 4,000 

친환경농업과 농업인 한마음대회 지원 20,000 

친환경농업과 농업경영인회 수매 콜서비스 지게차 지원 3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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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과 고구마 재배지 토양개량 사업 100,000 

친환경농업과 농업용 드론 지원 80,000 

친환경농업과 인력절감형 농기계 지원 700,000 

친환경농업과 농업용 계량기 구입 지원 100,00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비료(유기질)지원 1,894,717 균특전환사업

친환경농업과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240,000 

친환경농업과 농산물 건조기 지원 30,000 

친환경농업과 영세 농식품 제조가공장비 지원 10,000 

친환경농업과 무화과 선별장 시설 설치 지원 350,400 

친환경농업과 전통식품 인프라 구축사업 20,000 

친환경농업과 농식품업체 성분·안전성 검사비 5,000 

친환경농업과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부스비 지원 10,000 도비직접지원

친환경농업과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사무장 채용지원 39,000 

친환경농업과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사무원 채용지원 33,000 

친환경농업과 정부양곡 보관창고 개보수 지원 400,000 

친환경농업과 벼 재배농가 톤백포장재 지원 100,000 

친환경농업과 산물벼 수송보관용기(수매통)구입 지원 142,50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지원 (보육시설) 170,000 

친환경농업과 영암쌀 택배상자 포장재 지원 50,000 

친환경농업과 농산물 포장재 박스 지원 200,000 

친환경농업과 로컬푸드 생산농산물 순회수집차량 유류비 지원 6,000 

친환경농업과 꾸러미 포장재 지원 7,000 

친환경농업과 채소 가격안정제 지원 사업 50,000 국가직접지원

친환경농업과 원예용 시설장비 지원(원예용 관정) 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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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과 내재해형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 120,000 

친환경농업과 과수 소득작목 생산기반 조성 100,000 

친환경농업과 배 재배농가 기능성 자재 지원 100,000 

친환경농업과 기능성 단감 육성 사업 30,000 

친환경농업과 배 과원정비 지원 사업 10,000 

친환경농업과 무화과 총채벌레 시장격리 처리비 지원 35,000 

친환경농업과 무화과 잡초방지용 부직포 지원 24,000 

친환경농업과 무화과 친환경 재배농가 농기자재 지원 30,000 

친환경농업과 무화과 재배농가 농기자재 지원 90,000 

친환경농업과 무화과 재해피해농가 과원정비지원 40,000 

친환경농업과 무화과 육묘용 포트 및 상토 지원 20,000 

친환경농업과 과수생산 및 품질향상 장비 지원사업 24,750 

친환경농업과 1읍면 1특품사업 100,000 

산림해양과 1,510,500 

산림해양과 대봉감(말랭이,곶감) 홍보용 샘플 가공품 제작 지원 100,000 

산림해양과 떫은감 염료추줄 염색체험 지원 20,000 

산림해양과 임산물 택배비 지원 20,000 

산림해양과 대봉감 병해충 방제 약재 지원 120,000 

산림해양과 대봉감농가 재해보험료 지원 360,000 

산림해양과 떫은감 가공시설 장비 지원 25,000 

산림해양과 대봉감 생산장비 지원 35,000 

산림해양과 대봉감 방상팬 지원 666,000 

산림해양과 임업 기계장비 구입 지원 44,500 

산림해양과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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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해양과 내수면어선 노후기관 대체 지원 10,000 

산림해양과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사업 100,000 

축산과 1,208,100 

축산과 가금류 열풍기 지원 16,250 

축산과 자가 발전시설 설치 지원 20,000 

축산과 가금류 농가 차량 계근대 설치 지원 18,000 

축산과 소보정기(목걸이) 설치지원 6,000 

축산과 축사 환풍기 지원 48,650 

축산과 한우 면역증강제 지원 32,000 

축산과 염소농가 경영안정 지원 200,000 

축산과 한우농가 헬퍼(도우미) 지원 15,000 

축산과 곤충용 톱밥 지원 21,000 

축산과 조사료 생산 볏짚 비닐대 지원 35,100 

축산과 한우 대농가 조사료 배합기 지원 35,000 

축산과 한우 중소농가 조사료 배합기 지원 80,000 

축산과 젖소 농가 조사료 배합기 지원 35,000 

축산과 차단방역시설 지원 25,000 

축산과 왕겨 살포기 지원 17,600 

축산과 가축 기생충 구제 지원 21,000 

축산과 한우농가 방역 동력분무기 지원 14,000 

축산과 축산 폐의약품 수거 처리 지원 10,000 

축산과 축산물 유통 활성화 및 홍보 지원 20,000 

축산과 퇴비 살포비 지원 500,000 

축산과 퇴비부숙 축분교반기 시범사업 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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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과 97,500 

건설교통과 버스터미널 냉난방비 지원 7,500 

건설교통과 농어촌버스 구입 78,000 

건설교통과 교통기초질서 및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7,000 

건설교통과 어린이대상 교통질서운동 5,000 

안전총괄과 15,000 

안전총괄과 목포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15,000 

도시개발과 402,000 

도시개발과 슬레이트주택 지붕 해체지원(주택사업특별회계) 30,000 

도시개발과 영암 남풍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40,000 

도시개발과 덕진 백계리 청계마을 유선각 설치 공사 40,000 

도시개발과 신북 평산마을 공동화장실 설치공사 20,000 

도시개발과 시종 와우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50,000 

도시개발과 군서 도리촌마을 유선각 설치공사 40,000 

도시개발과 주택내부구조개선사업(재래식 화장실 정비) 12,000 

도시개발과 퀸스빌2차아파트 지하주차장 경사로 캐노피 설치 20,000 

도시개발과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보강 지원사업(영암파크 가동 외 6개소) 150,000 

보건소 840,000 

보건소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840,000 

농업기술센터 174,050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상품화 지원사업 21,000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자회 읍면전략작목 육성 10,000 

농업기술센터 여성농업인단체 우량종자 증식포 사업 11,000 

농업기술센터 여성농업인단체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 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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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보조금 현황표(총괄)

일반+기타특별회계

비고
사업명부서명

(단위 : 천원)

반영액

농업기술센터 영농 4-H회원 시범영농 지원 7,000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자 활성화 교육 5,000 

농업기술센터 4-H고품질 벼재배 학습포 조성 2,000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인 품목별 학습동아리 지원 15,000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20,000 

농업기술센터 침수상습지 벼 흰잎마름병 예방 시범 17,500 

농업기술센터 과수 신품종 보급 시범 21,000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 연구회 전시 지원 7,000 

농업기술센터 신소득작목발굴 실증재배 31,500 

문화시설사업소 102,000 

문화시설사업소 성기동 책자 제작 14,000 

문화시설사업소 왕인학당 예절 체험프로그램 운영 24,000 

문화시설사업소 춘향제 지원 4,000 

문화시설사업소 왕인박사 학술대회 개최 20,000 

문화시설사업소 왕인박사와 영암 책자 제작 30,000 

문화시설사업소 남해신사 제례행사비 10,000 

종합사회복지관 34,500 

종합사회복지관 왕인대학생 무료급식 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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