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투자경제과 933,600 

투자경제과 대불산단 외국인 근로자 친화 산업단지 조성 지원사업 20,000 

투자경제과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47,000 국가직접지원

투자경제과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 지원 사업 41,000 국가직접지원

투자경제과 근로자 공동복지기금 지원 300,000 

투자경제과 사회복지시설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공사 7,000 국가직접지원

투자경제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 500,000 

투자경제과 LPG용기 교체 지원사업 9,800 

투자경제과 금정면 연보리, 연소리 유기질비료 구입 8,800 한전직접지원

총무과 235,020 

총무과 군민의날 행사지원(옥외) 200,000 

총무과 읍면민의날 행사지원(옥내) 25,000 

총무과 자원재활용품 수집 행사 운영 5,000 

총무과 새마을회 사무실 책상 및 수납장 구입 5,020 

문화관광과 363,000 

문화관광과 국악문화예술교실 운영 지원 24,000 

문화관광과 문화가 있는 날 행사지원 15,000 

문화관광과 장애인 음악활동 지원 3,000 

문화관광과 도선국사문화예술제 100,000 

문화관광과 전국 김창조 국악대전 10,000 

문화관광과 가야금산조공연 10,000 

문화관광과 향토문화 유적유물 보존 홍보 1,000 

문화관광과 마한문화축제 지원 150,000 

문화관광과 영암향교 개보수사업 50,000 국가직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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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23,970 

주민복지과 신년 충혼탑 참배행사 지원 △2,000 

주민복지과 영암군재향군인회 향군회관 정비사업 20,000 

주민복지과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지원(자체) 6,000 

주민복지과 경로당순회프로그램 전담관리자 추가 지원 △4,350 

주민복지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활동장려금 3,840 

주민복지과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관리요원 활동장려금 480 

여성가족과 9,673 

여성가족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추가) 지원 1,440 국도비추가부담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 △1,440 

여성가족과 아동급식지원사업 운영비 추가지원 9,673 

친환경농업과 568,991 

친환경농업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매니저 활동비 지원 41,364 

친환경농업과 농업용 물기제거기 구입 지원 57,475 

친환경농업과 고구마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 80,000 

친환경농업과 정부 보급종 채종포 생산단지 농기계 지원 44,215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비료(유기질)지원 167,637 균특전환사업

친환경농업과 무화과 선별장 차광 및 비가림시설 설치지원 35,000 

친환경농업과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무실 임대료 3,300 

친환경농업과 농산물 포장재 박스 지원 100,000 

친환경농업과 무화과 육묘용 포트 및 상토 지원 20,000 

친환경농업과 잎담배 경작농가 농자재 지원 20,000 

산림해양과 100,000 

산림해양과 대봉감 과원정비 지원 30,000 

산림해양과 대봉감 미숙과 수매비 지원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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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과 90,900 

건설교통과 영암개인택시 휴게시설 개·보수 25,000 

건설교통과 삼호택시 휴게시설 개·보수 20,000 

건설교통과 군서택시 휴게시설 개·보수 5,000 

건설교통과 학산택시 휴게시설 개·보수 20,000 

건설교통과 농어촌버스 버스요금함 교체 20,900 

도시개발과 60,000 

도시개발과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보강 지원사업(영암파크 가동 외 6개소) 30,000 

도시개발과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수 지원사업 30,000 

농업기술센터 5,000 

농업기술센터 4-H회원 활성화 교육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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