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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영암군이 2020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

보장
(081)

취약계층
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26,508 16,765 15,131 22,013 56,734 11,411 636 3,577 240

국   비 72,436 9,492 7,547 10,656 38,241 6,490 0 11 0

시･도비 15,819 2,487 1,997 6,123 3,544 1,269 34 363 0

시･군･구비 38,253 4,786 5,587 5,234 14,949 3,652 602 3,203 24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356,336 405,788 452,507 530,069 589,382

사회복지분야(B) 78,737 82,936 94,662 120,380 126,508
사회복지분야비율(B/A) 22.1 20.44 20.92 22.71 21.46

인구수 (C) 57,045 55,616 54,731 54,593 53,699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380 1,491 1,730 2,205 2,356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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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영암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591,644

65,486 11.07

민간경상보조 (307-02) 33,028 5.58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605 0.11

민간행사보조 (307-04) 1,059 0.18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0,540 1.78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5,731 2.66

민간자본보조 (402-01) 4,523 0.76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56,336 405,788 454,767 531,961 591,644

지방보조금(민간) 59,822 51,705 50,239 57,369 65,486

비율 16.79 12.74 11.05 10.78 11.07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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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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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지방보조금 편성 현황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국비 도비 군비
총 계 10,135 5,446 18,832

기획감사실 청년 동아리 지원사업 0 0 4

투자경제과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 기업지원사업 0 0 7

투자경제과 전남 서남권 근로자 건강센터 지원 0 25 50

투자경제과 20년 조선기능인력 훈련장려금 0 207 0

투자경제과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0 392 392

투자경제과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지원 101 7 27

투자경제과 사회적기업전문인력지원사업 6 0 2

투자경제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2 0 1

투자경제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지원 7 2 2

투자경제과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사업 180 0 33

투자경제과 전남 드림십캠프 프로젝트 0 0 5

투자경제과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사업 0 15 79

투자경제과 전남 동행 일자리 지원사업 0 100 100

투자경제과 전남형 4050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 0 44 44

투자경제과 에너지 ICT 일 경험 지원 사업 0 27 40

투자경제과 전남 청년마을로 사업지원 283 197 197

투자경제과 청년상인 후속지원 프로그램 116 0 291

투자경제과 경력단절 예방 징검다리 프로젝트 125 0 264

투자경제과 신중년 일자리 활성화 프로젝트 204 61 205

투자경제과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0 0 23

투자경제과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 지원 0 10 0

투자경제과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지원 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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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국비 도비 군비
투자경제과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0 15 35

투자경제과 천연염색 체험 프로그램 0 0 20

투자경제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 0 2 0

투자경제과 금정면 연보리, 연소리 유기질비료 구입 11 0 0

투자경제과 공용버스터미널 냉난방비 지원 0 0 13

투자경제과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0 0 8

투자경제과 교통기초질서 및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0 0 7

투자경제과 어린이대상 교통질서운동 전개 0 0 5

총무과 민주평통 시책사업 0 0 23

총무과 교통질서 확립 및 범죄없는 고장만들기 0 0 3

총무과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 지원 0 0 5

총무과 지역공동체 만들기 활동 지원 0 0 8

총무과 포순이봉사단 복장 지원 0 0 3

총무과 청소년지도 및 교육환경 조성 0 0 6

문화관광과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조금 0 0 15

문화관광과 여행사 홍보마케팅 긴급 지원사업 0 4 8

문화관광과 전통한옥 브랜드화 지원사업(남향재) 30 0 30

문화관광과 전통한옥 브랜드화 지원사업(소리터) 30 0 30

문화관광과 서예교육 및 전시회 지원 0 0 43

문화관광과 지역문화예술 동호인활동 지원 0 0 12

문화관광과 국악교육지원 0 0 3

문화관광과 영암문화유적 스케치 행사 및 도록 제작 0 0 40

문화관광과 농촌사랑시화전 0 0 1

문화관광과 영암문학동인발간 지원 0 0 6

문화관광과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26 0 26

문화관광과 갈곡 들소리 공개 행사 지원 0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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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국비 도비 군비
문화관광과 갈곡 들소리 전승보전 0 3 3

문화관광과 통합문화이용권사업 160 19 43

문화관광과 향교 석전대제 0 0 18

문화관광과 전통민속계승지원 0 0 8

문화관광과 성현의 발자취 순례 0 0 8

문화관광과 예절 및 선비문화창달 지도교육 0 0 3

문화관광과 예절교육 및 선현지교육 0 0 10

문화관광과 전통향교문화전승보전(기로연) 0 0 4

문화관광과 향토문화 유적유물 보존 홍보 0 0 1

문화관광과 인성학교 운영 0 0 10

문화관광과 김창조 가야금산조 및 병창 전수자 공연행사 지원 0 0 15

문화관광과 아천미술관 운영 지원 0 7 15

문화관광과 영산미술관 운영 지원 0 7 15

문화관광과 사립미술관 지원 0 0 5

문화관광과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지원 0 5 0

문화관광과 남도문예 르네상스 특화사업 0 10 10

문화관광과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320 24 56

문화관광과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0 0 30

문화관광과 문화학교운영 0 0 30

문화관광과 지역특성화 사회문화예술교육 0 0 20

문화관광과 영암 삼성당고택 및 도갑사 해탈문 방재관리 26 0 11

문화관광과 영암향교 활용사업 16 5 19

문화관광과 도갑사 입장료 보전금 0 0 30

문화관광과 영암향교 교지 발간 0 0 60

문화관광과 향교 원사록 발간 0 0 50

문화관광과 장동사지 편찬 0 0 30



7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국비 도비 군비

문화관광과 작은도서관 육성 사업비 0 0 36

홍보체육과 스포츠클럽 유료시설 지원 0 0 40

홍보체육과 종목별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0 0 30

홍보체육과 체육단체 경기출전 지원 0 0 42

홍보체육과 생활체육 교실 운영 0 0 12

홍보체육과 국민체력인증 100 지원사업 151 0 9

홍보체육과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 지원사업 0 0 11

홍보체육과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 0 0 26

홍보체육과 생활체육지도자 초과근무 지원 0 0 13

홍보체육과 생활체육지도자 명절휴가비 지원 0 0 4

홍보체육과 생활체육지도자 급식비 지원 0 0 6

홍보체육과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대외활동 지원 0 0 8

홍보체육과 전남체전 참가 우수선수 발굴 및 훈련비 0 0 2

홍보체육과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28 4 8

홍보체육과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4 1 1

홍보체육과 각종 운동부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 추진 0 0 10

홍보체육과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72 0 72

홍보체육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87 0 87

주민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720 93 216

주민복지과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0 11 17

주민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김장부식비 0 0 0

주민복지과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0 8 12

주민복지과 장애인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 0 30 121

주민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0 64 291

주민복지과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 0 11 40

주민복지과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0 64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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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국비 도비 군비

주민복지과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0 3 8

주민복지과 어려운 이웃보듬이 지원 0 0 4

주민복지과 사랑의 김치담그기 0 0 12

주민복지과 재향군인회 사랑의 나눔봉사(빨래방 운영)지원 0 0 3

주민복지과 자활사례관리 운영비 0 9 22

주민복지과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0 3 4

여성가족과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 지원 0 46 46

여성가족과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0 14 34

여성가족과 여성단체를 통한 농특산물 판로촉진 0 1 2

여성가족과 새일센터 운영 지원 124 37 87

여성가족과 새일 여성 인턴 74 6 13

여성가족과 직업 교육 훈련 51 0 0

여성가족과 새일센터 종사자 활동비 지원 0 8 12

여성가족과 새일여성인턴 0 2 4

여성가족과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0 6 14

여성가족과 무지개 생활소독단 인건비 지원 0 17 39

환경보전과 주민지원사업 112 0 0

환경보전과 기후환경 네트워크 활동지원 1 0 1

환경보전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13 0 22

환경보전과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보험료 지원사업 0 2 4

친환경농업과 농업경영컨설팅지원 3 1 1

친환경농업과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사업 2 0 1

친환경농업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37 11 26

친환경농업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매니저 채용지원 0 14 34

친환경농업과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 0 1 4

친환경농업과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0 18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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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국비 도비 군비

친환경농업과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371 48 111

친환경농업과 농업경영인회 으뜸농산물한마당행사 0 0 4

친환경농업과 농업경영인회 수매 콜서비스 0 0 22

친환경농업과 농가도우미지원사업 0 2 17

친환경농업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0 159 636

친환경농업과 식량작물 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23 7 17

친환경농업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0 1,622 3,243

친환경농업과 토종농산물 육성 0 6 14

친환경농업과 논 타작물 단지화 교육 컨설팅 지원 15 4 8

친환경농업과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0 32 178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비료(토양개량제)공급 1,083 248 248

친환경농업과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 221 57 163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비료(유기질)지원 1,065 0 701

친환경농업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86 0 86

친환경농업과 벼 재배농가 톤백포장재 지원 0 0 192

친환경농업과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 0 2 4

친환경농업과 토양 용수 분석비 지원 15 5 11

친환경농업과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 18 5 13

친환경농업과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151 30 120

친환경농업과 농산물 마케팅 지원 14 3 11

친환경농업과 식품업체 경쟁력강화(특성화)사업 0 0 30

친환경농업과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부스비 지원 0 0 10

친환경농업과 종균활용 발효식품지원사업 20 0 20

친환경농업과 김치종균 보급사업 5 0 5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지원 0 283 66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지원(보육시설) 0 0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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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국비 도비 군비

친환경농업과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지원 0 27 63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쌀 브랜드홍보용 샘플쌀 제작지원 0 7 26

친환경농업과 전남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 0 5 62

친환경농업과 농산물 포장재 박스 지원 0 0 295

친환경농업과 농산물 포장재 테이프 지원 0 0 15

친환경농업과 농산물 박스 테이프 접착기 지원 0 0 18

친환경농업과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 0 4 9

친환경농업과 로컬푸드 직매장 포장재 지원 0 4 11

친환경농업과 로컬푸드 생산농산물 순회수집차량 유류비 지원 0 0 6

친환경농업과 꾸러미 포장재 지원 0 0 4

친환경농업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0 0 135

친환경농업과 농산물 TV홈쇼핑 홍보비 지원 0 10 10

친환경농업과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0 27 63

친환경농업과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 0 90 256

친환경농업과 채소가격안정제 지원 0 0 50

친환경농업과 코로나19 대응 수출농산물 긴급지원 0 0 32

친환경농업과 배 재배농가 기능성자재 지원 0 0 100

친환경농업과 기능성 단감 육성사업 0 0 30

친환경농업과 배 과원정비 지원사업 0 0 30

친환경농업과 과수통합마케팅운영지원사업 0 26 44

친환경농업과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사업 0 0 30

친환경농업과 무화과총채벌레 폐기물 처리 수수료 지원 0 0 50

친환경농업과 무화과 잡초방지용 부직포지원 0 0 30

친환경농업과 무화과 동해방지용 부직포지원 0 0 60

친환경농업과 무화과 친환경재배농가 농자재 지원 0 0 30

친환경농업과 무화과 재배농가 농기자재 지원 0 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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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국비 도비 군비

친환경농업과 과실류(배) 가공용 수매지원 0 0 12

친환경농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14 4 10

친환경농업과 과수 생산 및 품질향상 시설장비 지원 0 21 48

친환경농업과 화훼농가 경영비 절감 지원 0 20 48

친환경농업과 잎담배 경작농가 농자재지원 0 0 20

산림해양과 산촌 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활동비 지원  10 0 10

산림해양과 대봉감(말랭이) 홍보용 샘플 가공품 제작 지원 0 0 120

산림해양과 떫은감 염료추출 염색체험 지원 0 0 20

산림해양과 대봉감 택배비 지원 0 0 25

산림해양과 떫은감 가공품 포장용기 0 0 4

산림해양과 떫은감 미숙과 수매비 0 0 70

산림해양과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0 2 5

산림해양과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0 1 3

산림해양과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사업 0 2 4

산림해양과 외래어종 퇴치 수매사업 0 36 84

산림해양과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7 1 2

축산과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 0 13 55

축산과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 0 22 79

축산과 반려동물 내장형식별장치 등록 지원 0 0 2

축산과 가축 재해보험 가입지원 0 45 135

축산과 한우 면역증강제 지원 0 0 40

축산과 한우등록 지원 0 14 54

축산과 학생승마체험 지원 34 13 30

축산과 사슴 인공수정 지원 0 5 11

축산과 토종벌 육성 지원 3 0 3

축산과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지원 0 2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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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국비 도비 군비

축산과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1127 225 2028

축산과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248 0 0

축산과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1110 0 888

축산과 전문단지조성용 종자구입 지원 139 0 0

축산과 전문단지조성용 퇴액비 지원 320 0 480

축산과 전문단지조성용 입모중파종비 지원 84 0 84

축산과 축산물 유통 컨설팅 지원 0 0 75

축산과 가축 기생충 구제 지원 0 0 12

축산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56 17 39

축산과 구제역 백신 지원(전업농) 254 142 330

축산과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84 25 59

축산과 구제역 예방접종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0 4 11

축산과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12 4 8

축산과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 0 13 30

축산과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한우·젖소) 0 13 29

축산과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양돈) 0 23 163

축산과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가금) 0 42 259

축산과 퇴비살포비 지원 40 0 40

축산과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17 5 12

축산과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 8 0 6

축산과 낙농 헬퍼(도우미) 지원 0 8 19

축산과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6 1 3

축산과 축산물이력관리 지원(귀표부착비) 39 12 28

축산과 학교우유급식 지원 113 23 53

축산과 야생화 된 유기견(들개) 포획비 0 0 10

축산과 유기동물 안락사·사체처리비 0 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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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국비 도비 군비

축산과 유기동물 치료비 0 0 4

안전건설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0 3 3

안전건설과 2020년 군내버스 외부광고 0 2 2

도시개발과 농촌현장 포럼사업(전환) 0 0 20

보건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114 15 34

보건소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0 1 2

보건소 B형,C형 간염검사 0 3 6

농업기술센터 4-H 양성 교육 1 0 1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 1 0 1

농업기술센터 농촌청년사업가 양성 0 25 0

농업기술센터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0 8 8

농업기술센터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8 0 8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자회 읍·면전략작목 육성사업 0 0 10

농업기술센터 여성농업인단체 우량종자 증식포 사업 0 0 10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자 활성화 교육 0 0 5

농업기술센터 학교 4-H회 과제활동사업 0 0 2

농업기술센터 4-H회 고품질 벼재배 학습포 조성 0 0 2

농업기술센터 전남 농업농촌을 이끌 4-H 회원 육성 지원 0 3 7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 중앙대회 0 3 7

농업기술센터 귀농인 품목별 학습동아리지원 0 0 15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0 3 7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5 1 4

농업기술센터 도시민 체험행사(팸투어) 5 1 4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인 선진지 견학 4 1 3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9 2 7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창업센터 사무장 지원 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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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국비 도비 군비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인 활성화 지원 8 2 6

농업기술센터 귀농인과 농업인단체 화합 행사 6 1 5

농업기술센터 영암에서 먼저 살아보기 10 2 8

농업기술센터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0 22 32

농업기술센터 시설풋고추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0 3 5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방제비 지원(배) 22 0 22

농업기술센터 배 결실안정 인공수분 지원 0 0 40

농업기술센터 기능성광물 이용 근권토양개선 시범(무화과) 0 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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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국비 도비 군비
총 계 114 47 1,012

기획감사실 영암군 청년창업몰 야시장 추진 0 10 0

총무과 군민의날 행사지원(옥외) 0 0 50

총무과 새마을단체 각종대회 참석 운영비 0 0 2

총무과 재활용경진대회 행사 운영 0 0 3

총무과 통일대비 민주시민 교육 및 북한예술단 초청 공연 0 0 6

총무과 6.25 전적지 탐방(한국자유총연맹) 0 0 4

문화관광과 남도3만리 그리운 내고향 전시 지원 0 0 9

문화관광과 청소년오케스트라연주회 지원 0 0 14

문화관광과 농촌마을 문화행사 지원 0 0 12

문화관광과 덕진여사추모제 행사지원 0 0 2

문화관광과 열무정사포계소상사대회 지원 0 0 4

문화관광과 영암군 연등문화행사 0 0 10

문화관광과 도선국사문화예술제 0 0 10

문화관광과 성탄문화행사 지원 0 0 30

문화관광과 전국 김창조 국악대전 0 0 70

문화관광과 가야금산조공연 0 0 20

문화관광과 주민주도형 마을 관광축제 지원 0 0 50

문화관광과 2020 영암왕인문화축제 지원 0 0 126

문화관광과 왕인문화축제 주차 및 교통통제 용역 0 0 4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축제 경쟁력 강화사업 109 0 109

문화관광과 영암 내동리 쌍무덤 학술대회 0 25 25

홍보체육과 생활체육한마당(군 협회장기)대회 개최 0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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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국비 도비 군비

홍보체육과 제59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출전임원 단복비 지원 0 0 22

홍보체육과 2020 영암군 코리아 슈퍼바이크 페스티발 0 0 50

홍보체육과 전남 모터사이클 페스티발 0 0 50

홍보체육과 영암 튜닝카 레이싱대회 0 10 90

홍보체육과 시니어 바둑리그 참가 0 0 40

홍보체육과 동하계 스토브리그 대회 개최 0 0 45

환경보전과 자연보호실천운동 지원 0 0 6

주민복지과 신년충혼탑참배행사 지원 0 0 2

주민복지과 6.25참전경찰유공자회 호국순례 및 합동위령제 지원 0 0 4

주민복지과 의병의날 기념행사 지원 0 0 1

주민복지과 호국보훈의달 추념행사 지원 0 0 2

주민복지과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 0 0 10

친환경농업과 유기농 토하축제 지원 5 0 5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산물 홍보부스 임차료 0 2 2

친환경농업과 농특산물 직판행사 추진 0 0 23

친환경농업과 소비자 초청 농촌체험행사 0 0 10

축산과 축산물 판매촉진 및 홍보 지원 0 0 10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 연구회 전시 지원 0 0 7

문화시설사업소 왕인박사 학술대회 개최 0 0 20

문화시설사업소 남해신사 제례행사비 0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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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영암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평가결과

총 계 253건 8,992

기획감사실 청년동아리 지원사업(MTC) 4 우수

투자경제과 천연염색 명품체험 운영 20 매우우수

총무과 민주평통 시책사업(자매결연, 통일한마당) 23 매우우수

총무과 민주평통 전산장비(컬러프린터) 구입 1 매우미흡

총무과 민주평통 영암군협의회 운영 지원 8 매우우수

총무과 군민의날 행사지원(옥외) 50 매우우수

총무과 신북면 자율방범대사 외관도색 및 바닥공사 20 우수

총무과 교통질서 확립 및 범죄없는 고장만들기 3 우수

총무과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 지원 5 우수

총무과 지역공동체 만들기 활동 지원 8 우수

총무과 새마을회 운영 및 조직관리 72 매우우수

총무과 새마을단체 각종대회 참석 운영비 2 미흡

총무과 새마을회 전산장비(컬러프린터) 구입 4 미흡

총무과 재활용경진대회 행사 운영 3 매우우수

총무과 포순이 봉사단 복장 지원 3 미흡

총무과 한국자유총연맹군지회 운영 및 조직관리 39 우수

총무과 통일대비 민주시민 교육 및 북한예술단 초청 6 미흡

총무과 6.25 전적지 탐방 4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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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평가결과

총무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 및 조직관리 41 우수

총무과 청소년지도 및 교육환경 조성 6 우수

문화관광과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보조금 15 보통

문화관광과 서예교육 및 전시회 지원 43 우수

문화관광과 지역문화예술 동호인활동 지원 12 보통

문화관광과 국악교육지원 3 우수

문화관광과 영암문화유적 스케치행사 및 도록제작 40 우수

문화관광과 농촌사랑시화전 1 매우우수

문화관광과 영암 문학동인지 발간 지원 6 우수

문화관광과 남도3만리 그리운 내고향 전시 지원 9 보통

문화관광과 청소년오케스트라연주회 개최 14 우수

문화관광과 도갑사 지역문화공간 조성 26 보통

문화관광과 농촌마을 문화행사 지원 12 매우우수

문화관광과 희 문화창작공간 문화예술교육장 내부정비 40 보통

문화관광과 덕진여사 추모제 행사 지원 2 매우우수

문화관광과 열무정 사포계 소상사대회 지원 4 보통

문화관광과 영암군 연등문화행사 10 우수

문화관광과 도선국사문화예술제 10 매우우수

문화관광과 성탄문화행사 지원 30 매우우수

문화관광과 김창조 가야금산조 및 병창 전수자 공연행사 지원 15 보통

문화관광과 전국 김창조 국악대전 70 매우우수

문화관광과 가야금산조공연 20 매우우수

문화관광과 향교 석전대제 18 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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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평가결과

문화관광과 전통제례문화 보급지원(서원,문화재,기타사우등) 16 매우우수

문화관광과 전통민속계승지원(도포,삼호2,신북) 8 보통

문화관광과 성현의 발자취 순례 8 보통

문화관광과 예절 및 선비문화 창달 지도교육 3 우수

문화관광과 예절교육 및 선현지교육 10 보통

문화관광과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전(기로연) 4 보통

문화관광과 향토문화 유적유물 보존 홍보 1 우수

문화관광과 인성학교 운영 10 보통

문화관광과 아천미술관 지원 5 우수

문화관광과 아천미술관 전시관 보수공사 47 보통

문화관광과 주민주도형 마을 관광축제 지원 50 우수

문화관광과 왕인문화축제 주차 및 교통통제 용역 40 매우우수

문화관광과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30 우수

문화관광과 지방문화원 운영지원 145 우수

문화관광과 문화학교 운영 30 매우우수

문화관광과 지역특성화 사회문화예술교육 20 우수

문화관광과 도갑사 입장료 보전금 30 우수

문화관광과 영암향교 교지 발간 60 미흡

문화관광과 향교 원사록 발간 50 미흡

문화관광과 갈곡들소리 전수관 정비 20 우수

문화관광과 장동사지 편찬 30 미흡

문화관광과 작은도서관 육성 사업비 36 매우우수

문화관광과 융성도서관 시설정비 지원 사업 20 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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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평가결과

문화관광과 도갑사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95 보통

문화관광과 향토문화유산 보수 정비 120 우수

홍보체육과 스포츠클럽 유료시설 지원 40 보통

홍보체육과 종목별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30 보통

홍보체육과 체육단체 경기출전 지원 42 보통

홍보체육과 생활체육 교실 운영 12 보통

홍보체육과 생활체육지도자 급식비 지원 6 우수

홍보체육과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대외활동 지원 8 보통

홍보체육과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 26 우수

홍보체육과 생활체육지도자 초과근무 지원 13 우수

홍보체육과 생활체육지도자 명절 휴가비 지원 4 우수

홍보체육과 영암군체육회 운영비 지원 40 보통

홍보체육과 영암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18 우수

홍보체육과 영암군 체육회 사무국장 4대보험료 및 퇴직급여 5 우수

홍보체육과 영암군 체육회 전산용품 구입 지원 2 미흡

홍보체육과 영암군 체육회 사무국장 명절 휴가비 지원 1 우수

홍보체육과 전남체전 참가 우수선수 발굴 및 훈련비 2 우수

홍보체육과 생활체육한마당(군 협회장기) 대회 개최 7 보통

홍보체육과 전라남도 체육대회 출전임원 단복비 지원 22 보통

홍보체육과 2020 영암군 코리아 슈퍼바이크 페스티벌 50 우수

홍보체육과 전남 모터사이클 페스티발 50 우수

홍보체육과 시니어바둑리그 참가 40 우수

홍보체육과 각종 운동부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 추진 10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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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평가결과

홍보체육과 동·하계 스토브리그 대회 개최 45 우수

주민복지과 장애인문화협회 영암군지회 운영지원 13 매우우수

주민복지과 지체장애인협회 영암군지회 운영지원 25 매우우수

주민복지과 시각장애인 영암군지회 운영지원 10 매우우수

주민복지과 장애인교통문화총연합회 운영지원 10 매우우수

주민복지과 농아인협회 영암군지회 운영 지원 3 매우우수

주민복지과 장애인 사회적응자활능력배양 산업시찰 경비지원 5 우수

주민복지과 전라남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지원 3 매우우수

주민복지과 사랑의 김치 담그기 12 매우우수

주민복지과 어려운 이웃 보듬이 지원 4 매우우수

주민복지과 재향군인회 사랑의 나눔봉사(빨래방 운영) 지원 3 우수

주민복지과 경로당 에어컨 청소 및 소독비 지원 21 매우우수

주민복지과 경로당 방역소독비 지원 22 매우우수

주민복지과 마을경로당 비품 구입 100 매우우수

주민복지과 마을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구입 120 우수

주민복지과 마을경로당 돋보기 안경 지원 10 미흡

주민복지과 경로당 부식비 지원 759 우수

주민복지과 노인요양시설 피난로 확보 기능보강사업 60 미흡

주민복지과 군 노인회 운영비 63 매우우수

주민복지과 전라남도 복지재단 기금 지원 2 매우우수

주민복지과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관리요원 활동비 2 우수

주민복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7 매우우수

주민복지과 대한상이군경회 영암군지회 운영비 21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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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평가결과

주민복지과 전몰군경유족회 영암군지회 운영비 13 우수

주민복지과 전몰군경미망인회 영암군지회 운영비 13 보통

주민복지과 무공수훈자회 영암군지회 운영비 13 우수

주민복지과 6.25참전유공자회 영암군지회 운영비 13 매우우수

주민복지과 월남전참전자회 영암군지회 운영비 13 우수

주민복지과 고엽제전우회 영암군지회 운영비 17 우수

주민복지과 재향군인회 영암군지회 운영비 13 매우우수

주민복지과 신년 충혼탑 참배행사 지원 2 우수

주민복지과 의병의날 기념행사 지원 1 보통

주민복지과 호국보훈의달 추념행사 지원 2 우수

주민복지과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 10 매우우수

여성가족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추가) 지원 32 매우우수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36 우수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20 매우우수

여성가족과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만3세) 50 매우미흡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 지원 222 매우우수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192 매우우수

여성가족과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2 매우우수

여성가족과 가정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2 매우우수

여성가족과 가정어린이집 외 냉난방비 지원 12 매우우수

여성가족과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 20 매우우수

여성가족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컴퓨터실 인터넷 사용료 1 매우우수

여성가족과 건가다가 지원센터 모국어 초기상담원 지원 7 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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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평가결과

여성가족과 건가다가 지원센터 교육생 자녀돌보미 지원 6 우수

여성가족과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실 10 우수

여성가족과 다문화 아버지학교 운영 5 미흡

환경보전과 자연보호 실천 행사추진 6 우수

친환경농업과 농업경영인회 으뜸농산물 한마당 행사 4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농업경영인회 수매 콜서비스 22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농업경영인회 수매 콜서비스 지게차 지원 50 우수

친환경농업과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 10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벼 육묘상자 구입비 지원 20 보통

친환경농업과 FTA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 422 미흡

친환경농업과 벼 보급종 생산단지 곡물건조기 지원 10 우수

친환경농업과 곡물건조기용 집진기 지원 105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농업용 드론 지원 23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인력절감형 농기계 지원 250 우수

친환경농업과 벼 재배농가 톤백포장재 지원 192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벼 건조시설(dsc) 설치 지원 100 미흡

친환경농업과 농산물 유통기반 시설확충(건조기) 45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농산물 유통기반 시설확충(가공장비) 10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전통식품 인프라 구축사업 32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식품업체 경쟁력강화(특성화) 사업 30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식품업체 시설보완 지원 40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지원(보육시설) 140 우수

친환경농업과 소비자 초청 농촌체험행사 10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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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평가결과

친환경농업과 농특산물 직판행사 추진 23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농산물 포장재 박스 지원 295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농산물 포장재 박스 테이프 지원 15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농산물 박스테이프 접착기 지원 18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로컬푸드 생산농산물 순회수집차량 유류비 지원 6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로컬푸드 보관 저온저장고 구입비 지원 5 미흡

친환경농업과 로컬푸드 직매장 기자재 구입비 지원 4 미흡

친환경농업과 꾸러미 포장재 지원 4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135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원예용 시설장비 지원 70 우수

친환경농업과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 사업 150 우수

친환경농업과 채소 가격안정제 지원 사업 50 우수

친환경농업과 배 재배농가 기능성 자재 지원 100 우수

친환경농업과 기능성 단감 육성 사업 30 우수

친환경농업과 배 과원정비 지원 사업 30 우수

친환경농업과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 사업 30 미흡

친환경농업과 무화과 총채벌레 시장격리 처리비 지원 50 우수

친환경농업과 무화과 잡초방지용 부직포 지원 30 우수

친환경농업과 무화과 동해방지용 부직포 지원 60 우수

친환경농업과 무화과 친환경 재배농가 농기자재 지원 30 우수

친환경농업과 무화과 재배농가 농기자재 지원 90 우수

친환경농업과 코로나19 대응 수출농산물 긴급 지원 32 보통

친환경농업과 잎담배 경작농가 농자재 지원 20 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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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평가결과

친환경농업과 1읍면 1특품사업 100 우수

친환경농업과 과실류(배) 가공용 수매지원 12 우수

산림해양과 대봉감(말랭이,곶감) 홍보용 샘플 가공품 제작 지원 120 매우우수

산림해양과 떫은감 염료추줄 염색체험 지원 20 매우우수

산림해양과 떫은감 가공품 포장용기 지원 4 매우우수

산림해양과 대봉감 미숙과 수매비 지원 70 매우우수

산림해양과 대봉감 택배비 지원 25 매우우수

산림해양과 떫은감 가공시설 장비 지원 25 매우우수

산림해양과 대봉감 생산장비 지원 35 매우우수

산림해양과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 지원사업 20 매우우수

산림해양과 양식장 전동수레 지원 4 매우우수

축산과 가금농가 개폐기 지원 33 우수

축산과 자가 발전시설 설치 지원 20 매우우수

축산과 가금류 농가 차량 계근대 설치 지원 9 우수

축산과 반려동물 내장형식별장치 등록 지원 1 미흡

축산과 소보정기(목걸이) 설치지원 21 매우우수

축산과 축사 환풍기 지원 79 매우우수

축산과 한우 면역증강제 지원 40 매우우수

축산과 조사료 생산 볏짚 비닐대 지원 35 매우우수

축산과 조사료 배합기 지원 72 매우우수

축산과 축산물 유통 컨설팅 지원 75 보통

축산과 가축 기생충 구제 지원 12 우수

축산과 영암한우 판매촉진 및 홍보 지원 10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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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평가결과

축산과 차단방역시설 지원 50 매우우수

축산과 오리왕겨 살포기 지원 20 매우우수

축산과 한우농가 방역 동력분무기 지원 21 매우우수

축산과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70 우수

축산과 야생화 된 유기견(들개) 구조,포획,보호비 10 우수

축산과 유기동물 인도적처리 및 폐기물처리 20 우수

축산과 유기동물 진료 및 치료 4 우수

안전총괄과 목포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15 매우우수

건설교통과 버스터미널 냉난방비 지원 13 우수

건설교통과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8 우수

건설교통과 교통기초질서 및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7 우수

건설교통과 어린이대상 교통질서운동 5 우수

건설교통과 영암터미널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18 매우우수

건설교통과 택시 운수종사자 휴식 시설 설치 10 우수

도시개발과 슬레이트주택 지붕 해체지원 30 우수

도시개발과 영암읍 서남1리 마을회관 증축 20 우수

도시개발과 도포면 길고지마을 회관 증축 20 우수

도시개발과 신북면 금동마을 회관 증축 20 우수

도시개발과 금정면 세류리 원세류마을 회관 신축 75 우수

도시개발과 신북면 월평9리 마을회관 구입 및 리모델링 75 우수

도시개발과 신북면 갈곡4리 과원동 마을회관 증축 35 우수

도시개발과 시종면 봉소2리 조동마을 회관 신축 75 우수

도시개발과 미암면 신한2리 신정마을회관 증축 30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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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평가결과

도시개발과 영암읍 역리 4리 영신아파트 회관 구입 75 우수

도시개발과 주택내부구조개선사업(화장실,욕실,부엌) 65 보통

도시개발과 농촌현장 포럼사업 20 우수

도시개발과 도포면 성산 야기내마을회관 화장실 증축공사 13 우수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상품화 지원사업 5 우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자회 읍면전략작목 육성 10 매우우수

농업기술센터 여성농업인단체 우량종자 증식포 사업(전통작물) 10 우수

농업기술센터 영농4-H회원 시범영농 지원 5 우수

농업기술센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 3 우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자 활성화 교육 5 우수

농업기술센터 학교4-H회 과제활동 지원 2 우수

농업기술센터 4-H고품질 벼재배 학습포 조성 2 매우우수

농업기술센터 귀농인 품목별 학습동아리 지원 15 매우우수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인 빈집(주택)수리비 지원 15 매우우수

농업기술센터 귀농인의집 수리비 지원 8 매우우수

농업기술센터 드론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 시범 28 보통

농업기술센터 침수상습지 벼 흰잎마름병 예방 실증시범 18 매우우수

농업기술센터 배 결실안정 인공수분 지원 40 매우우수

농업기술센터 기능성광물 이용 근권토양개선 시범 50 미흡

농업기술센터 고소득 특화작목 개발 시범 10 매우우수

농업기술센터 소비자 선호 만감류 재배 시범 105 매우우수

농업기술센터 신소득작목발굴 실증재배 20 우수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 연구회 전시 지원 7 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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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평가결과

문화시설사업소 성기동 책자 제작 14 매우우수

문화시설사업소 종요천자문 외 4종 합본 및 별쇄본 발간 사업 19 매우우수

문화시설사업소 왕인학당 예절 체험프로그램 운영 24 매우우수

문화시설사업소 왕인박사 학술대회 개최 20 매우우수

문화시설사업소 남해신사 제례행사비 5 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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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영암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해 당 없 음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

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영암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해 당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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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영암군이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89,382 2,140 0.3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20 회계연도 행사·축제경비는 전년대비 5,413백만원이 감소한 2,140백만원으로,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축제 취소로 인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56,336 405,788 452,507 530,069 589,382

행사･축제경비 2,435 1,684 7,066 7,553 2,140

비율 0.68 0.41 1.56 1.42 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