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제2회 추경 지방보조금 현황표(총괄)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회추경

계 반영액

총계 1,262,242 

기획감사실 소계 △4,000 

기획감사실 307-02 청년정책추진 청년동아리 지원사업(MTC) △4,000 

투자경제과 소계 46,000 

투자경제과 307-02 투자유치지원관리 투자기업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 △4,000 

투자경제과 307-04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모터스포츠 대회 지원 영암 모터페스티벌 50,000 

총무과 소계 △200 

총무과 307-04 새마을단체지원 새마을단체 각종대회 참석 운영비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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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과 소계 269,500 

문화관광과 307-04 문화예술활동지원 전통예술공연비 지원 5,000 

문화관광과 307-04 영보풍향제 영보풍향제 행사 지원 △10,000 

문화관광과 307-04 덕진여사추모제 덕진여사 추모제 행사 지원 △3,500 

문화관광과 307-04 도선국사문화예술제 도선국사문화예술제 100,000 

문화관광과 307-04 영호남문화교류행사 영호남문화교류행사 △20,000 

문화관광과 307-04 성탄문화행사지원 성탄문화행사 지원 30,000 

문화관광과 307-04 가야금산조기념관운영활성화 한성기 가야금산조 학술행사 지원 20,000 

문화관광과 307-04 마한문화축제지원 마한문화축제 지원 100,000 

문화관광과 402-01 지정문화재 유지관리 도갑사 동암 진입로 보수 △8,000 

문화관광과 307-02 향토문화유산보수정비 갈곡들소리 대통령상 수상 기념비 제작 5,000 

문화관광과 402-01 향토문화유산보수정비 향토문화유산 보수 정비 31,000 

문화관광과 307-02 세계유산 등재 남해신사의 역사적 위치 학술세미나 20,000 

홍보체육과 소계 106,124 

홍보체육과 307-02 체육회 지원 체육청년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9,624 

홍보체육과 307-02 체육회 지원 체육청년 명절휴가비 지원 900 

홍보체육과 307-02 체육회 지원 영암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3,600 

홍보체육과 307-02 체육회 지원 영암군 장애인체육회 사무보조 인건비 4,000 

홍보체육과 402-01 체육회 지원 영암군 장애인체육회 집기비품 10,000 

홍보체육과 307-04 각종체육대회참가및개최지원 제3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60,000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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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체육과 307-04 각종체육대회참가및개최지원 전남체전 참가 경비 8,000 

홍보체육과 307-04 각종 체육대회참가및개최지원 전라남도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15,000 

홍보체육과 307-04 각종체육대회참가및개최지원 생활체육한마당(군 협회장기) 대회 개최 85,000 

홍보체육과 307-04 전국·도단위체육대회유치지원 2021 영암월출산배 배드민턴 축제 △20,000 

홍보체육과 307-04 전국·도단위체육대회유치지원 2020 영암월출산배 족구대회 △25,000 

홍보체육과 307-02 스포츠마케팅및전지훈련유치지원 각종 운동부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 추진 △15,000 

주민복지과 소계 △46,492 

주민복지과 307-11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전라남도 장애인의날 행사지원 △3,000 

주민복지과 307-11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지체장애인 게이트볼대회 지원 △2,000 

주민복지과 307-11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영암군 장애인 수련회 지원 △6,000 

주민복지과 307-11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후천성 시각장애인 기초재활(보행) 교육 △5,000 

주민복지과 307-11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전라남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지원 △1,000 

주민복지과 307-11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장애인문화협회 문화체험 행사지원 △45,000 

주민복지과 307-02 자원봉사활동지원 사랑의 김치 담그기 12,000 

주민복지과 307-04 보훈가족 및 단체 지원 신년 충혼탑 참배행사 지원 △2,000 

주민복지과 307-04 보훈가족 및 단체 지원 재향군인회 청소년 나라사랑 백일장행사 지원 △5,000 

주민복지과 307-04 보훈가족 및 단체 지원 낭산김준연선생 추모제 지원 △3,000 

주민복지과 307-04 보훈가족 및 단체 지원 의병의날 기념행사 지원 △1,500 

주민복지과 307-04 보훈가족 및 단체 지원 호국보훈의달 추념행사 지원 △2,500 

주민복지과 307-04 3.1절 기념행사 지원 3.1절 기념행사 지원 △6,000 

주민복지과 307-04 3.1절 기념행사 지원 구림만세운동 기념행사 지원 △3,000 

주민복지과 402-01 경로당 활성화 지원 마을경로당 비품 구입 30,000 

주민복지과 402-01 경로당 활성화 지원 마을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구입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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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복지과 307-11 재가노인 식사배달 재가노인 식사배달 추가지원 △22,352 

주민복지과 307-11 저소득계층 생활용품 지원 저소득계층 생활용품 지원 △1,140 

주민복지과 307-1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선진지 견학 △5,000 

여성가족과 소계 △82,000 

여성가족과 307-11 가정위탁아동지원 영암군 어린이날 큰잔치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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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 307-11 지역아동센터활성화지원 지역아동센터 한마음대회 지원 △7,000 

여성가족과 307-11 지역아동센터활성화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3,000 

여성가족과 307-11 어린이집운영관리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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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과 307-11 다문화가족지원 다문화가정 친정부모초청 사업 △5,000 

여성가족과 307-11 청소년활동진흥 청소년 페스티벌 △16,000 

환경보전과 소계 △10,000 

환경보전과 307-04 환경보전관리 국토청결운동 행사추진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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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업과 소계 968,830 

친환경농업과 307-04 메밀꽃 축제 지원 월출산 경관단지 유채꽃축제 지원 △24,000 

친환경농업과 402-01 벼 육묘용 기자재 구입비 지원 벼 육묘용 기자재 구입비 지원 20,000 

친환경농업과 402-01 벼 보급종 생산단지 농기계 지원 벼 보급종 생산단지 승용이앙기 지원 △35,000 

친환경농업과 402-01 벼 보급종 생산단지 농기계 지원 벼 보급종 생산단지 곡물건조기 지원 △13,000 

친환경농업과 402-01 농업용 드론 지원 농업용 드론 지원 △60,000 

친환경농업과 402-01 인력절감형농기계구입 인력절감형 농기계 지원 400,000 

친환경농업과 402-01 벼 수송보관용기 및 포장재지원 산물벼 수송보관용기(수매통)구입 지원 142,500 

친환경농업과 402-01 고구마 세척·선별라인 구축고구마 세척라인, 큐어링시설 설치지원 100,000 

친환경농업과 402-01 전통식품경쟁력강화 전통식품 인프라 구축사업 5,000 

친환경농업과 307-02 농식품업체 경쟁력 강화사업 농식품업체 성분·안전성 검사비 △4,170 

친환경농업과 402-01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10,000 

친환경농업과 402-01 원예용시설장비지원 원예용 시설장비 지원(원예용 관정) 52,500 

친환경농업과 307-02 수출농산물 육성지원(자체사업) 수출농산물 육성지원 50,000 

친환경농업과 402-01 원예특작시설기반확충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 사업 100,000 

친환경농업과 402-01 과수 소득작목 생산기반 조성 과수 소득작목 생산기반 조성 66,000 

친환경농업과 307-02 배 과원정비 지원 배 과원정비 지원 사업 △21,000 

친환경농업과 307-04 무화과 홍보 라이브커머스 지원 무화과 홍보 라이브커머스 지원 60,000 

친환경농업과 307-02 무화과생산기반 확충지원 무화과 재해피해농가 과원정비지원 100,000 

친환경농업과 307-02 무화과생산기반 확충지원 무화과 재배농가 농기자재 지원 20,000 

3



2021년 제2회 추경 지방보조금 현황표(총괄)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회추경

계 반영액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비고

산림해양과 소계 △131,050 

산림해양과 307-02 떫은감 기반 조성 대봉감(말랭이,곶감) 홍보용 샘플 가공품 제작 지원 △57,225 

산림해양과 307-02 떫은감 기반 조성 병해충 예방을 위한 약제 지원 △63,000 

산림해양과 307-02 떫은감 기반 조성 떫은감 기능성 농자재 지원 △28,750 

산림해양과 307-02 떫은감 기반 조성 대봉감 택배비 지원 △25,000 

산림해양과 307-02 떫은감 기반 조성 임산물 택배비 지원 25,000 

산림해양과 307-02 떫은감 기반 조성 대봉감 홍보 지원 20,000 

산림해양과 402-01 양식장전동수레지원 양식장 전동수레 지원 △2,075 

축산과 소계 △48,750 

축산과 402-01 가금류 사육기반 확충 가금류 농가 차량 계근대 설치 지원 △27,000 

축산과 307-04 축산물 홍보지원 축산물 홍보 시식회 지원 △12,000 

축산과 307-02 한우농가 헬퍼(도우미) 지원 한우농가 헬퍼(도우미) 지원 △9,750 

안전총괄과 소계 △1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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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소계 280,000 

보건소 307-02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280,000 

농업기술센터 소계 △36,940 

농업기술센터 307-02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운영 농산물 가공 고품질 상품화 시범 △3,500 

농업기술센터 402-01 귀농정착지원 귀농인 농업기반조성 지원 △20,000 

농업기술센터 402-01 고품질과수안정생산기술보급 경제작물 개발 시범 △2,940 

농업기술센터 402-01 고품질채소안정생산기술보급 신소득작목발굴 실증재배 △3,500 

농업기술센터 307-04 특용작물육성 도시농업 연구회 전시 지원 △7,000 

문화시설사업소 소계 △6,500 

문화시설사업소 307-04 왕인박사현창사업 춘향제 지원 △4,000 

문화시설사업소 307-04 마한문화공원관리 남해신사 제례행사비 △2,500 

종합사회복지관 소계 △26,880 

종합사회복지관 307-11 왕인대학운영 왕인대학생 무료급식 △2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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