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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건 8,992,516 

기획감사실 1건 4,000 

기획감사실 307-02 청년동아리 지원사업(MTC) 4,000 우수

투자경제과 1건 20,000 

투자경제과 307-02 천연염색 명품체험 운영 20,000 매우우수

총무과 18건 297,800 

총무과 307-02 민주평통 시책사업(자매결연, 통일한마당 포함) 22,500 매우우수

총무과 307-02 민주평통 전산장비(컬러프린터) 구입 1,000 매우미흡

총무과 307-03 민주평통 영암군협의회 운영 지원
(행정실장활동비) 8,400 매우우수

총무과 307-04 군민의날 행사지원(옥외) 50,000 매우우수

총무과 402-01 신북면 자율방범대사 외관도색 및 바닥공사 20,000 우수

총무과 307-02 교통질서 확립 및 범죄없는 고장만들기 3,000 우수

총무과 307-02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 지원 5,000 우수

총무과 307-02 지역공동체 만들기 활동 지원 8,000 우수

총무과 307-03 새마을회 운영 및 조직관리 72,100 매우우수

총무과 307-04 새마을단체 각종대회 참석 운영비 2,300 미흡

총무과 307-04 새마을회 전산장비(컬러프린터) 구입 3,500 미흡

총무과 307-04 재활용경진대회 행사 운영 3,100 매우우수

총무과 307-02 포순이 봉사단 복장 지원(한국자유총연맹) 2,940 미흡

총무과 307-03 한국자유총연맹군지회 운영 및 조직관리 39,200 우수

총무과 307-04 통일대비 민주시민 교육 및 북한예술단 초청 6,000 미흡

총무과 307-04 6.25 전적지 탐방(한국자유총연맹) 3,920 미흡

총무과 307-03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 및 조직관리 40,840 우수

총무과 307-02 청소년지도 및 교육환경 조성 6,000 우수

문화관광과 46건 1,288,600 

문화관광과 307-02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보조금 15,000 보통

문화관광과 307-02 서예교육 및 전시회 지원 43,000 우수

문화관광과 307-02 지역문화예술 동호인활동 지원 12,000 보통

문화관광과 307-02 국악교육지원 3,000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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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307-02 영암문화유적 스케치행사 및 도록제작 40,000 우수

문화관광과 307-02 농촌사랑시화전 1,000 매우우수

문화관광과 307-02 영암 문학동인지 발간 지원 6,000 우수

문화관광과 307-04 남도3만리 그리운 내고향 전시 지원 9,000 보통

문화관광과 307-04 청소년오케스트라연주회 개최 14,000 우수

문화관광과 402-01 도갑사 지역문화공간 조성 26,400 보통

문화관광과 307-04 농촌마을 문화행사 지원 12,000 매우우수

문화관광과 402-01 희 문화창작공간 문화예술교육장 내부정비 40,000 보통

문화관광과 307-04 덕진여사 추모제 행사 지원 2,000 매우우수

문화관광과 307-04 열무정 사포계 소상사대회 지원 4,000 보통

문화관광과 307-04 영암군 연등문화행사 10,000 우수

문화관광과 307-04 도선국사문화예술제 10,000 매우우수

문화관광과 307-04 성탄문화행사 지원 30,000 매우우수

문화관광과 307-02 김창조 가야금산조 및 병창 전수자 공연행사 지원 15,000 보통

문화관광과 307-04 전국 김창조 국악대전 70,000 매우우수

문화관광과 307-04 가야금산조공연 20,000 매우우수

문화관광과 307-02 향교 석전대제 18,000 매우우수

문화관광과 307-02 전통제례문화 보급지원(서원,문화재,기타사우등) 16,400 매우우수

문화관광과 307-02 전통민속계승지원(도포,삼호2,신북) 8,000 보통

문화관광과 307-02 성현의 발자취 순례 8,000 보통

문화관광과 307-02 예절 및 선비문화 창달 지도교육 3,000 우수

문화관광과 307-02 예절교육 및 선현지교육 10,000 보통

문화관광과 307-02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전(기로연) 4,000 보통

문화관광과 307-02 향토문화 유적유물 보존 홍보 1,000 우수

문화관광과 307-02 인성학교 운영 10,000 보통

문화관광과 307-02 아천미술관 지원 5,000 우수

문화관광과 402-01 아천미술관 전시관 보수공사 47,000 보통

문화관광과 307-04 주민주도형 마을 관광축제 지원 50,000 우수

문화관광과 307-04 왕인문화축제 주차 및 교통통제 용역 40,000 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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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307-02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30,000 우수

문화관광과 307-03 지방문화원 운영지원 145,000 우수

문화관광과 307-02 문화학교 운영 30,000 매우우수

문화관광과 307-02 지역특성화 사회문화예술교육 20,000 우수

문화관광과 307-02 도갑사 입장료 보전금 30,000 우수

문화관광과 307-02 영암향교 교지 발간(207-01에서) 60,000 미흡

문화관광과 307-02 향교 원사록 발간(207-01에서) 50,000 미흡

문화관광과 402-01 갈곡들소리 전수관 정비 20,000 우수

문화관광과 402-01 장동사지 편찬 30,000 미흡

문화관광과 307-02 작은도서관 육성 사업비 36,000 매우우수

문화관광과 402-01 융성도서관 시설정비 지원 사업 19,800 매우우수

문화관광과 402-01 도갑사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95,000 보통

문화관광과 402-01 향토문화유산 보수 정비 120,000 우수

홍보체육과 22건 473,361 

홍보체육과 307-02 스포츠클럽 유료시설 지원 40,000 보통

홍보체육과 307-02 종목별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30,000 보통

홍보체육과 307-02 체육단체 경기출전 지원 42,000 보통

홍보체육과 307-02 생활체육 교실 운영 12,000 보통

홍보체육과 307-02 생활체육지도자 급식비 지원 6,160 우수

홍보체육과 307-02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대외활동 지원 8,000 보통

홍보체육과 307-02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 26,400 우수

홍보체육과 307-02 생활체육지도자 초과근무 지원 13,000 우수

홍보체육과 307-02 생활체육지도자 명절 휴가비 지원 4,400 우수

홍보체육과 307-03 영암군체육회 운영비 지원 40,000 보통

홍보체육과 307-03 영암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18,000 우수

홍보체육과 307-03 영암군 체육회 사무국장 4대보험료 및 퇴직급여 4,764 우수

홍보체육과 402-01 영암군 체육회 전산용품 구입 지원 2,400 미흡

홍보체육과 307-03 영암군 체육회 사무국장 명절 휴가비 지원 600 우수

홍보체육과 307-02 전남체전 참가 우수선수 발굴 및 훈련비 1,633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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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체육과 307-04 생활체육한마당(군 협회장기) 대회 개최 7,410 보통

홍보체육과 307-02 전라남도 체육대회 출전임원 단복비 지원 21,725 보통

홍보체육과 307-04 2020 영암군 코리아 슈퍼바이크 페스티벌 50,000 우수

홍보체육과 307-04 전남 모터사이클 페스티발 50,000 우수

홍보체육과 307-04 시니어바둑리그 참가 40,000 우수

홍보체육과 307-02 각종 운동부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 추진 9,500 우수

홍보체육과 307-04 동·하계 스토브리그 대회 개최 45,369 우수

주민복지과 33건 1,394,422 

주민복지과 307-03 장애인문화협회 영암군지회 운영지원 13,000 매우우수

주민복지과 307-03 지체장애인협회 영암군지회 운영지원 25,000 매우우수

주민복지과 307-03 시각장애인 영암군지회 운영지원 10,000 매우우수

주민복지과 307-03 장애인교통문화총연합회 운영지원 10,000 매우우수

주민복지과 307-03 농아인협회 영암군지회 운영 지원 3,000 매우우수

주민복지과 307-11 장애인 사회적응자활능력배양 산업시찰 경비지원 5,000 우수

주민복지과 307-11 전라남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지원 2,500 매우우수

주민복지과 307-02 사랑의 김치 담그기 12,000 매우우수

주민복지과 307-02 어려운 이웃 보듬이 지원 4,000 매우우수

주민복지과 307-02 재향군인회 사랑의 나눔봉사(빨래방 운영) 지원 3,000 우수

주민복지과 307-11 경로당 에어컨 청소 및 소독비 지원 21,280 매우우수

주민복지과 307-11 경로당 방역소독비 지원 21,830 매우우수

주민복지과 402-01 마을경로당 비품 구입 100,000 매우우수

주민복지과 402-01 마을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구입 120,000 우수

주민복지과 307-11 마을경로당 돋보기 안경 지원 10,000 미흡

주민복지과 307-11 경로당 부식비 지원 759,362 우수

주민복지과 402-01 노인요양시설 피난로 확보 기능보강사업 60,000 미흡

주민복지과 307-11 군 노인회 운영비 63,000 매우우수

주민복지과 307-11 전라남도 복지재단 기금 지원 1,600 매우우수

주민복지과 307-10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관리요원 활동비 1,920 우수

주민복지과 307-0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6,900 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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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307-03 대한상이군경회 영암군지회 운영비 21,000 우수

주민복지과 307-03 전몰군경유족회 영암군지회 운영비 13,000 우수

주민복지과 307-03 전몰군경미망인회 영암군지회 운영비 13,000 보통

주민복지과 307-03 무공수훈자회 영암군지회 운영비 13,000 우수

주민복지과 307-03 6.25참전유공자회 영암군지회 운영비 13,000 매우우수

주민복지과 307-03 월남전참전자회 영암군지회 운영비 13,000 우수

주민복지과 307-03 고엽제전우회 영암군지회 운영비 17,000 우수

주민복지과 307-03 재향군인회 영암군지회 운영비 13,000 매우우수

주민복지과 307-04 신년 충혼탑 참배행사 지원 2,000 우수

주민복지과 307-04 의병의날 기념행사 지원 1,230 보통

주민복지과 307-04 호국보훈의달 추념행사 지원 1,800 우수

주민복지과 307-04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 10,000 매우우수

여성가족과 15건 616,400 

여성가족과 307-10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추가) 지원 31,920 매우우수

여성가족과 402-01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36,000 우수

여성가족과 307-11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20,000 매우우수

여성가족과 307-11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만3세) 49,920 매우미흡

여성가족과 307-11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 지원 222,000 매우우수

여성가족과 307-1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192,000 매우우수

여성가족과 307-11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2,400 매우우수

여성가족과 307-11 가정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2,000 매우우수

여성가족과 307-11 가정어린이집 외 냉난방비 지원 11,600 매우우수

여성가족과 402-01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 20,000 매우우수

여성가족과 307-10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컴퓨터실 인터넷 사용료 600 매우우수

여성가족과 307-11 건가다가 지원센터 모국어 초기상담원 지원 7,200 매우우수

여성가족과 307-11 건가다가 지원센터 교육생 자녀돌보미 지원 5,760 우수

여성가족과 307-11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실 10,000 우수

여성가족과 307-11 다문화 아버지학교 운영 5,000 미흡

환경보전과 1건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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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과 307-04 자연보호 실천 행사추진 6,000 우수

친환경농업과 44건 2,903,200 

친환경농업과 307-02 농업경영인회 으뜸농산물 한마당 행사 4,000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307-02 농업경영인회 수매 콜서비스 22,000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402-01 농업경영인회 수매 콜서비스 지게차 지원 50,000 우수

친환경농업과 402-01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 10,000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402-01 벼 육묘상자 구입비 지원 20,000 보통

친환경농업과 402-01 FTA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 422,000 미흡

친환경농업과 402-01 벼 보급종 생산단지 곡물건조기 지원 10,000 우수

친환경농업과 402-01 곡물건조기용 집진기 지원 105,000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402-01 농업용 드론 지원 22,500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402-01 인력절감형 농기계 지원 250,000 우수

친환경농업과 307-02 벼 재배농가 톤백포장재 지원 192,000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402-01 벼 건조시설(dsc) 설치 지원 100,000 미흡

친환경농업과 402-01 농산물 유통기반 시설확충(건조기) 45,000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402-01 농산물 유통기반 시설확충(가공장비) 10,000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402-01 전통식품 인프라 구축사업 31,800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307-02 식품업체 경쟁력강화(특성화) 사업 30,000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402-01 식품업체 시설보완 지원 40,000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307-02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지원
(보육시설) 140,000 우수

친환경농업과 307-02 소비자 초청 농촌체험행사 10,000 미흡

친환경농업과 307-04 농특산물 직판행사 추진 23,000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307-02 농산물 포장재 박스 지원 295,000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307-02 농산물 포장재 박스 테이프 지원 15,000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307-02 농산물 박스테이프 접착기 지원 18,000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307-02 로컬푸드 생산농산물 순회수집차량 유류비 지원 6,000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402-01 로컬푸드 보관 저온저장고 구입비 지원 4,800 미흡

친환경농업과 402-01 로컬푸드 직매장 기자재 구입비 지원 4,000 미흡

친환경농업과 307-02 꾸러미 포장재 지원 3,700 매우우수

6



2020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목록

비고평가결과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편성액

친환경농업과 307-02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135,000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402-01 원예용 시설장비 지원(원예용 관정) 70,000 우수

친환경농업과 402-01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 사업 150,000 우수

친환경농업과 307-02 채소 가격안정제 지원 사업 50,000 우수

친환경농업과 307-02 배 재배농가 기능성 자재 지원 100,000 우수

친환경농업과 307-02 기능성 단감 육성 사업 30,000 우수

친환경농업과 307-02 배 과원정비 지원 사업 30,000 우수

친환경농업과 307-02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 사업 30,000 미흡

친환경농업과 307-02 무화과 총채벌레 시장격리 처리비 지원 50,000 우수

친환경농업과 307-02 무화과 잡초방지용 부직포 지원 30,000 우수

친환경농업과 307-02 무화과 동해방지용 부직포 지원 60,000 우수

친환경농업과 307-02 무화과 친환경 재배농가 농기자재 지원 30,000 우수

친환경농업과 307-02 무화과 재배농가 농기자재 지원 90,000 우수

친환경농업과 307-02 코로나19 대응 수출농산물 긴급 지원(화훼농가) 32,400 보통

친환경농업과 307-02 잎담배 경작농가 농자재 지원 20,000 매우우수

친환경농업과 402-01 1읍면 1특품사업 100,000 우수

친환경농업과 307-02 과실류(배) 가공용 수매지원 12,000 우수

산림해양과 9건 323,001 

산림해양과 307-02 대봉감(말랭이,곶감) 홍보용 샘플 가공품 제작 지원 120,000 매우우수

산림해양과 307-02 떫은감 염료추줄 염색체험 지원 20,000 매우우수

산림해양과 307-02 떫은감 가공품 포장용기 지원 4,001 매우우수

산림해양과 307-02 대봉감 미숙과 수매비 지원 70,000 매우우수

산림해양과 307-02 대봉감 택배비 지원 25,000 매우우수

산림해양과 402-01 떫은감 가공시설 장비 지원 25,000 매우우수

산림해양과 402-01 대봉감 생산장비 지원 35,000 매우우수

산림해양과 402-01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 지원사업 20,000 매우우수

산림해양과 402-01 양식장 전동수레 지원 4,000 매우우수

축산과 19건 600,850 

축산과 402-01 가금농가 개폐기 지원 32,500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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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 402-01 자가 발전시설 설치 지원 20,000 매우우수

축산과 402-01 가금류 농가 차량 계근대 설치 지원 9,000 우수

축산과 307-02 반려동물 내장형식별장치 등록 지원 1,000 미흡

축산과 402-01 소보정기(목걸이) 설치지원 21,000 매우우수

축산과 402-01 축사 환풍기 지원 78,750 매우우수

축산과 307-02 한우 면역증강제 지원 40,000 매우우수

축산과 402-01 조사료 생산 볏짚 비닐대 지원 35,100 매우우수

축산과 402-01 조사료 배합기 지원 72,000 매우우수

축산과 307-02 축산물 유통 컨설팅 지원 75,000 보통

축산과 307-02 가축 기생충 구제 지원 12,000 우수

축산과 307-02 영암한우 판매촉진 및 홍보 지원 10,000 우수

축산과 402-01 차단방역시설 지원 50,000 매우우수

축산과 402-01 오리왕겨 살포기 지원 19,500 매우우수

축산과 402-01 한우농가 방역 동력분무기 지원 21,000 매우우수

축산과 402-01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70,000 우수

축산과 307-02 야생화 된 유기견(들개) 구조,포획,보호비 10,000 우수

축산과 307-02 유기동물 인도적처리 및 폐기물처리 20,000 우수

축산과 307-02 유기동물 진료 및 치료 4,000 우수

안전총괄과 1건 15,000 

안전총괄과 307-03 목포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15,000 매우우수

건설교통과 6건 59,356 

건설교통과 307-02 버스터미널 냉난방비 지원 12,500 우수

건설교통과 307-02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7,656 우수

건설교통과 307-02 교통기초질서 및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7,000 우수

건설교통과 307-02 어린이대상 교통질서운동 5,000 우수

건설교통과 402-01 영암터미널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17,600 매우우수

건설교통과 402-01 택시 운수종사자 휴식 시설 설치 9,600 우수

도시개발과 13건 553,000 

도시개발과 402-01 슬레이트주택 지붕 해체지원(주택사업특별회계) 30,000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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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과 402-01 영암읍 서남1리 마을회관 증축 20,000 우수

도시개발과 402-01 도포면 길고지마을 회관 증축 20,000 우수

도시개발과 402-01 신북면 금동마을 회관 증축 20,000 우수

도시개발과 402-01 금정면 세류리 원세류마을 회관 신축 75,000 우수

도시개발과 402-01 신북면 월평9리 마을회관 구입 및 리모델링 75,000 우수

도시개발과 402-01 신북면 갈곡4리 과원동 마을회관 증축 35,000 우수

도시개발과 402-01 시종면 봉소2리 조동마을 회관 신축 75,000 우수

도시개발과 402-01 미암면 신한2리 신정마을회관 증축 30,000 우수

도시개발과 402-01 영암읍 역리 4리 영신아파트 회관 구입 75,000 우수

도시개발과 402-01 주택내부구조개선사업
(화장실,욕실,부엌) 65,000 보통

도시개발과 402-01 농촌현장 포럼사업(전환) 20,000 우수

도시개발과 402-01 도포면 성산 야기네마을회관 화장실 증축공사 13,000 우수

농업기술센터 19건 356,526 

농업기술센터 402-01 농산물가공상품화 지원사업 5,000 우수

농업기술센터 307-02 농촌지도자회 읍면전략작목 육성 10,000 매우우수

농업기술센터 307-02 여성농업인단체 우량종자 증식포 사업(전통작물) 10,000 우수

농업기술센터 402-01 영농4-H회원 시범영농 지원 4,800 우수

농업기술센터 402-01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 2,880 우수

농업기술센터 307-02 농촌지도자 활성화 교육 4,800 우수

농업기술센터 307-02 학교4-H회 과제활동 지원 1,700 우수

농업기술센터 307-02 4-H고품질 벼재배 학습포 조성 2,000 매우우수

농업기술센터 307-02 귀농인 품목별 학습동아리 지원 15,000 매우우수

농업기술센터 402-01 귀농귀촌인 빈집(주택)수리비 지원 15,000 매우우수

농업기술센터 402-01 귀농인의집 수리비 지원 8,000 매우우수

농업기술센터 402-01 드론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 시범 28,000 보통

농업기술센터 402-01 침수상습지 벼 흰잎마름병 예방 실증시범 17,500 매우우수

농업기술센터 307-02 배 결실안정 인공수분 지원 40,000 매우우수

농업기술센터 402-01 기능성광물 이용 근권토양개선 시범 50,000 미흡

농업기술센터 402-01 고소득 특화작목 개발 시범 9,779 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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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402-01 소비자 선호 만감류 재배 시범 105,000 매우우수

농업기술센터 402-01 신소득작목발굴 실증재배 20,067 우수

농업기술센터 307-04 도시농업 연구회 전시 지원 7,000 매우우수

문화시설사업소 5건 81,000 

문화시설사업소 307-02 성기동 책자 제작 14,000 매우우수

문화시설사업소 307-02 종요천자문 외 4종 합본 및 별쇄본 발간 사업 18,500 매우우수

문화시설사업소 307-02 왕인학당 예절 체험프로그램 운영 24,000 매우우수

문화시설사업소 307-04 왕인박사 학술대회 개최 20,000 매우우수

문화시설사업소 307-04 남해신사 제례행사비 4,500 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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