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입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총 계 123,727,492 136,026,888 △12,299,396

500 보조금 123,727,492 136,026,888 △12,299,396

510 국고보조금등 105,394,837 118,216,227 △12,821,390

511 국고보조금등 105,394,837 118,216,227 △12,821,390

511-01 국고보조금 61,505,717 74,649,689 △13,143,972

[ 일반회계 ] 61,505,717 74,649,689 △13,143,972

< 세무회계과 > 61,505,717 74,649,689 △13,143,972

○ 교육부 29,000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29,000

○ 식품의약품안전처 104,722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00,000

＊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 감시단 활동비 3,000

＊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842

＊ 위생업소관리 현장보급장비 사용료 880

○ 외교부 17,023

＊ 여권업무 기초대행기관 운영 17,023

○ 법무부 36,999

＊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36,999

○ 안전행정부 140,414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46,028

＊ 마을기업육성사업 55,000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급여 22,670

＊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7,338

＊ 자치단체 종합장애대응체계 구축지원 2,658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6,720

○ 국민안전처 666,177

＊ 민방위교육훈련사업 2,787

＊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570

＊ 기초 재난대응 훈련 2,000

＊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3,600

＊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2,220

＊ 소안비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00,000

＊ 약산 해동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50,000

＊ 2017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5,000

29,000,000원

100,000,000원

3,000,000원

842,000원

880,000원

17,023,000원

36,999,000원

46,028,000원

55,000,000원

22,670,000원

7,338,000원

2,658,000원

6,720,000원

2,787,000원

570,000원

2,000,000원

3,600,000원

2,220,000원

500,000,000원

150,000,000원

5,000,000원



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문화체육관광부 11,923

＊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11,923

○ 문화재청 326,100

＊ 국가지정 문화재보수정비 184,100

＊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10,500

＊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128,000

＊ 자연유산 민속행사 3,500

○ 농림축산식품부 2,188,587

＊ 농촌유학 지원사업 13,000

＊ 완도 바다의 향 추억의 사진첩 제작 66,000

＊ 경관보전직불제 67,798

＊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22,600

＊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지원 2,869

＊ 농촌체험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 지원 2,000

＊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사업 1,540

＊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사무장 채용 지원 14,400

＊ 친환경농자재지원(유기질비료) 567,292

＊ 친환경농자재지원(토양개량제) 256,616

＊ 밭농업직불제 33,536

＊ 친환경농업직불제 44,375

＊ GAP인증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재배토양, 재배용수 검

사비지원 2,322

＊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2,264

＊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 19,932

＊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12,180

＊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요금 5,643

＊ 구제역 예방약품(영세농) 31,740

＊ 구제역 예방약품(전업농) 6,230

＊ 살처분 보상금 지원 16,000

＊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 지원 250

＊ 노화구석지구 배수개선사업 1,000,000

○ 농촌진흥청 178,880

＊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 4,720

＊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3,700

11,923,000원

184,100,000원

10,500,000원

128,000,000원

3,500,000원

13,000,000원

66,000,000원

67,798,000원

22,600,000원

2,869,000원

2,000,000원

1,540,000원

14,400,000원

567,292,000원

256,616,000원

33,536,000원

44,375,000원

2,322,000원

2,264,000원

19,932,000원

12,180,000원

5,643,000원

31,740,000원

6,230,000원

16,000,000원

250,000원

1,000,000,000원

4,720,000원

3,700,000원



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4,000

＊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10,000

＊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8,000

＊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2,000

＊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800

＊ 신규농업인(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5,000

＊ 신규농업인(귀농귀촌)현장 실습교육 지원 15,000

＊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580

＊ 우리쌀이용 식품 가공 기술교육 2,250

＊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14,500

＊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 11,000

＊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 1,050

＊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18,000

＊ 온실빗물이용 시설원예 안정생산 시범 25,000

＊ 클로렐라 등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고품질 친환경원예

작물 생산시범 15,000

＊ 강소농 육성지원 18,000

＊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 5,000

＊ 농가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지원 1,500

＊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7,500

＊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2,280

＊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4,000

○ 산림청 2,402,643

＊ 숲가꾸기사업 1,360,707

- 숲가꾸기 986,282

- 어린나무가꾸기 69,414

- 조림지가꾸기 191,809

- 산림바이오매스산물수집단 94,704

- 산림자원조사단 18,498

＊ 조림사업 725,395

- 바이오순환림 18,241

- 목재생산조림 41,995

- 특용수조림 22,187

4,000,000원

10,000,000원

8,000,000원

2,000,000원

800,000원

5,000,000원

15,000,000원

580,000원

2,250,000원

14,500,000원

11,000,000원

1,050,000원

18,000,000원

25,000,000원

15,000,000원

18,000,000원

5,000,000원

1,500,000원

7,500,000원

2,280,000원

4,000,000원

986,282,000원

69,414,000원

191,809,000원

94,704,000원

18,498,000원

18,241,000원

41,995,000원

22,187,000원



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유휴토지조림 79,875

- 큰나무공익조림 58,335

- 산림재해방지조림 83,200

- 섬지역산림가꾸기 301,845

- 황칠특화림 100,750

- 조림지설계감리 18,967

＊ 펠릿보일러 보급 14,000

＊ 산림서비스도우미 8,054

＊ 산림재해일자리단기 204,716

＊ 산불예방체계 및 구축 운영 24,000

＊ 산불진화체계 및 구축 운영 34,588

＊ 일반병해충방제 21,653

＊ 산림병해충방제 9,530

○ 산업통상자원부 108,192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108,192

○ 보건복지부 35,144,375

＊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드림스타트사업)

268,200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540,864

＊ 기초생활 보장 해산·장제급여 58,560

＊ 긴급복지지원사업 116,746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지원 148,130

＊ 차상위정부양곡 할인지원 282,016

＊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45,486

＊ 사례관리사업 운영 7,500

＊ 읍면 사례관리 업무추진 운영비 8,400

＊ 읍면 통합사례관리 지원 10,500

＊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7,560

＊ 자활사업 604,875

＊ 완도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135,857

＊ 희망,내일키움 통장사업 33,820

＊ 가사간병 방문자 지원사업 48,000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20,000

＊ 경로당 특별난방비지원 112,875

79,875,000원

58,335,000원

83,200,000원

301,845,000원

100,750,000원

18,967,000원

14,000,000원

8,054,000원

204,716,000원

24,000,000원

34,588,000원

21,653,000원

9,530,000원

108,192,000원

268,200,000원

3,540,864,000원

58,560,000원

116,746,000원

148,130,000원

282,016,000원

45,486,000원

7,500,000원

8,400,000원

10,500,000원

7,560,000원

604,875,000원

135,857,000원

33,820,000원

48,000,000원

320,000,000원

112,875,000원



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경로당 양곡지원 25,284

＊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비지원 7,775

＊ 양로시설 운영지원 138,324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793,772

＊ 노인돌봄서비스사업(종합,단기가사) 389,844

＊ 노인돌봄서비스사업(기본) 313,613

＊ 기초연금 지원사업 19,008,311

＊ 독거노인 및 중중장애인 응급안전 돌봄사업

23,786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1,729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09,925

＊ 특수목적형 지원 7,776

＊ 토요운영지원 5,184

＊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20,021

＊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87,360

＊ 입양아동 양육수당 17,212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8,925

＊ 영유아보육료 지원 2,212,784

＊ 어린이집 운영지원 29,630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55,595

＊ 가정양육수당 지원 985,679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720,840

＊ 어린이집 기능보강 18,000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 88,482

＊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 1,000

＊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45,360

＊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 28,814

＊ 장애인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 9,604

＊ 장애수당(기초) 지원 147,517

＊ 장애수당(차상위등) 지원 249,764

＊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411,364

＊ 장애인의료비 지원 57,873

＊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2,580

＊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784

25,284,000원

7,775,000원

138,324,000원

793,772,000원

389,844,000원

313,613,000원

19,008,311,000원

23,786,000원

1,729,000원

309,925,000원

7,776,000원

5,184,000원

20,021,000원

87,360,000원

17,212,000원

8,925,000원

2,212,784,000원

29,630,000원

255,595,000원

985,679,000원

1,720,840,000원

18,000,000원

88,482,000원

1,000,000원

45,360,000원

28,814,000원

9,604,000원

147,517,000원

249,764,000원

1,411,364,000원

57,873,000원

2,580,000원

784,000원



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100

＊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397,126

＊ 활동보조 가산급여 708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39,440

＊ 공공후견 활동비용지원 978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664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100,000

＊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125,000

＊ 저소득층 기저귀·조재분유 지원사업 9,316

＊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289,843

＊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863

＊ 감염병전문가교육훈련 교육비 3,437

＊ 지역응급의료협력체계지원사업 1,000

○ 환경부 8,908,872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민원봉사과) 47,040

＊ 주택슬레이트 처리지원 144,232

＊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1,400

＊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1,800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2,000

＊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6,000

＊ 전기자동차 보급 70,000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2,500

＊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금당면) 825,000

＊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생일면) 825,000

＊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금일읍) 781,000

＊ 폐비닐수거보상금 지원 2,000

＊ 공동집하장 설치 3,000

＊ 소안 비자 면단위 하수처리 설치사업 135,000

＊ 청산면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422,000

＊ 완도군 노후관로 정비사업 834,000

＊ 금일 사동, 약산 당목 마을하수처리시설

1,361,000

＊ 완도군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시설 3,435,900

○ 고용노동부 232,000

2,100,000원

397,126,000원

708,000원

39,440,000원

978,000원

664,000원

100,000,000원

125,000,000원

9,316,000원

289,843,000원

863,000원

3,437,000원

1,000,000원

47,040,000원

144,232,000원

1,400,000원

1,800,000원

12,000,000원

6,000,000원

70,000,000원

2,500,000원

825,000,000원

825,000,000원

781,000,000원

2,000,000원

3,000,000원

135,000,000원

422,000,000원

834,000,000원

1,361,000,000원

3,435,900,000원



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32,000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00,000

○ 여성가족부 462,661

＊ 청소년문화존운영지원(어울림마당) 11,200

＊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 3,500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81,520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207,160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4,871

＊ 아이돌봄지원사업 154,410

○ 국토교통부 1,768,632

＊ 지적재조사 사업 53,000

＊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50,000

＊ 주거급여 1,639,932

＊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5,700

＊ 장애인콜택시 구입 20,000

○ 해양수산부 8,778,517

＊ 한국수산벤처대학 운영 82,770

＊ 수산계고교 특성화 150,000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행정비) 27,980

＊ 물김세척수 정수시설 200,000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324,000

＊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411,000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21,600

＊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민간경상) 82,000

＊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민간자본) 170,000

＊ 방치선박 정리지원 10,000

＊ 적조방제사업 200,000

＊ 2017 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1,800,000

＊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사업 100,000

＊ 친환경부표 보급지원사업 336,923

＊ 어업자원자율관리 공동체지원사업 50,000

＊ 수산동물질병예방백신공급사업 502,700

＊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히트펌프) 3,337,200

＊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인버터시범) 546,446

32,000,000원

200,000,000원

11,200,000원

3,500,000원

81,520,000원

207,160,000원

4,871,000원

154,410,000원

53,000,000원

50,000,000원

1,639,932,000원

5,700,000원

20,000,000원

82,770,000원

150,000,000원

27,980,000원

200,000,000원

324,000,000원

411,000,000원

21,600,000원

82,000,000원

170,000,000원

10,000,000원

200,000,000원

1,800,000,000원

100,000,000원

336,923,000원

50,000,000원

502,700,000원

3,337,200,000원

546,446,000원



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연안어업 주조조정사업 108,000

＊ 어선용 LED등 설치, 교체 지원 10,000

＊ 저효율 노후기관장비설비 설치교체 94,898

＊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 105,000

＊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100,000

＊ 귀어촌 홈스테이 사업 8,000

108,000,000원

10,000,000원

94,898,000원

105,000,000원

100,000,000원

8,000,000원

511-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1,982,810 41,489,699 493,111

[ 일반회계 ] 41,982,810 41,489,699 493,111

< 세무회계과 > 41,982,810 41,489,699 493,111

○ 문화재청 150,000

＊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 150,000

○ 중소기업청 900,000

＊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900,000

○ 국민안전처 291,000

＊ 고금 청학 소하천 정비사업 101,000

＊ 완도 소가용 소하천 정비사업 10,000

＊ 완도 소가용(2지구) 소하천 정비사업 180,000

○ 고용노동부 137,496

＊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사업비 116,496

＊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 지원 21,000

○ 문화체육관광부 1,914,000

＊ 문화예술의전당 정부지급금 494,000

＊ 중앙초등학교 운종장(인조잔디) 조성 350,000

＊ 완도군 실내체육관 건립 400,000

＊ 17년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사업 20,000

＊ 군외 수목원~천둥골 생태녹색 관광지 조성

350,000

＊ 소안 이목 해양생태공원 조성 300,000

○ 농림축산식품부 26,755,690

＊ 향토산업 육성지원(청산도 슬로푸드 명품화사업)

400,000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노화내리~방축)

1,024,000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노화염등~대당)

250,000

150,000,000원

900,000,000원

101,000,000원

10,000,000원

180,000,000원

116,496,000원

21,000,000원

494,000,000원

350,000,000원

400,000,000원

20,000,000원

350,000,000원

300,000,000원

400,000,000원

1,024,000,000원

250,000,000원



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흙수로 구조화사업 83,000

＊ 약산 당목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25,000

＊ 월부 당목 서성 시군역량강화 70,000

＊ 농촌공동체 활성화지원(현장포럼) 7,000

＊ 밭기반정비사업 1,151,000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330,000

＊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551,000

＊ 완도읍 군내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955,000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337,000

＊ 성장촉진지역개발(도서개발사업) 10,749,900

＊ 성장촉진지역개발(연도교사업) 2,968,790

＊ 권역단위 종합개발 2,114,000

＊ 지자체관리(지방) 어항건설 1,500,000

＊ 완도 죽청 농공단지 개보수사업 240,000

○ 산림청 3,532,524

＊ 나무은행 80,000

＊ 도시숲조성사업 660,000

- 산림공원조성 400,000

- 가로수조성 100,000

- 명상숲조성 30,000

- 명품가로숲길조성 100,000

- 복합산림경관숲조성 30,000

＊ 치유의숲 조성 800,000

＊ 생활권등산로정비 100,000

＊ 등산로 연결 500,000

＊ 동망산 생태문화탐방로조성 400,000

＊ 생일 백운산 생태탐방로조성 200,000

＊ 임도사업 792,524

○ 보건복지부 69,60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비용 위탁금 69,600

○ 국토교통부 800,000

＊ 주차환경개선사업 800,000

○ 해양수산부 7,120,000

＊ 해양생태체험관 건립사업 1,500,000

83,000,000원

25,000,000원

70,000,000원

7,000,000원

1,151,000,000원

330,000,000원

551,000,000원

2,955,000,000원

2,337,000,000원

10,749,900,000원

2,968,790,000원

2,114,000,000원

1,500,000,000원

240,000,000원

80,000,000원

400,000,000원

100,000,000원

30,000,000원

100,000,000원

30,000,000원

800,000,000원

100,000,000원

500,000,000원

400,000,000원

200,000,000원

792,524,000원

69,600,000원

800,000,000원

1,500,000,000원



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900,000

＊ 수산물 중형저온저장시설사업 200,000

＊ 신지명사십리 연안정비사업 800,000

＊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200,000

＊ 양식어장 정화사업 400,000

＊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60,000

＊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120,000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400,000

＊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280,000

＊ 해삼 씨부림 지원사업 200,000

＊ 해삼 서식기반 조성사업 160,000

＊ 소형어선 잉양기 설치 600,000

＊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설치 800,000

＊ 어촌권역 다기능 공간조성사업 200,000

＊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 100,000

＊ 어류안정성구축 200,000

○ 농촌진흥청 312,500

＊ 농촌지도 기반조성 100,000

＊ 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지원 25,000

＊ 농촌 교육농장 육성 22,500

＊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165,000

900,000,000원

200,000,000원

800,000,000원

200,000,000원

400,000,000원

60,000,000원

120,000,000원

400,000,000원

280,000,000원

200,000,000원

160,000,000원

600,000,000원

800,000,000원

200,000,000원

100,000,000원

200,000,000원

100,000,000원

25,000,000원

22,500,000원

165,000,000원

511-03 기금 1,906,310 2,076,839 △170,529

[ 일반회계 ] 1,906,310 2,076,839 △170,529

< 세무회계과 > 1,906,310 2,076,839 △170,529

○ 문화체육관광부 119,425

＊ 한문연 공모사업 36,000

＊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급여 51,216

＊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급여 12,804

＊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13,800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 5,605

○ 농림축산식품부 222,595

＊ 농지이용관리지원 30,482

＊ 가축분뇨 처리 4,000

＊ 쇠고기이력추적제 귀표장착비 18,135

36,000,000원

51,216,000원

12,804,000원

13,800,000원

5,605,000원

30,482,000원

4,000,000원

18,135,000원



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공동방제단 운영 67,978

＊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92,000

＊ 볏짚용 비닐대 지원 10,000

○ 산림청 130,000

＊ 녹색복지공간조성 130,000

○ 보건복지부 1,163,492

＊ 방학중 아동급식 85,536

＊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22,486

＊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 27,009

＊ 암환자 의료비지원 22,303

＊ 재가암환자 관리 4,943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32,412

＊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85,400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15,000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9,327

＊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비 6,038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1,324

＊ 영유아 건강진단 1,958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5,255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1,670

＊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453

＊ 난임부부지원 49,700

＊ 고위험 인산부 의료비지원 3,000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600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184

＊ 만성질환관리사업 교육 1,500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 271,070

＊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49,426

＊ 에이즈진단시약 구매 586

＊ 보건소결핵관리사업 13,042

＊ 보건소결핵환자관리사업 15,811

＊ 발열성질환 예방관리 4,400

＊ 생물테러 대응 교육 훈련비 1,700

＊ 재난의료지원팀 운영 700

67,978,000원

92,000,000원

10,000,000원

130,000,000원

85,536,000원

22,486,000원

27,009,000원

22,303,000원

4,943,000원

32,412,000원

85,400,000원

15,000,000원

19,327,000원

6,038,000원

1,324,000원

1,958,000원

5,255,000원

1,670,000원

453,000원

49,700,000원

3,000,000원

600,000원

184,000원

1,500,000원

271,070,000원

149,426,000원

586,000원

13,042,000원

15,811,000원

4,400,000원

1,700,000원

700,000원



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지원 377

＊ 어린이예방접종사업 약품 구입 60,697

＊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접종비 100,864

＊ 성인예방접종약품구입 42,818

＊ 성인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접종비 82,727

＊ 예방접종 등록관리팀 운영 11,491

＊ 구강건강관리사업 21,685

○ 환경부 17,793

＊ 석면피해 구제급여 17,793

○ 여성가족부 233,005

＊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10,320

＊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1,400

＊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1,000

＊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76,919

＊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 45,050

＊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운영 12,846

＊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85,470

○ 산업통상자원부 20,000

＊ 2017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0,000

377,000원

60,697,000원

100,864,000원

42,818,000원

82,727,000원

11,491,000원

21,685,000원

17,793,000원

10,320,000원

1,400,000원

1,000,000원

76,919,000원

45,050,000원

12,846,000원

85,470,000원

20,000,000원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18,332,655 17,810,661 521,994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18,332,655 17,810,661 521,994

521-01 시ㆍ도비보조금등 18,332,655 17,810,661 521,994

[ 일반회계 ] 18,332,655 17,810,661 521,994

< 세무회계과 > 18,332,655 17,810,661 521,994

○ 식품의약품안전처 51,921

＊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 감시단 활동비 1,500

＊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50,000

＊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421

○ 행정자치부 49,826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9,576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3,750

＊ 마을기업육성사업 26,500

1,500,000원

50,000,000원

421,000원

9,576,000원

13,750,000원

26,500,000원



장: 500 보조금

관: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국민안전처 7,848

＊ 민방위교육훈련사업 2,395

＊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399

＊ 기초 재난대응 훈련 1,000

＊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1,554

＊ 2017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2,500

○ 문화체육관광부 1,774

＊ 스포츠바우처사업 1,774

○ 문화재청 87,670

＊ 국가지정 문화재보수정비 23,670

＊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64,000

○ 농림축산식품부 2,173,446

＊ 농촌유학 지원사업 6,500

＊ 경관보전직불제 8,717

＊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지원 860

＊ 농촌체험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 지원 360

＊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사업 277

＊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사무장 채용지원 4,320

＊ 친환경농자재지원(토양개량제) 32,994

＊ GAP인증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재배토양, 재배용수 검

사비지원 299

＊ 향통산업 육성사업(청산도 슬로푸드 명품화사업)

48,000

＊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 2,834

＊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5,446

＊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요금 1,129

＊ 구제역 예방약품(영세농) 4,095

＊ 구제역 예방약품(전업농) 801

＊ 쇠고기이력추적제 귀표장착비 5,441

＊ 공동방제단 운영 20,393

＊ 살처분 보상금 지원 2,000

＊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노화 내리~방축)

104,000

＊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노화염등~대당)

25,000

2,395,000원

399,000원

1,000,000원

1,554,000원

2,500,000원

1,774,000원

23,670,000원

64,000,000원

6,500,000원

8,717,000원

860,000원

360,000원

277,000원

4,320,000원

32,994,000원

299,000원

48,000,000원

2,834,000원

5,446,000원

1,129,000원

4,095,000원

801,000원

5,441,000원

20,393,000원

2,000,000원

104,000,000원

25,000,000원



장: 500 보조금

관: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밭기반정비사업 143,875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42,000

＊ 성장촉진지역개발(도서종합개발) 1,078,000

＊ 성장촉진지역개발(연도교사업) 636,105

○ 산림청 771,496

＊ 숲가꾸기사업 406,813

- 숲가꾸기 295,884

- 어린나무가꾸기 20,824

- 조림지가꾸기 57,543

- 산림바이오매스산물수집단 27,597

- 산림자원조사단 4,965

＊ 조림사업 240,758

- 바이오순환림 4,793

- 목재생산조림 15,032

- 특용수조림 14,378

- 유휴토지조림 11,982

- 큰나무공익조림 17,500

- 산림재해방지조림 52,502

- 섬지역산림가꾸기 90,553

- 황칠특화림 30,225

- 조림지설계감리 3,793

＊ 산림재해일자리단기 91,082

＊ 산불예방체계구축 및 운영 10,800

＊ 산불진화체계구축 및 운영 15,565

＊ 일반병해충 방제 3,620

＊ 산림병해충방제 2,858

○ 보건복지부 4,664,254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42,608

＊ 기초생활 보장 해산·장제급여 7,320

＊ 긴급복지지원사업 14,592

＊ 차상위정부양곡 할인지원 35,252

＊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22,743

＊ 사례관리사업 운영 2,250

＊ 읍면사례관리 업무추진 운영비 1,800

143,875,000원

42,000,000원

1,078,000,000원

636,105,000원

295,884,000원

20,824,000원

57,543,000원

27,597,000원

4,965,000원

4,793,000원

15,032,000원

14,378,000원

11,982,000원

17,500,000원

52,502,000원

90,553,000원

30,225,000원

3,793,000원

91,082,000원

10,800,000원

15,565,000원

3,620,000원

2,858,000원

442,608,000원

7,320,000원

14,592,000원

35,252,000원

22,743,000원

2,250,000원

1,800,000원



장: 500 보조금

관: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읍면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2,250

＊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1,620

＊ 자활사업 75,609

＊ 완도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19,408

＊ 희망,내일키움 통장사업 4,228

＊ 가사간병 방문자 지원사업 4,800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2,000

＊ 경로당 특별난방비지원 112,875

＊ 경로당 양곡지원 25,284

＊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비지원 7,775

＊ 양로시설 운영지원 17,784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317,559

＊ 노인돌봄서비스사업(종합,단기가사) 83,538

＊ 노인돌봄서비스사업(기본) 67,203

＊ 기초연금 지원 사업 422,407

＊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돌봄사업

11,893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370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23,970

＊ 특수목적형 지원 3,110

＊ 토요운영 지원 2,074

＊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8,008

＊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34,944

＊ 입양아동 양육지원 3,688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1,913

＊ 영유아보육료 지원 595,750

＊ 어린이집 운영지원 14,814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27,798

＊ 가정양육수당 지원 265,375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860,420

＊ 어린이집 기능보강 9,000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 44,241

＊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 500

＊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22,680

2,250,000원

1,620,000원

75,609,000원

19,408,000원

4,228,000원

4,800,000원

32,000,000원

112,875,000원

25,284,000원

7,775,000원

17,784,000원

317,559,000원

83,538,000원

67,203,000원

422,407,000원

11,893,000원

370,000원

123,970,000원

3,110,000원

2,074,000원

8,008,000원

34,944,000원

3,688,000원

1,913,000원

595,750,000원

14,814,000원

127,798,000원

265,375,000원

860,420,000원

9,000,000원

44,241,000원

500,000원

22,680,000원



장: 500 보조금

관: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 14,407

＊ 장애인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 4,802

＊ 장애수당(기초) 지급 31,611

＊ 장애수당(차상위등) 지급 53,520

＊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241,948

＊ 장애인 의료비 지원 7,234

＊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392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450

＊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85,098

＊ 활동보조 가산급여 152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8,452

＊ 공공후견 활동비용지원 122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143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30,000

＊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37,500

＊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8,103

＊ 암환자 의료비 지원 6,691

＊ 재가암환자 관리 1,483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6,206

＊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25,620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4,500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5,798

＊ 난임부부지원 24,850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1,500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300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92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 54,214

＊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431

＊ 보건소결핵관리사업 6,521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비용 위탁금 6,960

＊ 저소득층 기저귀·조재분유 지원사업 4,658

＊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72,462

＊ 발열성질환 예방관리 4,400

＊ 생물테러 대응 교육 훈련비 510

14,407,000원

4,802,000원

31,611,000원

53,520,000원

241,948,000원

7,234,000원

392,000원

450,000원

85,098,000원

152,000원

8,452,000원

122,000원

143,000원

30,000,000원

37,500,000원

8,103,000원

6,691,000원

1,483,000원

16,206,000원

25,620,000원

4,500,000원

5,798,000원

24,850,000원

1,500,000원

300,000원

92,000원

54,214,000원

431,000원

6,521,000원

6,960,000원

4,658,000원

72,462,000원

4,400,000원

510,000원



장: 500 보조금

관: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지역사회 중심금연지원서비스 29,885

＊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지원 377

＊ 성인예방접종약품구입 21,409

○ 환경부 66,574

＊ 슬레이트 처리지원(민원봉사과) 9,408

＊ 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28,846

＊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1,200

＊ 폐비닐수거보상금 지원 1,848

＊ 공동집하장설치 1,400

＊ 소안 비자 면단위 하수처리 설치사업 5,786

＊ 청산면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18,086

○ 고용노동부 12,266

＊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사업비 지원 7,766

＊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 지원 4,500

○ 여성가족부 157,872

＊ 청소년문화존 운영 지원(어울림마당) 8,400

＊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 2,625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10,190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84,628

＊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18,315

＊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사업 626

＊ 아이돌봄지원사업 33,088

○ 국토교통부 217,842

＊ 주거급여 204,992

＊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2,850

＊ 장애인콜택시 구입 10,000

○ 해양수산부 498,464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행정비) 2,099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162,000

＊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205,500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 6,480

＊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35,000

＊ 친환경부표 보급지원사업 67,385

29,885,000원

377,000원

21,409,000원

9,408,000원

28,846,000원

1,200,000원

1,848,000원

1,400,000원

5,786,000원

18,086,000원

7,766,000원

4,500,000원

8,400,000원

2,625,000원

10,190,000원

84,628,000원

18,315,000원

626,000원

33,088,000원

204,992,000원

2,850,000원

10,000,000원

2,099,000원

162,000,000원

205,500,000원

6,480,000원

35,000,000원

67,385,000원



장: 500 보조금

관: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20,000

○ 기획조정실 89,604

＊ 농어촌지역 원어민강사 지원사업 50,000

＊ 농산어촌 학교살리기사업 10,000

＊ 2017년 전라남도 및 완도군 사회조사 12,507

＊ 도내 관광지 공공와이파이(WI-FI) 구축사업

17,097

○ 도민소통실 15,520

＊ 5.18 민주유공자 지원사업 10,300

＊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5,220

○ 자치행정국 8,750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지원 6,000

＊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2,750

○ 일자리정책실 51,486

＊ 공공근로사업 9,486

＊ 중소기업 근속장려 보조금 지원 42,000

○ 도민안전실 33,500

＊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 21,000

＊ 풍수해보험사업 8,000

＊ 노후강우량기 교체사업 4,500

○ 관광문화체육국 45,300

＊ 제43회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4,000

＊ 도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 12,600

＊ 도무형문화재 공개행사 2,800

＊ 도지정 문화재보수정비 25,900

○ 보건복지국 2,667,977

＊ 지역자활센터종사자 특별수당 2,100

＊ 기부식품(푸드뱅크) 운영 5,000

＊ 경로당 운영비 78,260

＊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4,818

＊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18,750

＊ 노인생활시설운영비지원 1,489,878

＊ 재가노인시설운영비지원 299,689

＊ 재가노인시설종사자 특별수당 600

20,000,000원

50,000,000원

10,000,000원

12,507,000원

17,097,000원

10,300,000원

5,220,000원

6,000,000원

2,750,000원

9,486,000원

42,000,000원

21,000,000원

8,000,000원

4,500,000원

4,000,000원

12,600,000원

2,800,000원

25,900,000원

2,100,000원

5,000,000원

78,260,000원

4,818,000원

18,750,000원

1,489,878,000원

299,689,000원

600,000원



장: 500 보조금

관: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노인생활시설종사자특별수당 16,140

＊ 노인생활시설 특별급식비 584

＊ 노인복지시설 김장 및 춘계부식비 70

＊ 노인복지시설 화장용품비 275

＊ 시니어클럽운영비 33,000

＊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7,500

＊ 홀로사는노인안부살피기사업 12,150

＊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 12,224

＊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79,917

＊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신챙겨드리기사업 1,540

＊ 노인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5,100

＊ 농어촌건강증진(목욕장) 프로그램 운영 80,000

＊ 장애인보장구 소모품교체비 지원 1,600

＊ 완도군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6,000

＊ 장애인복지시설 등 종사자특별수당 4,620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이용시간 확대 5,169

＊ 독립유공자 유족 진료비 지원 1,600

＊ 완도 전복명가조성사업 300,000

＊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위생용품 구입 792

＊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 수거비 500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요원 활

동비 5,600

＊ 노인건강진단사업 776

＊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3,353

＊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용 위치추적기 지원 600

＊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비 지원 9,163

＊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67,500

＊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 4,063

＊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4,359

＊ 장애인용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448

＊ 완도군장애인복지관 운영 94,239

○ 여성가족정책관실 1,832,238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19,870

16,140,000원

584,000원

70,000원

275,000원

33,000,000원

7,500,000원

12,150,000원

12,224,000원

79,917,000원

1,540,000원

5,100,000원

80,000,000원

1,600,000원

16,000,000원

4,620,000원

5,169,000원

1,600,000원

300,000,000원

792,000원

500,000원

5,600,000원

776,000원

3,353,000원

600,000원

9,163,000원

67,500,000원

4,063,000원

4,359,000원

448,000원

94,239,000원

19,870,000원



장: 500 보조금

관: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청소년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1,200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53,520

＊ 여성인력 개발 및 양성평등 6,000

＊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59,858

＊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1,000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 1,350

＊ 저소득층아동 자체지원사업 7,100

＊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료지원 8,255

＊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6,048

＊ 학기중 아동급식지원 150,480

＊ 어린이집운영 자체지원 44,875

＊ 누리과정 운영 1,472,682

○ 농축산식품국 847,440

＊ 수도권 귀농·귀촌박람회 행사 운영 3,000

＊ 한국농어민 신문 보급사업 6,182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2,450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62,700

＊ 농촌체험마을 홍보관 운영 지원 1,000

＊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매니저 지원 8,640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2,000

＊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47,440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140,000

＊ 유기농종합보험지원 1,569

＊ 유기농 직접지불제 5,400

＊ 유기농 무농약 지속 직불제 91,413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227,893

＊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

3,722

＊ GAP인증농가 신청수수료 지원 84

＊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12,000

＊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명예감시원 실비

500

＊ 소 콕시듐증 예방약품 구입 1,320

＊ 작은소 참진드기 구제약품 지원 800

1,200,000원

53,520,000원

6,000,000원

59,858,000원

1,000,000원

1,350,000원

7,100,000원

8,255,000원

6,048,000원

150,480,000원

44,875,000원

1,472,682,000원

3,000,000원

6,182,000원

2,450,000원

62,700,000원

1,000,000원

8,640,000원

12,000,000원

47,440,000원

140,000,000원

1,569,000원

5,400,000원

91,413,000원

227,893,000원

3,722,000원

84,000원

12,000,000원

500,000원

1,320,000원

800,000원



장: 500 보조금

관: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33,000

＊ 전남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 3,600

＊ 전남쌀 홍보시식용 샘플제작비 지원 2,100

＊ 공수의수당 2,400

＊ 돼지 호흡기 질병 백신구입 468

＊ 한우 ICT 융복합 사업 2,900

＊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사업 1,000

＊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159

＊ 숲속의전남만들기 85,000

＊ 생활권 친환경 병해충 방제 8,000

＊ 보호수정비 10,200

＊ 산림보호구역 보호관리 12,500

＊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33,000

＊ 저수지 준설사업 25,000

○ 해양수산국 2,764,188

＊ 17년 도서 및 연안낙후시설사업 152,000

＊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사업 93,000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30,000

＊ 해수욕장 수질검사 18,200

＊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 22,400

＊ 해수욕장 수상인명 구조요원 인건비 77,000

＊ 소안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400,000

＊ 생일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400,000

＊ 친환경 수산물인증 수수료 지원 3,000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317,500

＊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63,000

＊ 수산기술정보신문보급사업 16,560

＊ 16년 연안 어장조사 및 재배치사업 100,000

＊ 김활성 처리제 지원사업 41,528

＊ 김의날 행사지원 30,000

＊ 2017 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1,000,000

○ 건설도시국 1,144,655

＊ 농어촌버스재정지원 191,492

＊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사업 45,000

33,000,000원

3,600,000원

2,100,000원

2,400,000원

468,000원

2,900,000원

1,000,000원

159,000원

85,000,000원

8,000,000원

10,200,000원

12,500,000원

33,000,000원

25,000,000원

152,000,000원

93,000,000원

30,000,000원

18,200,000원

22,400,000원

77,000,000원

400,000,000원

400,000,000원

3,000,000원

317,500,000원

63,000,000원

16,560,000원

100,000,000원

41,528,000원

30,000,000원

1,000,000,000원

191,492,000원

45,000,000원



장: 500 보조금

관: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8,251

＊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79,912

＊ 군외 군도4호선(군외~망축) 확포장 공사 800,000

○ 경제과학국 23,400

＊ 신재생에너지(태양광주택) 보급사업지원 18,900

＊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4,500

○ 농업기술원 47,344

＊ 국제농업박람회 참여지원 30,000

＊ 작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지원 1,600

＊ 농촌지도자회 신문 우송료 지원 4,248

＊ 여름청 현장 영농기술교육 지원 4,800

＊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 지원사업 3,696

＊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 600

＊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사업 2,400

28,251,000원

79,912,000원

800,000,000원

18,900,000원

4,500,000원

30,000,000원

1,600,000원

4,248,000원

4,800,000원

3,696,000원

600,000원

2,4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