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입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총 계 134,577,191 140,723,900 △6,146,709

500 보조금 134,577,191 140,723,900 △6,146,709

510 국고보조금등 117,274,470 119,236,721 △1,962,251

511 국고보조금등 117,274,470 119,236,721 △1,962,251

511-01 국고보조금 76,826,250 73,991,818 2,834,432

[ 일반회계 ] 76,826,250 73,991,818 2,834,432

< 재무과 > 76,826,250 73,991,818 2,834,432

○ 식품의약품안전처 93,382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90,000

＊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 감시단 활동비 1,800

＊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842

＊ 위생업소관리 현장보급장비 사용료 740

○ 외교부 15,600

＊ 여권업무 기초대행기관 운영 15,600

○ 법무부 45,350

＊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45,350

○ 안전행정부 203,895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취약계층) 104,969

＊ 마을기업육성사업 50,000

＊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리스료) 7,338

＊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리스료) 3,544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13,716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급여 21,192

＊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황화 사업 3,136

○ 소방방재청 1,181,417

＊ 민방위교육훈련 사업 3,227

＊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1,000

＊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5,190

＊ 금당 가학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722,000

＊ 노화 양하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450,000

○ 문화체육관광부 11,923

＊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11,923

○ 문화재청 215,600

90,000,000원

1,800,000원

842,000원

740,000원

15,600,000원

45,350,000원

104,969,000원

50,000,000원

7,338,000원

3,544,000원

13,716,000원

21,192,000원

3,136,000원

3,227,000원

1,000,000원

5,190,000원

722,000,000원

450,000,000원

11,9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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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자연유산민속행사 지원사업 5,600

＊ 윤선도원림 옛길복원 및 정비사업 105,000

＊ 묘당도 이충무공유적 정비사업 31,500

＊ 주도 상록수림 천연기념물 보수·치료사업 14,000

＊ 미라리 상록수림 천연기념물 보수·치료사업

14,000

＊ 맹선리 상록수림 천연기념물 보수·치료사업

14,000

＊ 예송리 상록수림 천연기념물 보수·치료사업

14,000

＊ 대문리 모감주나무 천연기념물 보수·치료사업

14,000

＊ 정자리 황칠나무 천연기념물 보수·치료사업

3,500

○ 농림축산식품부 7,765,388

＊ 서남권역광역화장장건립 630,000

＊ 농어촌다원적자원 활용사업 175,000

＊ 경관보전직불제 24,012

＊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 5,378

＊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지원 2,869

＊ 농촌체험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지원 2,000

＊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사업 1,540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14,400

＊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86,856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지원 23,600

＊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 50,000

＊ 농촌 유학 지원 20,000

＊ 친환경비료(유기질비료) 지원 572,500

＊ 친환경비료(토양개량제) 지원 130,788

＊ 친환경농자재지원 10,000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1,867,140

＊ 쌀직불사업 관리 및 운영비 22,397

＊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 1,082,400

＊ 밭농업직불제 11,139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 63,000

＊ 정부양곡관리 지원 520

5,600,000원

105,000,000원

31,500,000원

14,000,000원

14,000,000원

14,000,000원

14,000,000원

14,000,000원

3,500,000원

630,000,000원

175,000,000원

24,012,000원

5,378,000원

2,869,000원

2,000,000원

1,540,000원

14,400,000원

86,856,000원

23,600,000원

50,000,000원

20,000,000원

572,500,000원

130,788,000원

10,000,000원

1,867,140,000원

22,397,000원

1,082,400,000원

11,139,000원

63,000,000원

5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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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틀녘별 쌀경영체 육성 5,000

＊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60,000

＊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40,000

＊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40,000

＊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 19,932

＊ 가축방역 소독차량지원 20,000

＊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12,180

＊ 살처분 보상금 80,000

＊ 구제역 예방약품(전업농) 6,230

＊ 구제역 예방약품(영세농) 31,740

＊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비지원 67,978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45,346

＊ 차량무선인식장치통신요금 5,643

＊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80,000

＊ 배수개선사업 2,355,000

＊ 국유재산 관리경비 800

○ 농촌진흥청 335,375

＊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 2,545

＊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1,700

＊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4,400

＊ 현장기술지도활동지원 3,650

＊ 농기계 현장애로해결교육 2,000

＊ 농기계 안전교육 3,000

＊ 농촌체험 기술 15,000

＊ 농업인 전문(평생) 교육 8,000

＊ 농업인대학 운영 10,000

＊ 영농정착 기술교육 10,000

＊ 4-H 양성교육 750

＊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800

＊ 귀농·귀촌 교육운영 및 현장실습 지원 18,000

＊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 2,000

＊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15,000

＊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7,400

＊ 병해충 관찰포 운영 1,050

5,000,000원

60,000,000원

40,000,000원

140,000,000원

19,932,000원

20,000,000원

12,180,000원

80,000,000원

6,230,000원

31,740,000원

67,978,000원

45,346,000원

5,643,000원

80,000,000원

2,355,000,000원

800,000원

2,545,000원

1,700,000원

4,400,000원

3,650,000원

2,000,000원

3,000,000원

15,000,000원

8,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750,000원

800,000원

18,000,000원

2,000,000원

15,000,000원

7,400,000원

1,0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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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 180,000

＊ 농가경영 진단·처방 사업 1,500

＊ 강소농 지원모델 사업 23,500

＊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 5,000

＊ 농산물소득조사분석 2,280

＊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5,000

＊ 15년 농식품ICT 융복합확산사업 12,800

○ 산림청 2,109,868

＊ 숲가꾸기 1,251,956

＊ 조림사업 583,715

＊ 산림바이오매스확충 6,800

＊ 무궁화동산 관리사업 5,000

＊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6,650

＊ 산불방지 231,666

＊ 공익근무요원 인력경비 2,500

＊ 산림병해충방제 21,581

○ 산업통상자원부 108,000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108,000

○ 보건복지부 46,773,875

＊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173,250

＊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42,048

＊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지원 70,142

＊ 장애수당(기초,차상위) 462,235

＊ 장애인연금 1,844,029

＊ 장애인의료비지원 78,618

＊ 장애인보조기구지원 2,706

＊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 484

＊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2,100

＊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 11,400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90,000

＊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1,344

＊ 발달재활서비스 28,769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720

＊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지원 233,395

180,000,000원

1,500,000원

23,500,000원

5,000,000원

2,280,000원

5,000,000원

12,800,000원

1,251,956,000원

583,715,000원

6,800,000원

5,000,000원

6,650,000원

231,666,000원

2,500,000원

21,581,000원

108,000,000원

173,250,000원

42,048,000원

70,142,000원

462,235,000원

1,844,029,000원

78,618,000원

2,706,000원

484,000원

2,100,000원

11,400,000원

390,000,000원

1,344,000원

28,769,000원

720,000원

233,39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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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지원 425,469

＊ 긴급복지지원사업 114,544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75,722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사업 자활센터 위탁금

200,000

＊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42,750

＊ 사례관리사업 운영 7,500

＊ 자활근로사업 280,000

＊ 자활소득 공제사업 1,000

＊ 완도지역자활센터 위탁금 400,000

＊ 완도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129,710

＊ 희망키움통장 사업 22,260

＊ 사회서비스센터 민간 위탁금 57,859

＊ 기초생활보장급여 4,822,563

＊ 노인돌보미서비스사업 14,383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247,339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357,740

＊ 기초연금 29,185,949

＊ 단기가사서비스지원사업 6,915

＊ 노인일자리지원 690,495

＊ 경로당특별난방비지원 244,339

＊ 경로당양곡비지원 24,139

＊ 폭염대비경로당냉방비지원 14,650

＊ 독거노인응급안전시스템 구축 20,705

＊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204,474

＊ 노인복지시설 안전설비 자동개폐장치 2,875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2,502

＊ 아동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494,299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25,200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10,835

＊ 영유아보육료 지원 2,140,442

＊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883,985

＊ 보육시설 지원 117,998

＊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189,467

425,469,000원

114,544,000원

275,722,000원

200,000,000원

42,750,000원

7,500,000원

280,000,000원

1,000,000원

400,000,000원

129,710,000원

22,260,000원

57,859,000원

4,822,563,000원

14,383,000원

247,339,000원

357,740,000원

29,185,949,000원

6,915,000원

690,495,000원

244,339,000원

24,139,000원

14,650,000원

20,705,000원

204,474,000원

2,875,000원

2,502,000원

494,299,000원

25,200,000원

10,835,000원

2,140,442,000원

883,985,000원

117,998,000원

1,189,46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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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드림스타트사업 300,000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93,460

＊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126,000

＊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비 8,482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100,000

＊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797

＊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80,100

＊ 보육시설 기능보강 31,500

＊ 부모모니터링 운영지원 1,938

＊ 시간 차등형 보육지원 28,758

＊ 감염병 실무자 교육과정 교육비 3,492

○ 환경부 6,297,100

＊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58,800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2,000

＊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 지원 2,000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168,000

＊ 완도군(넙도)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841,000

＊ 완도군(소안)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1,050,000

＊ 폐비닐 수집장려금 1,800

＊ 영농폐비닐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 7,500

＊ 보길 청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00,000

＊ 소안 비자 공공하수처리 시설사업 360,000

＊ 청산면 공공하수처리 시설사업 2,357,000

＊ 고금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1,149,000

○ 고용노동부 334,260

＊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14,440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80,000

＊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사업비 지원 116,620

＊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지 지원 23,200

○ 여성가족부 336,033

＊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 운영지원 2,117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83,650

300,000,000원

93,460,000원

126,000,000원

8,482,000원

100,000,000원

797,000원

80,100,000원

31,500,000원

1,938,000원

28,758,000원

3,492,000원

58,800,000원

2,000,000원

2,000,000원

168,000,000원

841,000,000원

1,050,000,000원

1,800,000원

7,500,000원

300,000,000원

360,000,000원

2,357,000,000원

1,149,000,000원

14,440,000원

180,000,000원

116,620,000원

23,200,000원

2,117,000원

83,6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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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아이돌보미 지원 169,466

＊ 한부모가족지원 80,800

○ 국토교통부 2,763,080

＊ 주거급여 2,004,750

＊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200,000

＊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279,500

＊ 섬주민 차량 운임지원사업 278,830

○ 해양수산부 8,236,104

＊ 한국수산벤처대학 운영 134,000

＊ 수산계고교 특성화 사업 240,000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1,815,264

＊ 수산동물질병예방백신공급사업 338,250

＊ 전복가두리 어장재배치사업 1,000,000

＊ 고밀도 부표 보급사업 132,750

＊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히트펌프) 2,806,440

＊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인버터시범) 110,000

＊ 자율관리 공동체 육성사업 112,000

＊ 적조방제장비 보관창고 시설지원 250,000

＊ 연근해어선감척사업 262,400

＊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기관·장비)

120,000

＊ 수산자원보호구역관리 5,000

＊ 해양보호구역관리 300,000

＊ 방치폐선정리 지원사업 10,000

＊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사업 500,000

＊ 적조구제물질 구입 및 살포 100,000

169,466,000원

80,800,000원

2,004,750,000원

200,000,000원

279,500,000원

278,830,000원

134,000,000원

240,000,000원

1,815,264,000원

338,250,000원

1,000,000,000원

132,750,000원

2,806,440,000원

110,000,000원

112,000,000원

250,000,000원

262,400,000원

120,000,000원

5,000,000원

300,000,000원

10,000,000원

500,000,000원

100,000,000원

511-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7,605,622 42,514,510 △4,908,888

[ 일반회계 ] 37,605,622 42,514,510 △4,908,888

< 재무과 > 37,605,622 42,514,510 △4,908,888

○ 안전행정부 45,000

＊ 어린이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 45,000

○ 문화체육관광부 1,494,000

＊ 신지명사십리지구 관광지 개발사업 600,000

＊ 문화예술의전당 정부지급금 494,000

45,000,000원

600,000,000원

49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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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창조지역사업 100,000

＊ 완도군 장보고 국궁장 시중당 건립 105,000

＊ 완도군 종합운동장 개보수사업 195,000

○ 농림축산식품부 9,805,327

＊ 완도죽청농공단지 노후시설정비 180,000

＊ 약산흑염소 명품화사업 700,000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330,000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400,000

＊ 군내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047,000

＊ 금일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630,000

＊ 밭기반정비사업 1,730,327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806,000

- 청학권역 536,000

- 다시마권역 914,000

- 청해진권역 1,356,000

＊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1,982,000

- 고금권역 500,000

- 조약도권역 500,000

- 소안권역 700,000

- 금당권역 282,000

○ 농촌진흥청 125,000

＊ 농촌지도기반조성 100,000

＊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25,000

○ 산림청 2,058,715

＊ 나무은행 80,000

＊ 도시숲조성 500,000

＊ 학교숲조성사업 30,000

＊ 임도신설 833,715

＊ 등산로정비 615,000

○ 보건복지부 71,58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비용 위탁금 71,580

○ 국토교통부 16,795,000

＊ 도서종합개발사업 16,795,000

○ 해양수산부 7,211,000

100,000,000원

105,000,000원

195,000,000원

180,000,000원

700,000,000원

330,000,000원

400,000,000원

1,047,000,000원

630,000,000원

1,730,327,000원

536,000,000원

914,000,000원

1,356,000,000원

500,000,000원

500,000,000원

700,000,000원

282,000,000원

100,000,000원

25,000,000원

80,000,000원

500,000,000원

30,000,000원

833,715,000원

615,000,000원

71,580,000원

16,79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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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다목적인양기설치사업 1,200,000

＊ 복합다기능부잔교 설치사업 1,600,000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150,000

＊ 유·무인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250,000

＊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358,000

＊ 양식어장 정화사업 1,000,000

＊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123,000

＊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120,000

＊ 친환경 어법을 통한 어류양식 안정화사업 400,000

＊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지원사업 400,000

＊ 수산물공동저온저장시설 500,000

＊ 수산물 직매장 시설 300,000

＊ 보옥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210,000

＊ 해조류센터 리모델링사업 600,000

1,200,000,000원

1,600,000,000원

150,000,000원

250,000,000원

358,000,000원

1,000,000,000원

123,000,000원

120,000,000원

400,000,000원

400,000,000원

500,000,000원

300,000,000원

210,000,000원

600,000,000원

511-03 기금 2,842,598 2,730,393 112,205

[ 일반회계 ] 2,842,598 2,730,393 112,205

< 재무과 > 2,842,598 2,730,393 112,205

○ 문화체육관광부 208,828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 6,949

＊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 100,000

＊ 한문연 공모사업 36,000

＊ 스포츠바우처 사업 5,159

＊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급여 48,576

＊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급여 12,144

○ 농림축산식품부 1,113,811

＊ 농지이용관리지원 31,963

＊ 쇠고기이력추적제 귀표장착비 18,135

＊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222,499

＊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3,140

＊ 학생승마 활성화사업 16,500

＊ 조사료제조 및 운송비지원 454,348

＊ 조사료 품질검사 비용 8,050

＊ 연결체조사료 생산 장비지원 75,000

＊ 사료작물종자대지원 72,179

6,949,000원

100,000,000원

36,000,000원

5,159,000원

48,576,000원

12,144,000원

31,963,000원

18,135,000원

222,499,000원

3,140,000원

16,500,000원

454,348,000원

8,050,000원

75,000,000원

72,17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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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볏짚용비닐대지원 12,300

＊ 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 6,000

＊ FTA폐업지원사업 128,124

＊ FTA피해보전직불제사업 65,573

○ 보건복지부 1,321,799

＊ 노화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9,720

＊ 완도청소년 문화의집 청년지도사 배치사업 9,360

＊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사업 1,200

＊ 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11,200

＊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1,400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1,000

＊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1,000

＊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74,550

＊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지원 58,096

＊ 영유아건강진단사업 2,684

＊ 생애전환기일제건강진단 2,184

＊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23,678

＊ 치매치료약제비지원 44,520

＊ 암 조기검진사업비 36,766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57,746

＊ 재가암환자관리사업 4,943

＊ 정신보건센터운영 95,000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37,090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9,232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5,327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179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1,200

＊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홍보비 위탁금 453

＊ 난임부부 의료비지원 32,577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 408,828

＊ 성병진단시약 구매 162

＊ 에이즈진단시약 구매 550

＊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비 14

12,300,000원

6,000,000원

128,124,000원

65,573,000원

9,720,000원

9,360,000원

1,200,000원

11,200,000원

1,4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74,550,000원

58,096,000원

2,684,000원

2,184,000원

23,678,000원

44,520,000원

36,766,000원

57,746,000원

4,943,000원

95,000,000원

37,090,000원

9,232,000원

5,327,000원

179,000원

1,200,000원

453,000원

32,577,000원

408,828,000원

162,000원

550,000원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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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국가결핵관리사업 15,726

＊ 비순응 결핵환자관리사업 15,811

＊ 영유아예방접종사업 20,337

＊ 임시예방접종사업 26,992

＊ 병의원 접종비 사업 274,641

＊ 재난의료지원팀 운영 지원 700

＊ 예방접종 등록관리팀 운영 10,778

＊ 노인의치보철사업 시술비 지원 19,755

＊ 노인의치보철사업 사후관리 시술비 지원 1,900

＊ 발열성질환 예방관리 4,500

○ 환경부 27,836

＊ 석면피해 구제급여 27,836

○ 여성가족부 170,324

＊ 다문화가족지원 170,324

15,726,000원

15,811,000원

20,337,000원

26,992,000원

274,641,000원

700,000원

10,778,000원

19,755,000원

1,900,000원

4,500,000원

27,836,000원

170,324,000원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17,302,721 21,487,179 △4,184,458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17,302,721 21,487,179 △4,184,458

521-01 시ㆍ도비보조금등 17,302,721 21,487,179 △4,184,458

[ 일반회계 ] 17,302,721 21,487,179 △4,184,458

< 재무과 > 17,302,721 21,487,179 △4,184,458

○ 식품의약품안전처 46,321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45,000

＊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 감시단 활동비 900

＊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421

○ 안전행정부 175,344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9,144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취약계층) 31,439

＊ 마을기업육성사업 15,820

＊ 공공근로사업 18,000

＊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지원 100,000

＊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사업 941

○ 소방방재청 3,294

＊ 민방위교육훈련 사업 2,794

＊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500

○ 문화체육관광부 663

45,000,000원

900,000원

421,000원

9,144,000원

31,439,000원

15,820,000원

18,000,000원

100,000,000원

941,000원

2,794,000원

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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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00 보조금

관: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스포츠바우처 사업 663

○ 문화재청 27,000

＊ 윤선도원림 옛길복원 및 정비사업 13,500

＊ 묘당도 이충무공유적 정비사업 4,050

＊ 주도 상록수림 천연기념물 보수·치료사업 1,800

＊ 미라리 상록수림 천연기념물 보수·치료사업

1,800

＊ 맹선리 상록수림 천연기념물 보수·치료사업

1,800

＊ 예송리 상록수림 천연기념물 보수·치료사업

1,800

＊ 대문리 모감주나무 천연기념물 보수·치료사업

1,800

＊ 정자리 황칠나무 천연기념물 보수·치료사업 450

○ 농림축산식품부 1,026,962

＊ 경관보전직불제 3,087

＊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 691

＊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지원 860

＊ 농촌체험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지원 360

＊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사업 277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재춍 지원사업 4,320

＊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43,428

＊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 7,500

＊ 친환경비료(토양개량제) 지원사업 16,816

＊ 친환경농자재지원 4,500

＊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 81,180

＊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9,000

＊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18,000

＊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21,000

＊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 2,834

＊ 가축방역 소독차량지원 6,000

＊ 학생승마 활성화사업 3,300

＊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5,446

＊ 살처분 보상금 6,000

＊ 구제역 예방약품(전업농) 801

663,000원

13,500,000원

4,050,000원

1,800,000원

1,800,000원

1,800,000원

1,800,000원

1,800,000원

450,000원

3,087,000원

691,000원

860,000원

360,000원

277,000원

4,320,000원

43,428,000원

7,500,000원

16,816,000원

4,500,000원

81,180,000원

9,000,000원

18,000,000원

21,000,000원

2,834,000원

6,000,000원

3,300,000원

5,446,000원

6,000,000원

80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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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00 보조금

관: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구제역 예방약품(영세농) 4,095

＊ 쇠고기이력추적제 귀표장착비 5,441

＊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비지원 20,393

＊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75,298

＊ 차향무선인식장치통신요금 1,129

＊ 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 1,200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43,000

＊ 밭기반정비사업 216,291

＊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424,715

- 고금권역 107,143

- 조약도권역 107,143

- 소안권역 150,000

- 금당권역 60,429

○ 농촌진흥청 5,760

＊ 15년 총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5,760

○ 산림청 595,144

＊ 숲가꾸기 370,352

＊ 조림사업 114,262

＊ 산불방지 104,249

＊ 산림병해충방제 6,281

○ 보건복지부 4,872,946

＊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사업 900

＊ 보육시설 기능보강 15,750

＊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 969

＊ 시간 차등형 보육지원 14,379

＊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8,400

＊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21,024

＊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지원 35,071

＊ 장애수당(기초,차상위) 99,050

＊ 장애인연금 316,119

＊ 장애인의료비지원 9,827

＊ 장애등급 심사제도 운영 242

＊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450

＊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 5,700

4,095,000원

5,441,000원

20,393,000원

75,298,000원

1,129,000원

1,200,000원

43,000,000원

216,291,000원

107,143,000원

107,143,000원

150,000,000원

60,429,000원

5,760,000원

370,352,000원

114,262,000원

104,249,000원

6,281,000원

900,000원

15,750,000원

969,000원

14,379,000원

8,400,000원

21,024,000원

35,071,000원

99,050,000원

316,119,000원

9,827,000원

242,000원

450,000원

5,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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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00 보조금

관: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83,571

＊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288

＊ 발달재활서비스 6,165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90

＊ 차상위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53,184

＊ 기초생활보장급여 602,820

＊ 노인돌보미서비스사업 3,082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53,001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76,658

＊ 기초연금사업 648,577

＊ 단기가사서비스 지원사업 1,482

＊ 노인일자리지원 345,247

＊ 경로당특별난방비 41,336

＊ 경로당양곡비지원 23,283

＊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비지원 4,395

＊ 독거노인 응급안전 시스템 구축사업 10,353

＊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102,237

＊ 노인복지시설 안전설비 자동개폐장치 1,438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536

＊ 아동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197,719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5,400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2,322

＊ 영유아보육료지원 576,273

＊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237,996

＊ 보육시설 지원 59,000

＊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94,735

＊ 긴급복지지원사업 14,318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7,572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사업 자활센터 위탁금

25,000

＊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21,375

＊ 사례관리사업 운영 2,250

＊ 자활근로사업 35,000

＊ 자활소득공제 사업 125

83,571,000원

288,000원

6,165,000원

90,000원

53,184,000원

602,820,000원

3,082,000원

53,001,000원

76,658,000원

648,577,000원

1,482,000원

345,247,000원

41,336,000원

23,283,000원

4,395,000원

10,353,000원

102,237,000원

1,438,000원

536,000원

197,719,000원

5,400,000원

2,322,000원

576,273,000원

237,996,000원

59,000,000원

594,735,000원

14,318,000원

27,572,000원

25,000,000원

21,375,000원

2,250,000원

35,000,000원

1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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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00 보조금

관: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완도지역자활센터 위탁금 50,000

＊ 완도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18,530

＊ 사회서비스센터 민간 위탁금 5,786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3,365

＊ 희망키움통장 사업 2,783

＊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63,000

＊ 노인건강진단 검진비 776

＊ 치매치료약제비지원사업 22,260

＊ 암조기검진사업 11,030

＊ 암환자의료비지원 17,323

＊ 재가암환자관리사업 1,483

＊ 정신보건센터운영 28,500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11,128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60,000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600

＊ 난임부부 의료비지원 16,288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 81,766

＊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398

＊ 성병진단시약 구매 162

＊ 국가결핵관리사업 7,862

＊ 임시예방접종사업 13,496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비용 위탁금 7,062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89

＊ 발열성질환 예방관리 4,500

＊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40,050

○ 환경부 166,578

＊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민원봉사과) 11,760

＊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환경녹지과) 33,600

＊ 폐비닐 수집장려금 1,318

＊ 영농폐비닐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 3,500

＊ 소안 비자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15,400

＊ 청산면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101,000

○ 고용노동부 10,536

＊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 1,805

50,000,000원

18,530,000원

5,786,000원

23,365,000원

2,783,000원

63,000,000원

776,000원

22,260,000원

11,030,000원

17,323,000원

1,483,000원

28,500,000원

11,128,000원

60,000,000원

600,000원

16,288,000원

81,766,000원

398,000원

162,000원

7,862,000원

13,496,000원

7,062,000원

89,000원

4,500,000원

40,050,000원

11,760,000원

33,600,000원

1,318,000원

3,500,000원

15,400,000원

101,000,000원

1,80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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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00 보조금

관: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사업비 지원 5,831

＊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 지원 2,900

○ 여성가족부 125,794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41,825

＊ 다문화가족지원 36,498

＊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 운영지원 1,058

＊ 아이돌보미 지원 36,313

＊ 한부모가족지원 10,100

○ 국토교통부 2,674,758

＊ 주거급여 250,593

＊ 도서종합개발사업 2,145,000

＊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139,750

＊ 섬주민 차량 운임지원사업 139,415

○ 해양수산부 207,444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136,144

＊ 고밀도 부표 보급사업 26,550

＊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44,750

○ 도민소통실 17,570

＊ 5·18민주유공자 지원사업 9,600

＊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2,750

＊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및 직능 기능별 자원봉사 지원

5,220

○ 기획조정실 70,000

＊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70,000

○ 일자리정책실 87,000

＊ 전남형 마을기업육성사업 20,000

＊ 사회적기업육성 시설장비 구입 4,000

＊ 중소기업청년인턴 프로젝트 사업 63,000

○ 안전행정국 60,400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사업

3,600

＊ 농어촌지역 원어민강사 지원 50,000

＊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4,900

＊ 범도민 안전문화 운동 1,900

5,831,000원

2,900,000원

41,825,000원

36,498,000원

1,058,000원

36,313,000원

10,100,000원

250,593,000원

2,145,000,000원

139,750,000원

139,415,000원

136,144,000원

26,550,000원

44,750,000원

9,600,000원

2,750,000원

5,220,000원

70,000,000원

20,000,000원

4,000,000원

63,000,000원

3,600,000원

50,000,000원

4,900,000원

1,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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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00 보조금

관: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관광문화체육국 231,500

＊ 통합지주이용간판 및 현수막게시대 설치사업

7,500

＊ 행정홍보용 고정선전탑 설치사업 40,000

＊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 12,600

＊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5,500

＊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2,800

＊ 완도객사 자연석 돌담 정비사업 64,400

＊ 신흥사목조약사여래좌상 주변 정비사업 98,700

○ 보건복지국 4,193,360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19,200

＊ 장애인보장구 소모품교체비 지원 1,600

＊ 완도군수화통역센터 운영비 28,000

＊ 장애인복지시설 등 종사자특별수당 2,016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이용시간 확대 21,546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지원사업 3,000

＊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7,500

＊ 홀로사는노인안부살피기사업 12,586

＊ 노인약물오남용방지 및 전통뜸 교육 1,000

＊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 5,715

＊ 시니어클럽운영비 31,500

＊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 33,975

＊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신챙겨드리기사업 1,640

＊ 경로당운영비 69,784

＊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 3,960

＊ 경로당안전차단기 800

＊ IT융합노인기능성운동기기 개발보급 설치사업

11,000

＊ 노인생활시설운영비 1,489,878

＊ 재가노인시설운영비지원 299,689

＊ 재가노인시설종사자 특별수당 3,272

＊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51,936

＊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5,350

＊ 노인복지시설 김장 및 춘계부식비 657

7,500,000원

40,000,000원

12,600,000원

5,500,000원

2,800,000원

64,400,000원

98,700,000원

19,200,000원

1,600,000원

28,000,000원

2,016,000원

21,546,000원

3,000,000원

7,500,000원

12,586,000원

1,000,000원

5,715,000원

31,500,000원

33,975,000원

1,640,000원

69,784,000원

3,960,000원

800,000원

11,000,000원

1,489,878,000원

299,689,000원

3,272,000원

51,936,000원

5,350,000원

65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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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00 보조금

관: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노인복지시설화장용품비 275

＊ 노인보행보조차 지원사업 8,019

＊ 노인복지기금 4,858

＊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사업 20,000

＊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원사업 13,500

＊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58,148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2,352

＊ 저소득층아동 자체지원사업 7,100

＊ 다문화가정 인터넷사용료 지원 8,255

＊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9,648

＊ 아동급식지원 230,449

＊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49,911

＊ 평가인증 민간보육시설 지원 27,810

＊ 군지역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 인건비지원

6,006

＊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 수거비 500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용원 활

동비 6,440

＊ 보건기관운영지원사업 18,000

＊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3,353

＊ 농어촌신생아 양육지원금 64,650

＊ 만성질환관리사업 교육비 1,500

＊ 경로당순회의료서비스사업 약품구입 1,605

＊ 농어촌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70,000

＊ 공공산후조리원 산후조리비 지원 2,695

＊ 만 3-5세 누리과정 운영 1,472,682

○ 농축산식품국 1,042,932

＊ 친환경쌀 홍보용 샘플제작 지원 2,430

＊ 전남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 3,600

＊ 마을반찬사업지원 20,000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620

＊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62,700

＊ 농촌체험마을 홍보관 운영지원 1,000

＊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지원 3,600

275,000원

8,019,000원

4,858,000원

20,000,000원

13,500,000원

58,148,000원

2,352,000원

7,100,000원

8,255,000원

9,648,000원

230,449,000원

49,911,000원

27,810,000원

6,006,000원

500,000원

6,440,000원

18,000,000원

3,353,000원

64,650,000원

1,500,000원

1,605,000원

70,000,000원

2,695,000원

1,472,682,000원

2,430,000원

3,600,000원

20,000,000원

1,620,000원

62,700,000원

1,000,000원

3,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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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00 보조금

관: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참가 부스임차료 지원

2,600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189,600

＊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지원 57,200

＊ 다목적소형농기계 구입지원 78,750

＊ 유기농종합보험지원 1,569

＊ 유기농 직접지불제 5,400

＊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47,148

＊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24,360

＊ 신선 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사업 4,800

＊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 60,000

＊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 10,800

＊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 16,000

＊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12,000

＊ GAP인증농가 신청수수료 지원 1,292

＊ 친환경축산물인증비지원 29,388

＊ 친환경천적이용해충구제지원 2,400

＊ 전기안전진단사업 3,150

＊ 양봉산업 육성사업 2,500

＊ 한우등록사업 2,800

＊ 송아지생산안정 5,100

＊ 공수의수당 2,400

＊ 가축질병매개해충방제지원사업 1,980

＊ 돼지호흡기질병 백신구입 468

＊ 산림자원화지원단 임업기술교육 640

＊ 숲가꾸기지역내 산림소득자원조성 6,000

＊ 산불감시원지원 10,080

＊ 보호수정비 12,308

＊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관리 600

＊ 산림보호구역 보호관리 16,000

＊ 도시숲 및 가로수 친환경병해충방제 8,046

＊ 숲속의전남 아름다운숲 만들기사업 10,000

＊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47,000

＊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28,000

2,600,000원

189,600,000원

57,200,000원

78,750,000원

1,569,000원

5,400,000원

47,148,000원

24,360,000원

4,800,000원

60,000,000원

10,800,000원

16,000,000원

12,000,000원

1,292,000원

29,388,000원

2,400,000원

3,150,000원

2,500,000원

2,800,000원

5,100,000원

2,400,000원

1,980,000원

468,000원

640,000원

6,000,000원

10,080,000원

12,308,000원

600,000원

16,000,000원

8,046,000원

10,000,000원

47,000,000원

2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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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00 보조금

관: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농어민신문 보급사업 6,182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236,149

＊ 학교급식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5,272

○ 해양수산국 1,205,380

＊ 해변 편의시설 정비사업 34,200

＊ 해수욕장 수질조사 18,200

＊ 한국수산경제신문보급 16,560

＊ 복합다기능부잔교 보수보강사업 200,000

＊ 어선원재해보험료 지원사업 13,000

＊ 어선보험료 지원사업 14,000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289,420

＊ 태풍피해어가 재해복구 융자금 이차보전 21,000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30,000

＊ 양식어장 밑바닥 환경개선제 보급 200,000

＊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사업 93,000

＊ HACCUP기준시설업체 지원 120,000

＊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156,000

○ 건설방재국 303,718

＊ 농어촌버스재정지원 119,918

＊ 100원택시 운영지원 50,000

＊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61,300

＊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38,000

＊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 12,500

＊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 10,500

＊ 노후강우량기 교체 4,500

＊ 풍수해보험사업 7,000

○ 농업기술원 151,558

＊ 농촌지도자회 신문 우송료 지원 4,248

＊ 여름철현장영농교육기술지원 4,760

＊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600

＊ 선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 2,400

＊ 기후변화대응 신소득 작목발굴 실증재배 15,000

＊ 우리도육성 원예작물 신품종 보급 6,000

＊ 2015 국제농업박람회 추진 지원 7,250

6,182,000원

236,149,000원

5,272,000원

34,200,000원

18,200,000원

16,560,000원

200,000,000원

13,000,000원

14,000,000원

289,420,000원

21,000,000원

30,000,000원

200,000,000원

93,000,000원

120,000,000원

156,000,000원

119,918,000원

50,000,000원

61,300,000원

38,000,000원

12,500,000원

10,500,000원

4,500,000원

7,000,000원

4,248,000원

4,760,000원

600,000원

2,400,000원

15,000,000원

6,000,000원

7,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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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00 보조금

관: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한계농지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시범 4,500

＊ 농촌여성 영농생활 정보지 구독지원 1,800

＊ 지역브랜드 실용화 사업 90,000

＊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종합기술 모델시범사업

15,000

○ 동부지역본부(환경부) 759

＊ 야생동식물 보호원 배치인부임 759

4,500,000원

1,800,000원

90,000,000원

15,000,000원

75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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