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입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총 계 133,616,281 120,675,433 12,940,848

500 보조금 133,616,281 120,675,433 12,940,848

510 국고보조금등 115,053,235 104,307,770 10,745,465

511 국고보조금등 115,053,235 104,307,770 10,745,465

511-01 국고보조금 66,158,607 59,054,622 7,103,985

[ 일반회계 ] 66,158,607 59,054,622 7,103,985

< 재무과 > 66,158,607 59,054,622 7,103,985

○ 보건복지부 30,272,684

＊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 168,000

＊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 교육 880

＊ 보육시설 기능보강 17,000

＊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 감시단 활동비 1,480

＊ 시니어감시단 활동비 842

＊ 위생업소관리 현장보급장비 사용료 740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93,333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53,246

＊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 8,482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3,528

＊ 아동방과 후 돌범서비스 지원 396,947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7,474

＊ 아동발달계좌 지원 9,920

＊ 영유아보육료 지원 1,651,799

＊ 보육시설 지원 59,317

＊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681,904

＊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265,922

＊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75,840

＊ 아동건강교육 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300,000

＊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 36,630

＊ 장애인활동도우미사업 27,650

＊ 장애수당 407,061

＊ 장애인연금 1,016,846

＊ 장애인의료비 지원 104,592

＊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2,160

＊ 장애인등록진단비 298

168,000,000

880,000원

17,000,000원

1,480,000원

842,000원

740,000원

93,333,000원

53,246,000원

8,482,000원

3,528,000원

396,947,000원

17,474,000원

9,920,000원

1,651,799,000원

59,317,000원

681,904,000원

1,265,922,000원

75,840,000원

300,000,000원

36,630,000원

27,650,000원

407,061,000원

1,016,846,000원

104,592,000원

2,160,000원

298,000원



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15,200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90,465

＊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 25,040

＊ 발달장애인 후견인 지원사업 1,040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400

＊ 노인돌봄서비스사업(기본,종합) 515,929

＊ 독거노인 응급안전 시스템구축사업 13,500

＊ 긴급복지지원사업 109,268

＊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지원사업 46,911

＊ 자활근로사업 835,060

＊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79,440

＊ 자활소득공제사업 28,680

＊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 117,980

＊ 희망키움통장 27,460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32,209

＊ 기초생활보장급여 7,458,309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지원 300,108

＊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 지원 324,277

＊ 경로당 특별 난방비 지원 107,625

＊ 경로당 양곡비 지원 22,567

＊ 노인일자리지원 475,990

＊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 12,642,335

○ 국토해양부 822,680

＊ 군지역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240,000

＊ 도로명주소 홍보 1,500

＊ 해양보호구역 관리 200,000

＊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258,680

＊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122,500

○ 외교통상부 15,600

＊ 여권사무대행기관운영 15,600

○ 법무부 42,674

＊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42,674

○ 농림수산식품부 12,190,840

＊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420,000

15,200,000원

290,465,000원

25,040,000원

1,040,000원

1,400,000원

515,929,000원

13,500,000원

109,268,000원

46,911,000원

835,060,000원

79,440,000원

28,680,000원

117,980,000원

27,460,000원

432,209,000원

7,458,309,000원

300,108,000원

324,277,000원

107,625,000원

22,567,000원

475,990,000원

12,642,335,000원

240,000,000원

1,500,000원

200,000,000원

258,680,000원

122,500,000원

15,600,000원

42,674,000원

420,000,000원



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수산생명산업지원센터 건립 1,000,000

＊ 한국수산벤처대학운영 134,000

＊ 수산계고교 특성화지원 240,000

＊ 수산동물질병예방백신 공급사업 269,160

＊ 수산자원보호구역관리 5,000

＊ 수산업 규모화 · 기업화 추진 52,050

＊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3,854,820

＊ 고효율어선 유류절감 장비 84,600

＊ 연근해어업 감척사업 328,000

＊ 적조방제사업 75,000

＊ 방치폐선정리 지원사업 9,200

＊ 자율관리 공동체 육성사업 50,000

＊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86,400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35,748

＊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100,000

＊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30개소)

1,027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300,071

＊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14,400

＊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6,000

＊ 경관보전직불제사업 77,888

＊ 귀농인 실습지원 8,400

＊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114,058

＊ 친환경비료(토양개량제) 지원사업 193,893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원 1,570,800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 921,563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지원 1,088,560

＊ 정부양곡관리운영 663

＊ 친환경비료(유기질) 지원사업 382,500

＊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관리 26,820

＊ 쌀직불사업관리 27,214

＊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304,880

＊ 밭농업직불사업 지원 9,142

＊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51,000

1,000,000,000원

134,000,000원

240,000,000원

269,160,000원

5,000,000원

52,050,000원

3,854,820,000원

84,600,000원

328,000,000원

75,000,000원

9,200,000원

50,000,000원

86,400,000원

35,748,000원

100,000,000원

1,027,000원 * 1식

300,071,000원 * 1식

14,400,000원

6,000,000원

77,888,000원

8,400,000원

114,058,000원

193,893,000원

1,570,800,000원

921,563,000원

1,088,560,000원 * 1식

663,000원

382,500,000원

26,820,000원

27,214,000원

304,880,000원

9,142,000원

51,000,000원



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20,800

＊ 원예특작생산유통인프라 구축 150,000

＊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 19,932

＊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12,180

＊ 살처분 보상금 40,366

＊ 구제역 예방약품(전업농,영세농) 49,553

＊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25,152

＊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 30,000

○고용노동부 324,646

＊ 사회적기업육성사업개발비지원 204,326

＊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16,320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04,000

○ 행정안전부 392,954

＊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리스료

15,984

＊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리스료 3,544

＊ 완도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위령제지원

2,790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5,280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취약계층) 104,969

＊ 마을기업육성사업 37,500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00,000

＊ 자원봉사지원사업 22,887

○ 환경부 13,332,940

＊ 금일읍 공공하수처리시설 1,160,000

＊ 노화읍 공공하수처리시설 1,511,000

＊ 신지면 공공하수처리시설 3,687,000

＊ 고금면 공공하수처리시설 596,000

＊ 청산면 공공하수처리시설 542,000

＊ 소안 비자 공공하수처리시설 500,000

＊ 금일읍 하수관거정비 1,308,000

＊ 노화읍 하수관거정비 848,000

＊ 신지면 하수관거정비 1,561,000

＊ 금일 동송 마을하수도 개량 66,000

20,800,000원

150,000,000원

19,932,000원

12,180,000원

40,366,000원

49,553,000원

25,152,000원

30,000,000원

204,326,000

16,320,000원

104,000,000원

15,984,000원

3,544,000원

2,790,000원

5,280,000원

104,969,000원

37,500,000원

200,000,000원

22,887,000원

1,160,000,000원 * 1식

1,511,000,000원 * 1식

3,687,000,000원 * 1식

596,000,000원 * 1식

542,000,000원 * 1식

500,000,000원 * 1식

1,308,000,000원 * 1식

848,000,000원 * 1식

1,561,000,000원 * 1식

66,000,000원 * 1식



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노화 방축 마을하수도 개량 136,000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4,000

＊ 그린스타트 운동 지역기반강화 2,000

＊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사업 104,640

＊ 슬레이트 실태조사 인부임 10,000

＊ 금일,청산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1,296,000

＊ 영농 폐비닐수거 장려금 1,300

○ 문화체육관광부 53,223

＊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11,923

＊ 템플스테이 체험프로그램운영 지원 1,300

＊ 전통사찰 보수정비(신흥사 삼성각 및 선불당 단청)

40,000

○ 문화재청 223,500

＊ 완도 정도리 구계등 정비 7,000

＊ 보길도 윤선도 원림 정비 105,000

＊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정비 10,500

＊ 완도 미라리 상록수림 상시관리 21,000

＊ 완도 맹선리 상록수림 상시관리 14,000

＊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상시관리 21,000

＊ 완도 예송리 감탕나무 상시관리 3,500

＊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 상시관리 3,500

＊ 완도 주도 상록수림 상시관리 14,000

＊ 완도 대문리 모감주나무 군락 상시관리 14,000

＊ 완도 미라리 상록수림 도난감시시설 설치 10,000

○ 지식경제부 561,000

＊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561,000

○ 소방방재청 4,431,292

＊ 민방위리더양성 지원 479

＊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471

＊ 지원민방위대 육성 지원 1,669

＊ 안보교육 강사수당 지원 450

＊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570

＊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3,653

＊ 노화 이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164,000

136,000,000원 * 1식

4,000,000원

2,000,000원

104,640,000원

10,000,000원

1,296,000,000원

1,300,000원

11,923,000원

1,300,000원

40,000,000원

7,000,000원

105,000,000원

10,500,000

21,000,000원

14,000,000원

21,000,000원

3,500,000원

3,500,000원

14,000,000원

14,000,000원

10,000,000원

561,000,000원

479,000원

471,000원

1,669,000원

450,000원

570,000원

3,653,000원

4,164,000,000원



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완도 학림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260,000

○ 농촌진흥청 159,315

＊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18,135

＊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8,450

＊ 선도농가경영(강소농) 육성 53,000

＊ 농업인전문교육 12,550

＊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1,800

＊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 지원 2,120

＊ 4-H 양성교육 800

＊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800

＊ 현장기술지도활동지원 5,700

＊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 4,000

＊ 귀농 귀촌 교육운영 및 현장실습 지원 25,000

＊ 농가경영 현장실용화 1,500

＊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3,960

＊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 5,000

＊ 농기계 교육훈련 16,500

○ 산림청 3,001,438

＊ 산불방지대책 208,613

＊ 사회서비스분야인력경비 4,617

＊ 산림병해충방제사업 104,185

＊ 숲가꾸기사업 1,426,242

＊ 조림사업 614,507

＊ 산림서비스 도우미 25,177

＊ 숲길체험지도사 8,392

＊ 산림경영계획작성 6,080

＊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 9,400

＊ 학교 숲 조성 21,000

＊ 산림작물 토양개량지원사업 16,625

＊ 산림조합특화사업 500,000

＊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6,600

＊ 무궁화 동산 조성 50,000

○ 여성가족부 315,821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30,560

260,000,000원

18,135,000원

8,450,000원

53,000,000원

12,550,000원

1,800,000원

2,120,000원

800,000원

800,000원

5,700,000원

4,000,000원

25,000,000원

1,500,000원

3,960,000원

5,000,000원

16,500,000원

208,613,000원

4,617,000원

104,185,000원

1,426,242,000원

614,507,000원

25,177,000원

8,392,000원

6,080,000원

9,400,000원

21,000,000원

16,625,000원

500,000,000원

6,600,000원

50,000,000원

30,560,000원



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아이돌보미 지원 124,520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86,100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2,400

＊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 운영지원 945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71,296

○ 특허청 18,000

＊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 18,000

124,520,000원

86,100,000원

2,400,000원

945,000원

71,296,000원

18,000,000원

511-02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6,029,300 42,769,099 3,260,201

[ 일반회계 ] 46,029,300 42,769,099 3,260,201

< 재무과 > 46,029,300 42,769,099 3,260,201

○ 농림수산식품부 22,607,101

＊ 농공단지조성 및 정비(해양생물농공단지조성)

1,539,000

＊ 농공단지조성 및 정비(노후시설 정비) 100,000

＊ 양식어장관리(양식어장정화) 190,000

＊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247,200

＊ 수산물산지가공시설지원 1,485,000

＊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500,000

＊ 밭기반정비사업 1,436,902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00,000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50,000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4,315,000

＊ 다목적인양기설치사업 520,000

＊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사업 1,040,000

＊ 해조류부산물 재활용지원 300,000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2개소) 350,000

＊ 어촌종합개발사업(신지권역) 2,399,999

＊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고금권역) 700,000

＊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조약도권역) 420,000

＊ 지방어항(동고,장용,월양항) 시설공사 3,000,000

＊ 지방소도읍육성사업 3,014,000

＊ 향토산업육성(비파웰빙상품화사업) 700,000

○ 문화체육관광부 5,192,000

＊ 고산윤선도 문학관 건립 700,000

1,539,000,000원

100,000,000원

190,000,000원

247,200,000원

1,485,000,000원

500,000,000원

1,436,902,000원

100,000,000원

250,000,000원

4,315,000,000원

520,000,000원

1,040,000,000원

300,000,000원

350,000,000원

2,399,999,000원

700,000,000원

420,000,000원

3,000,000,000원

3,014,000,000원

700,000,000원

700,000,000원



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완도문화원사 건립 220,000

＊ 문화예술의전당 정부지급금 542,000

＊ 신지명사십리지구 관광지 개발사업 1,000,000

＊ 노화건강테마촌 조성사업 1,620,000

＊ 웃음테마촌 조성사업 1,110,000

○ 행정안전부 240,000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00,000

＊ 어린이영상정보인프라 구축사업 40,000

○ 농촌진흥청 335,000

＊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25,000

＊ 지역활력작목 기반조성 190,000

＊ 농촌지도기반조성 95,000

＊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25,000

○ 국토해양부 15,862,000

＊ 도서종합개발사업 15,762,000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침적) 100,000

○ 산림청 1,793,199

＊ 임도사업 985,199

＊ 숲길조성관리 112,000

＊ 도시숲조성 616,000

＊ 나무은행 80,000

220,000,000원

542,000,000원

1,000,000,000원

1,620,000,000원

1,110,000,000원

200,000,000원

40,000,000원

25,000,000원

190,000,000원

95,000,000원

25,000,000원

15,762,000,000원

100,000,000원

985,199,000원

112,000,000원

616,000,000원

80,000,000원

511-03 기금 2,865,328 2,484,049 381,279

[ 일반회계 ] 2,865,328 2,484,049 381,279

< 재무과 > 2,865,328 2,484,049 381,279

○ 농림수산식품부 1,485,915

＊ 낚시터환경개선사업 190,000

＊ 농지이용관리 운영지원 31,963

＊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 57,873

＊ 쇠고기이력추적제 귀표장착비 21,600

＊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 691,200

＊ 연결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30,000

＊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88,506

＊ 볏짚용 비닐대 지원 41,100

＊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183,673

190,000,000원

31,963,000원

57,873,000원

21,600,000원

691,200,000원

30,000,000원

88,506,000원

41,100,000원

183,673,000원



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 150,000

○ 국토해양부 60,000

＊ 조업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수매사업 60,000

○ 문화체육관광부 265,561

＊ 문화바우처 사업 79,016

＊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급여 44,160

＊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급여 11,040

＊ 스포츠바우처 사업 5,000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 11,348

＊ 여행바우처 운영사업 지원 14,997

＊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 100,000

○ 보건복지부 764,223

＊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 700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42,000

＊ 임시예방접종 55,946

＊ 영유아예방접종 20,342

＊ 예방접종등록관리팀 운영 10,778

＊ 병의원접종비 18,826

＊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802

＊ 성병진단시약 구입비 162

＊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비 14

＊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 550

＊ 결핵예방소 집단 유행관리사업 4,345

＊ 입원병령 결핵환자(입원비,생계비) 지원 540

＊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710

＊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 1,400

＊ 고혈압당뇨병 고지혈증 관리사업 3,880

＊ 난임부부의료비지원 24,587

＊ 노인의치 보철사업 시술비 지원 53,338

＊ 구강건강관리 1,750

＊ 만성질환관리사업 1,500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9,000

＊ 방문건강관리사업 108,300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2,184

150,000,000원

60,000,000원

79,016,000원

44,160,000원

11,040,000원

5,000,000원

11,348,000원

14,997,000원

100,000,000원

700,000원

42,000,000원

55,946,000원

20,342,000원

10,778,000원

18,826,000원

802,000원

162,000원

14,000원

550,000원

4,345,000원

540,000원

710,000원

1,400,000원

3,880,000원

24,587,000원

53,338,000원

1,750,000원

1,500,000원

9,000,000원

108,300,000원

2,184,000원



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4,940

＊ 신생아난청조기진단 481

＊ 암 조기검진사업 36,766

＊ 암환자 의료비 지원 57,746

＊ 영유아건강검진 1,551

＊ 임산부아동건강 관리사업 176

＊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4,943

＊ 정신보건센터운영 76,300

＊ 지역사회건강조사 23,674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1,800

＊ 치매조기검진 3,775

＊ 치매약제비지원 24,480

＊ 통합건강증진 157,005

＊ 통합구강보건 8,932

○ 환경부 10,176

＊ 석면피해 구제급여 10,176

○ 여성가족부 279,453

＊ 다문화가족지원 192,393

＊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지원 3,600

＊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9,360

＊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2,400

＊ 청소년문화존 운영 지원 16,000

＊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지원 1,750

＊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1,250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지원 1,000

＊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지원 51,700

4,940,000원

481,000원

36,766,000원

57,746,000원

1,551,000원

176,000원

4,943,000원

76,300,000원

23,674,000원

1,800,000원

3,775,000원

24,480,000원

157,005,000원

8,932,000원

10,176,000원

192,393,000원

3,600,000원

9,360,000원

2,400,000원

16,000,000원

1,750,000원

1,250,000원

1,000,000원

51,700,000원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18,563,046 16,367,663 2,195,383

521 시·도비보조금등 18,563,046 16,367,663 2,195,383

521-01 시ㆍ도비보조금등 18,563,046 16,367,663 2,195,383

[ 일반회계 ] 18,563,046 16,367,663 2,195,383

< 재무과 > 18,563,046 16,367,663 2,195,383

○ 국토해양부 3,293,186

＊ 도로명주소 홍보 560

＊ 섬주민 여객선운임지원사업 129,340

560,000원

129,340,000원



장: 500 보조금

관: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도서종합개발사업 3,163,286

○ 농림식품국 1,489,432

＊ 보호수정비 18,000

＊ 산림보호구역 보호관리 6,000

＊ 산불방지 23,733

＊ 산림자원화지원단 임업기술교육 640

＊ 전남쌀평생고객확보사업 택배비 지원사업 6,000

＊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111,667

＊ 홍보시식용 샘플쌀 제작비 지원 2,000

＊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28,000

＊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76,000

＊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236,149

＊ 귀농인 모임체 활성화 지원 2,000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3,000

＊ 유기가공식품 인증확대 지원 1,000

＊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사업 6,182

＊ 농약안전사용장비공급 5,958

＊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 41,770

＊ 농가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70,500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080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488,250

＊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 21,000

＊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8,238

＊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지원 1,824

＊ 벼 자동화 육묘장 지원 22,500

＊ 검정콩·잡곡 등 생산단지 지원 18,000

＊ 광역방제기 지원 60,000

＊ 포트육묘 이앙기 지원 27,000

＊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사업 3,600

＊ 유기농업 확산을 위한 체험 생산시설 지원 17,000

＊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60,000

＊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육성 16,000

＊ 유해조수 방지시설지원 1,200

＊ 소득유망 아열대 과수단지조성 67,500

3,163,286,000원

18,000,000원

6,000,000원

23,733,000원

640,000원

6,000,000원

111,667,000원

2,000,000원

28,000,000원

76,000,000원

236,149,000원

2,000,000원

3,000,000원

1,000,000원

6,182,000원

5,958,000원

41,770,000원

70,500,000원

1,080,000원

488,250,000원

21,000,000원

8,238,000원

1,824,000원

22,500,000원

18,000,000원

60,000,000원

27,000,000원

3,600,000원

17,000,000원

60,000,000원

16,000,000원

1,200,000원

67,500,000원



장: 500 보조금

관: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291

＊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 5,250

＊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2,370

＊ 친환경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1,800

＊ 전기안전진단 사업 900

＊ 양봉산업육성사업 410

＊ 한우등록사업 2,800

＊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 7,020

＊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10,800

＊ 숲가꾸기 지역내 산림소득자원조성 5,000

○ 경제산업국 42,500

＊ 중소기업 청년인턴 프로젝트사업 24,500

＊ 공공근로사업 18,000

○ 행정지원국 59,900

＊ 농어촌지역 원어민 강사 지원 50,000

＊ 지역방위육성지원 9,000

＊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 900

○ 종합민원실 21,520

＊ 5.18민주유공자 지원사업 11,520

＊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3,500

＊ 자원봉사활성화지원 6,500

○ 행정안전부 60,623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17,934

＊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31,439

＊ 마을기업 육성사업 11,250

○ 해양수산환경국 919,782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287,700

＊ 갑각류양식장소독제지원 2,000

＊ 어류양식장소독제지원 37,000

＊ 친환경수산물인증수수료지원 13,500

＊ 태풍 볼라벤,덴빈,산바 피해어가 재해복구 융자금 이차

보전사업 21,000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80,000

＊ 김양식 무기산 폐기사업 3,000

1,291,000원

5,250,000원

2,370,000원

1,800,000원

900,000원

410,000원

2,800,000원

7,020,000원

10,800,000원

5,000,000원

24,500,000원

18,000,000원

50,000,000원

9,000,000원

900,000원

11,520,000원

3,500,000원

6,500,000원

17,934,000원

31,439,000원

11,250,000원

287,700,000원

2,000,000원

37,000,000원

13,500,000원

21,000,000원

80,000,000원

3,000,000원



장: 500 보조금

관: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다시마 꼬리수거지원 100,000

＊ 해파리제거분쇄기제작 10,000

＊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사업 54,000

＊ 수산기술정보신문 보급사업 17,200

＊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6,700

＊ 수산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46,000

＊ 불가사리 구제사업 40,000

＊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 83,000

＊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118,682

＊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54,000

＊ 수산생명산업지원센터지원 1,000,000

○ 농림수산식품부 1,792,887

＊ 농공단지조성 및 정비(해양생물농공단지조성)

110,000

＊ 복합다기능부잔교 설치사업 80,000

＊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30,900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7,499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92,465

＊ 밭기반정비사업 179,925

＊ 비파웰빙상품화사업(향토산업) 84,000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21,600

＊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20,000

＊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3,456

＊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2,000

＊ 경관보전직불제사업 11,126

＊ 귀농인 실습지원 1,800

＊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57,029

＊ 친환경비료(토양개량제) 지원사업 27,699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118,487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관리 2,347

＊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7,650

＊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9,360

＊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지원 130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60,006

100,000,000원

10,000,000원

54,000,000원

17,200,000원

6,700,000원

46,000,000원

40,000,000원

83,000,000원

118,682,000원

54,000,000원

1,000,000,000원

110,000,000원

80,000,000원

30,900,000원

7,499,000원

92,465,000원

179,925,000원

84,000,000원

21,600,000원

20,000,000원

3,456,000원

2,000,000원

11,126,000원

1,800,000원

57,029,000원

27,699,000원

118,487,000원

2,347,000원

7,650,000원

9,360,000원

130,000원

60,006,000원



장: 500 보조금

관: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 구입 3,628

＊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5,446

＊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 17,362

＊ 살처분 보상금 3,028

＊ 구제역 예방약품(전업농) 2,345

＊ 구제역 예방약품(영세농) 4,027

＊ 쇠고기이력추적제 귀표장착비 6,480

＊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39,359

＊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 27,648

＊ 연결체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1,800

＊ 어촌종합개발사업(신지권역) 514,285

＊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고금권역) 150,000

＊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조약도권역) 90,000

○ 환경부 522,260

＊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26,160

＊ 영농폐비닐수거 장려금 900

＊ 금일읍 공공하수처리시설 116,000

＊ 노화읍 공공하수처리시설 151,100

＊ 신지면 공공하수처리시설 158,000

＊ 고금면 공공하수처리시설 25,500

＊ 청산면 공공하수처리시설 23,200

＊ 소안 비자 공공하수처리시설 21,400

○ 관광문화국 302,900

＊ 신흥사 목조약사 여래좌상 정비사업 77,000

＊ 완도객사 정비사업 119,000

＊ 제39회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3,000

＊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5,000

＊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1,800

＊ 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5,100

- 후보자 2,100

- 보존회 3,000

＊ 농어촌 민박 개·보수사업 20,000

＊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 72,000

○ 문화재청 30,450

3,628,000원

5,446,000원

17,362,000원

3,028,000원

2,345,000원

4,027,000원

6,480,000원

39,359,000원

27,648,000원

1,800,000원

514,285,000원

150,000,000원

90,000,000원

26,160,000원

900,000원

116,000,000원

151,100,000원

158,000,000원

25,500,000원

23,200,000원

21,400,000원

77,000,000원

119,000,000원

3,000,000원

5,000,000원

1,800,000원

2,100,000원

3,000,000원

20,000,000원

72,000,000원



장: 500 보조금

관: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완도 정도리 구계등 정비 900

＊ 보길도 윤선도 원림 정비 13,500

＊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정비 1,350

＊ 완도 미라리 상록수림 상시관리 2,700

＊ 완도 맹선리 상록수림 상시관리 1,800

＊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상시관리 2,700

＊ 완도 예송리 감탕나무 상시관리 450

＊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 상시관리 450

＊ 완도 주도 상록수림 상시관리 1,800

＊ 완도 대문리 모감주나무 군락 상시관리 1,800

＊ 완도 미라리 상록수림 도난감시시설 설치 3,000

○ 건설방재국 235,487

＊ 농어촌버스재정지원 118,585

＊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1,900

＊ 지방도보수원 인건비 53,002

＊ 하천 퇴적토 준설 28,000

＊ 하천 기성제정비 및 잡목제거사업 14,000

＊ 재해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4,000

＊ 노후강우량기 교체사업 9,000

＊ 풍수해보험 사업 7,000

○ 소방방재청 2,547

＊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330

＊ 민방위 리더양성 지원 335

＊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399

＊ 지원민방위대 육성 지원 1,168

＊ 안보교육 강사수당 지원 315

○ 농촌진흥청 4,500

＊ 농기계 교육 훈련 4,500

○ 문화체육관광부 31,755

＊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675

＊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8,455

＊ 여행바우처 운영사업 1,925

＊ 템플스테이체험 프로그램운영사업 700

900,000원

13,500,000원

1,350,000원

2,700,000원

1,800,000원

2,700,000원

450,000원

450,000원

1,800,000원

1,800,000원

3,000,000원

118,585,000원

1,900,000원

53,002,000원

28,000,000원

14,000,000원

4,000,000원

9,000,000원

7,000,000원

330,000원

335,000원

399,000원

1,168,000원

315,000원

4,500,000원

675,000원

8,455,000원

1,925,000원

700,000원



장: 500 보조금

관: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전통사찰 보수정비(신흥사 삼성각 및 선불당 단청)

20,000

○ 복지여성국 3,285,141

＊ 유통식품 검체 수거비 1,000

＊ 청소년지원센터운영지원 19,200

＊ 기부식품제공사업 1,000

＊ 가정위탁양육지원 6,480

＊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7,000

＊ 지역자활센터종사자특별수당 3,360

＊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요원 활동비 1,920

＊ 농어촌건강증진센터 건립 200,000

＊ 노인건강진단 776

＊ 농어촌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35,000

＊ 농어촌신생아양육지원금 70,950

＊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운영 1,000

＊ 여성인력 개발 및 양성평등 6,000

＊ 아동복지 가정지원 15,060

＊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특산품 판매촉진 2,500

＊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지원 17,700

＊ 평가인증 민간보육시설 12,451

＊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료 지원 9,933

＊ 아동급식지원 236,558

＊ 만5세 누리과정 573,480

＊ 방과후 보육료 지원 7,272

＊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2,134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1,600

＊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확대 지원사업 21,500

＊ 장애아동재활치료 확대지원 960

＊ 장애인보장구 소모품교체비 1,600

＊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지원 1,280

＊ 경로당 운영비 지원 69,784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3,600

＊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 2,160

＊ 무의탁 독거노인 환경개선사업 7,500

20,000,000원

1,000,000원

19,200,000원

1,000,000원

6,480,000원

7,000,000원

3,360,000원

1,920,000원

200,000,000원

776,000원

35,000,000원

70,950,000원

1,000,000원

6,000,000원

15,060,000원

2,500,000원

17,700,000원

12,451,000원

9,933,000원

236,558,000원

573,480,000원

7,272,000원

2,134,000원

1,600,000원 * 1식

21,500,000원

960,000원

1,600,000원

1,280,000원

69,784,000원

3,600,000원

2,160,000원

7,500,000원



장: 500 보조금

관: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IT융합 노인기능성 운동기기 개발보급 11,000

＊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12,586

＊ 노인 약물 오남용 및 전통 뜸 교육 1,000

＊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1,465,961

＊ 재가노인시설 운영비 지원 284,137

＊ 재가노인시설 종사사 특별수당 3,240

＊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64,920

＊ 노인복지시설 특별 급식비 5,530

＊ 노인복지지설 김장 및 춘계 부식비 657

＊ 노인복지시설 화장용품비 275

＊ 시니어클럽 운영비 30,000

＊ 노인보행보조차 지원사업 10,623

＊ 노인복지기금 4,858

＊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 3,813

＊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 33,975

＊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신상챙겨드리기 1,600

＊ 친환경 자연장 조성 5,250

＊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3,353

＊ 경로당순회의료서비스 1,605

○ 보건복지부 4,549,334

＊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 감시단 활동비 740

＊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440

＊ 보육시설 기능보강 8,500

＊ 시니어감시단 활동비 421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2,600

＊ 임시예방접종 27,973

＊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401

＊ 결핵예방소집단 유행관리사업 2,172

＊ 입원명령결핵환자(입원비,생계비)지원 270

＊ 의료기관 결핵환자접촉자 검진비 355

＊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 700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23,334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6,656

＊ 난임부부의료비지원 12,293

11,000,000원

12,586,000원

1,000,000원

1,465,961,000원

284,137,000원

3,240,000원

64,920,000원

5,530,000원

657,000원

275,000원

30,000,000원

10,623,000원

4,858,000원

3,813,000원

33,975,000원

1,600,000원

5,250,000원

3,353,000원

1,605,000원

740,000원

440,000원

8,500,000원

421,000원

12,600,000원

27,973,000원

401,000원

2,172,000원

270,000원

355,000원

700,000원

23,334,000원

6,656,000원

12,293,000원



장: 500 보조금

관: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암 조기검진사업 11,030

＊ 암환자 의료비 지원 17,323

＊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1,483

＊ 정신보건센터운영 22,890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900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756

＊ 아동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186,886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3,744

＊ 아동발달계좌 지원 2,125

＊ 영유아 보육료 지원 825,900

＊ 보육시설 지원 29,659

＊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340,952

＊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632,962

＊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37,920

＊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 18,315

＊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13,825

＊ 장애수당 87,217

＊ 장애인연금 217,896

＊ 장애인의료 지원 13,074

＊ 장애인등록 진단비 149

＊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7,600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62,242

＊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 5,366

＊ 발달장애인 후견인 지원사업 130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300

＊ 노인일자리지원사업 237,995

＊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 280,941

＊ 노인돌봄서비스사업(기본,종합) 110,557

＊ 독거노인 응급안전 시스템 구축사업 6,750

＊ 긴급복지지원사업 13,659

＊ 경로당 양곡비지원 20,310

＊ 경로당특별난방비지원 57,805

＊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사업 22,145

＊ 자활근로사업 101,023

11,030,000원

17,323,000원

1,483,000원

22,890,000원

900,000원

756,000원

186,886,000원

3,744,000원

2,125,000원

825,900,000원

29,659,000원

340,952,000원

632,962,000원

37,920,000원

18,315,000원

13,825,000원

87,217,000원

217,896,000원

13,074,000원

149,000원

7,600,000원

62,242,000원

5,366,000원

130,000원

300,000원

237,995,000원

280,941,000원

110,557,000원

6,750,000원

13,659,000원

20,310,000원

57,805,000원

22,145,000원

101,023,000원



장: 500 보조금

관: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 9,930

＊ 자활소득공제사업 3,585

＊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16,854

＊ 희망키움통장 3,432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4,026

＊ 기초생활보장급여 932,288

＊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 지원 40,535

○ 녹색성장정책실 10,359

＊ 야생동식물 보호원 배치 인부임 759

＊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9,600

○ 산림청 640,006

＊ 산불방지대책 93,877

＊ 산림병해충방제사업 28,756

＊ 숲가꾸기사업 332,009

＊ 조림사업 108,540

＊ 산림경영계획작성 1,824

＊ 산림조합특화사업 60,000

＊ 무궁화 동산 조성사업 15,000

○ 여성가족부 167,368

＊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41,834

＊ 아이돌보미 지원 26,683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43,050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300

＊ 다문화가족지원 41,229

＊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 운영지원 472

＊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1,800

＊ 청소년문화존운영지원 12,000

○ 농업기술원 32,171

＊ 지방농촌지도기관 활력화 지원 7,061

＊ 농촌생활기술보급 1,200

＊ 원예특작 자체사업 기술보급 지원 12,000

＊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추진 지원 4,760

＊ 농업박람회 추진 7,150

○ 고용노동부 14,938

9,930,000원

3,585,000원

16,854,000원

3,432,000원

54,026,000원

932,288,000원

40,535,000원

759,000원

9,600,000원

93,877,000원

28,756,000원

332,009,000원

108,540,000원

1,824,000원

60,000,000원

15,000,000원

41,834,000원

26,683,000원

43,050,000원

300,000원

41,229,000원

472,000원

1,800,000원

12,000,000원

7,061,000원

1,200,000원

12,000,000원

4,760,000원

7,150,000원



장: 500 보조금

관: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사회적기업육성사업개발비지원 12,898

＊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 2,040

12,898,000원

2,04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