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원)
보조사업명

2020년 꿈사다리 공부방사업 보조금지급
2020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사업 보조금 교부(상반기)
2020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사업 보조금 교부
전남형 4050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급(12월분)
2020년 보길면 예송리 공동제의(산신제 및 해신제) 보조금 교부
2020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급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1차)
2020년 기부식품제공사업(기초푸드뱅크)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2020년 완도읍 정도리 공동제의(산신제 및 해신제) 보조금 교부
2020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지급
2020년 완도 장좌리 당제 및 당굿 보조금 교부
완도 향교 춘기 석전대제 보조금 교부
2020년 보훈단체 호국순례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청해진 열두군고 진법 전승 보고금 교부결정
2020년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2차)-김의*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금일가스 외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도군협의회 보조금(청소년통일공감사업, 자매결연합동회의) 지급

2020년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3차)
2020.1월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금 지급(만나씨푸드외 3개소)
2020.1월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금 지급(완도네시아, 자연으로)
2020년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알림
2020년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4차)
2020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보조금 지급
2020년 1월분 마을로 사업(2기,3기) 급여 및 활동수당 지급
전남형 4050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급(2020.1월분)
2020년 TMR사료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알림
2020년 1월분 마을로 사업(2기,3기) 급여 및 활동수당 지급
2020년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2020년 1월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급여보조금 지급
2020년 경로당 공동작업장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통보
2020년 희망미래완도 행복마을 공동체 주민공모사업 보조금 교부
2020년 사회적경제기업 자립화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사)장보고글로벌재단 보조금 교부결정
2020년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2020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1월 군외 외 4)
2020년 새마을회 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2020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1,2월 금일 외3)
2020년 학교 예술강사(국악분야)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2020년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5차)
2020년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알림
2020.2월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금 지급(만나씨푸드외 3개소)
2020.2월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금 지급(완도네시아)
2020년 2월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급여보조금 지급
2020 완도문화원 지역문화사업 보조금 교부
바르게살기운동 완도군협의회 보조금(활동지원사업) 지급
2020년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3월)
전남형 4050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급(2020.2월분)
2020년 2월분 마을로 사업 급여 및 활동수당 지급
2020년도 경로당 지도자 교육 보조금 지급
2020년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사업(백신) 보조금 지급
2020년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사업(면역증강제)보조금 지급
2020년 수산물생산 유통기반구축(어류양식안정성 구축) 보조금 지급
2020년 생생문화재 보조금 교부
2020년 무인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계획
2020년 바다지킴이 365기동대 운영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계획
2020년 2월분 마을로 사업 급여 및 활동수당 지급(2차)
2020년 불가사리구제사업 보조금 지급
전남형 4050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급(2020.2월분)
2020년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6차)
2020년 원예(채소, 과수)농가 친환경농자재 지원(1차)
2020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1,2월 노화 외 4)
'2020년 전남 청년 내일로사업' 보조금 교부
2020년 전복먹이용 해조류 저장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
2020 사회적경제기업 자립화 지원사업 교부(미라조강영어조합법인)
2020년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지급
2020년 1/4분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운영매니저) 활동비 보조금 지급(1월~3월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운영매니저) 활동비 보조금 지급(1월~3월분)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지급(1~3월분)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설치비 3월 청구분 지급
2020년 농촌유학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1차)
2020년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지원금(보조금) 집행(4월)
'20년 양성평등촉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2020년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7차)
2020년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사업 보조급 지급(1차)

보조사업자

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단
완도군체육회
완도군체육회
이주봉외 5
예송새마을회
대한노인회전남완도군지회
조창선외 2
푸드뱅크사랑나눔은행
정도리새마을회
대한노인회 완도군지회
강양대
완도향교향유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전남지부 완도군지회외 8

청해진열두군고연구회
김의준
금일가스외 7
민주평통완도군협의회외 1
허종옥외 2
만나씨푸드외 3
자연으로 영농조합법인외 1
대한노인회전남완도군지회
박서남외 4
농업회사법인 아들래(주)
한가람식품영어조합법인외 17
이주봉외 3
강진완도축협완도지점
씨플러스(주)외 2
(사)완도군번영회외 5
완도개매기마을외 2
대야1구경로당
소가용리 새마을회외 3
만나씨푸드외 3
(사)장보고글로벌재단
완도군지방행정동우회
주부가스외 6
완도군새마을회
금일가스외 6
한국국악협회전라남도지회
김현심외 2
대한노인회 고금분회외 4
만나씨푸드외 3
(주)완도네시아
완도개매기마을외 2
완도문화원외 8
바르게살기운동완도군협의회
김요셉외 11
이주봉외 3
완도수산물영어조합법인외 14
대한노인회완도군지회
전남서부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완도문화예술협동조합
완도통발자율관리공동체외 2
(사)한국수산경영인 완도군연합회
농업회사법인 아들래㈜외 3
완도통발자율관리공동체외 1
완도맘영어조합법인외 1
문재옥외 2
완도친환경
노화가스외 7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 완도군전복협회
미라조강영어조합법인
청산도의미래 협동조합
북고어촌체험마을(공형재)외 1
신학리농촌체험마을영농조합법인
울모래영농조합법인
금당예꼬어린이집
비앤엠코리아
농산어촌섬마을유학협동조합
김요셉외 11
완도군여성단체협의회외 1
강영찬외 5
완도농협 금일지점 하나로마트외 2

보조금 집행액

52,716,000
57,936,000
14,484,000
2,374,210
2,900,000
27,402,000
900,000
30,000,000
2,000,000
17,000,000
3,900,000
4,000,000
45,000,000
10,000,000
100,000
23,493,600
14,000,000
250,000
16,551,100
3,000,000
294,000,000
815,000
37,500,000
54,881,010
1,600,000
50,000,000
16,085,390
116,000,000
4,827,720
3,000,000
55,750,000
26,000,000
49,000,000
10,000,000
17,046,800
24,000,000
28,516,200
23,846,000
335,000
53,000,000
15,577,000
1,600,000
4,827,720
90,000,000
5,000,000
10,600,000
1,600,000
57,104,780
10,000,000
1,273,280,000
209,652,000
400,000,000
45,000,000
30,000,000
100,000,000
11,333,750
33,333,000
468,960
290,000
7,000,000
25,230,500
21,259,000
250,000,000
9,000,000
32,500,000
10,770,000
4,320,000
4,320,000
3,000,000
180,000
13,200,000
10,600,000
15,000,000
425,000
70,000,000

최종 정산액

52,716,000
57,936,000
14,484,000
2,374,210
2,900,000
27,402,000
900,000
30,000,000
2,000,000
17,000,000
3,900,000
4,000,000
45,000,000
10,000,000
100,000
23,493,600
14,000,000
250,000
16,551,100
3,000,000
294,000,000
815,000
37,500,000
54,881,010
1,600,000
50,000,000
16,085,390
116,000,000
4,827,720
3,000,000
55,750,000
26,000,000
49,000,000
10,000,000
17,046,800
24,000,000
28,516,200
23,846,000
335,000
53,000,000
15,577,000
1,600,000
4,827,720
90,000,000
5,000,000
10,600,000
1,600,000
57,104,780
10,000,000
1,273,280,000

209,652,000
400,000,000
45,000,000
30,000,000
100,000,000
11,333,750
33,333,000
468,960
290,000
7,000,000
25,230,500
21,259,000
250,000,000
9,000,000
32,500,000
10,770,000
4,320,000
4,320,000
3,000,000
180,000
13,200,000
10,600,000
15,000,000
425,000
70,000,000

2020청소년건전문화정착프로그램 공모사업 교부결정 및 송금(1차)
2020년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임금 지급(이선아 외 3)
2020. 3월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금 지급(완도네시아)
2020.3월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금 지급(완도네시아외 3개소)
2020년 원예(채소, 과수)농가 친환경농자재 지원(2차)
2020년 3월분 마을로 사업 급여 및 활동수당 지급
2020년 3월분 마을로 사업 급여 및 활동수당 지급
3월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급여보조금 지급
2020년 통합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1차)
전남형 4050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급(2020.3월분)
글로벌시장 판로개척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통보
2020년 원예(채소, 과수)농가 친환경농자재 지원(3차)
2020년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정정(8차)
2020년 3월분 마을로 사업 급여 및 활동수당 지급(추가)
2020년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지원금(보조금) 집행 (5월)
2020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2,3월 금일 외 6)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운영매니저) 활동비 보조금 지급(4월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운영매니저) 활동비 보조금 지급(4월분)
2020년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임금 지급(김중호 외 3)
2020년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임금 지급(신은천 외 2)

법무부법사랑위원완도지구협의회외 1
김제준외 3
(주)완도네시아
만나씨푸드외 3
대덕원예사외 1
완도수산물영어조합법인외 2
씨플러스주식회사외 10
완도개매기마을외 2
송형석
이주봉외 5
(사)한국수산업경영인완도군연합회
무지개농약사
최덕현외 5
㈜라온외 5
김요셉외 11
금일가스외 9
신학리농촌체험마을영농조합법인
울모래영농조합법인
김태동외 3
김주영외 2
2020년도 건강한지역사회운영협의회 보조금(해조류박람회 전국투어 특별 홍보단) 교부결정 및 송금 통보 완도군건강한지역사회운영협의회
2020년 수산경영 대학과정(한국수산벤처대학) 보조금 지급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2020년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지급(1~2월분)
서울우유 완도대리점외 2
2020년 취약도서 주민수송도선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고마새마을회영어조합외 1
2020 위생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확정 및 지급
사단법인완도군낭장망협회
2020년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사업 지급(9차)
정승규외 10
2020년 4월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급여보조금 지급
완도개매기마을외 2
코로나19대응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통보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여성 생활체육교실 사업지원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완도군체육회
2020년 청년 어촌정착지원사업 보조금집행(5월)
김성식외 1
2020년 원예(채소, 과수)농가 친환경농자재 지원(4차)
푸른농약사외 7
청산면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운영비 지급
유성종외 7
2020년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지급(3~4월)
서울우유 완도대리점외 2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설치비 5월 청구분 지급
비앤엠코리아
2020년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운영비 지급
완도군장애인복지관외 2
2020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3,4월 금일 외 5)
금일가스외 9
2020. 4월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금 지급(완도네시아)
(주)완도네시아
2020.4월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금 지급(청해진미외 3개소)
만나씨푸드외 3
2020년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임금지급(조훈기 외 1)
박훈외 1
2020년 귀어가 정착지원금 지급(5월)
채희주외 3
2020년 4월분 마을로 사업 급여 및 활동수당 지급(1회차)
완도수산물영어조합법인외 17
2020년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지급(2차년도)
(재)전남테크노파크(전남형강소)
완도자연그대로한우전문판매점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강진완도축협
2020년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10차)
우융조외 12
2020년 경로당 책임보험료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대한노인회완도군지회
2020년 원예(채소, 과수)농가 친환경농자재 지원(5차)
농업회사법인(주)자연과미래외 2
2020년 전남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사업비 교부(2개소)
도청1리 대동회외 1
전남형 4050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급(누리영어조합법인)
누리영어조합법인외 1
2020년 수출전용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완도전복주식회사외 2
2020년 친환경인증농가 유기농상토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1
(주)성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운영매니저) 활동비 보조금 지급(5월분)
울모래영농조합법인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운영매니저) 활동비 보조금 지급(5월분)
신학리농촌체험마을영농조합법인
2020년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 보조금 지급
울모래농촌체험휴양마을외 1
2020년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지급(2차)
청산도의미래 협동조합
2020년 4월분 마을로 사업 급여 및 활동수당 지급(2회차)
농업회사법인 아들래(주)외 3
2020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완도제일한글학교외 4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급('20. 4~5월분)
(주)해미원외 5
2020년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지급(5월)
서울우유 완도대리점외 2
2020 완도문화원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보조금 교부
완도문화원외 7
2020년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지원금(보조금) 집행 (6월)
김요셉외 13
전남형 4050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급((주)청산바다)
(주)청산바다외 1
「2020년 해양인명구조 전문인력 양성사업」보조금 교부
해양구조단 완도지역대외 1
친환경 양식수산물 국제인증(ASC)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2020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4,5월 노화 외 5)
노화가스외 8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급(1차)
완도 패들보드
2020년 발달장애인 사회참여프로그램(자조모임) 운영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완도군장애인복지관
2020년 귀어가 정착지원금 지급(2차)
노두남외 5
2020년 5월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금 지급(완도네시아)
(주)완도네시아
농업회사법인 청해진미(주)(일자리창출)외 3
2020년 5월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금 지급(만나씨푸드외 3개소)
2020년 통합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2차)
박충희외 2
2020년 농축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1차)
송형석외 1
2020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물류비 보조금 지급
완도군농협연합미곡종합처리장
2020년 전남쌀 홍보시식용 샘플제작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완도군농협연합미곡종합처리장
2020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사업 보조금(하반기) 교부결정 및 송금
완도군체육회
2020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사업 보조금(하반기) 교부결정 및 송금
완도군체육회
「2020년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보조금 교부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2020년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 교부결정 및 송금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2020년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 교부결정 및 송금
(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설치비 6월 청구분 지급
비앤엠코리아
2020년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지급(5월 추가분)
서울우유 완도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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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급
「2020 전남 청년 마을로사업」보조금 교부 결정
2020년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 교부결정 및 송금
2020년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임금지급(권종호 외 4)
2020년 청소년건전문화정착프로그램 공모사업 교부결정 및 송금(2차)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1차
2020년도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급
2020년 원예(채소, 과수)농가 친환경농자재 지원(6차)
2020년 마을로 사업 급여 및 활동수당 지급(5월분 1차)
2020년 귀어가 정착지원금 지급(3차)
2020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 보조금(선급금) 지급-동계
2020년 유기농상토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2020년 5월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급여보조금 지급
완도군 종합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보조금 지급
2020년 통합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3차)
2020년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지급(6월분)
2020년 노인(분)회 경로당 문화교양지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 및 송금
미국 상설 전시판매장 시군 연계 판촉행사 사업 보조금 확정 및 지급
2020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3~5월 군외 외 3)
2020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4,5월 금일,노화)
2020년 수산업경영인 조직역량강화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전남 청년 창업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2020년 귀어가 정착지원금 지급(4차)
2020년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사업 사업비 지급(11차)
2020년도 친환경인증농가 유기농상토지원사업 보조금 지급(3차)
지자체 연계마케팅사업 수산식품 유럽시장 확대사업
지자체 연계마케팅사업 보조급 지급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급
2020년 마을로 사업 급여 및 활동수당 지급(5월분 2차)
2020년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임금지급(정희* 외 2)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운영매니저) 활동비 보조금 지급(6월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운영매니저) 활동비 보조금 지급(6월분)
2020년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확정 및 지급(완도수산 우미진)
2020년 6월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급여보조금 지급
2020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상반기)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설치비 7월 청구분 지급
2020년 농촌유학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2차)
2020년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지원금(보조금) 집행 (7월)
'20년 6월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금 지급(완도네시아)
'20년 6월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지급(만나씨푸드(유) 외 2개소)
'20년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운영 보조금 (추가분
'20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운영 보조금 지급 (추가분)
2020년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사업 지급(12차)
2020년 마을로 사업 급여 및 활동수당 지급(6월분 1차)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급(6월분)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교부
2020년 친환경인증농가 유기농 상토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4차)
2020년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임금 지급(이민* 외 3)
2020년 구제역 백신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1차)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급('20. 2분기)
2020년 2/4분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2020년 완도자연그대로 통합포장재 보조금 지급(4차)
2020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지원(교육컨설팅 지원) 선금 지급
2020년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 급여 및 활동수당 지급(6월분 2차)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급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지급(4~6월)
2020 유소년 체육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2020년 희망미래완도 행복마을 공동체 주민공모사업 보조금 교부
2020년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지원금(보조금) 집행 (8월)
2020년 완도자연그대로 통합포장재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5차)
2020년 농축산물 유통물류비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2차)
2020년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임금 지급(장성* 외 2)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관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친환경 양식수산물 국제인증(ASC)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2020년 구제역 백신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2차)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급(7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급(7월)
2020년 완도자연그대로 통합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6차)
2020년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1차)
2020년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3차)
2020년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4차)
2020년 7월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급여보조금 지급
2020년 전통문화전승사업 보조금 교부
2020년 희망미래완도 행복마을 공동체 주민공모사업 보조금 교부

임희란외 3
(재)전남테크노파크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
박형묵외 4
장보고아카데미외 1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완도농협
내정리감자작목반
완도수산물영어조합법인외 14
김석원외 1
늘푸른한우영농조합법인외 15
김정희외 1
완도개매기마을외 2
대한노인회전남완도군지회
완도군농협연합미곡종합처리장외 4
서울우유 완도대리점외 2
대한노인회 전남완도군지회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주부가스외 5
금일가스외 10
(사)한국수산업경영인완도군연합회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정성옥
정승규외 11
덕암벼단지 장율동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이주봉외 1
누리영어조합법인외 6
장연순외 2
신학리농촌체험마을영농조합법인
울모래영농조합법인
완도수산 우미진
완도개매기마을외 2
삼계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비앤엠코리아
농산어촌섬마을유학협동조합
김요셉외 13
(주)완도네시아
만나씨푸드(유)외 2
대한노인회전남완도군지회
대한노인회 완도군지회
박영근외 13
완도수산물영어조합법인외 14
임희란외 3
㈜건강한바다외 3
김현식 외 16명
전금봉외 3
황철희외 3
이진영외 5
북고어촌체험마을(공형재)
김광석외 3
하늘소한우영농조합
누리영어조합법인외 7
이주봉외 1
금당예꼬어린이집
완도군체육회
화흥리새마을회외 1
김요셉외 13
이세영
이세영
장성자외 2
신학리농촌체험마을영농조합법인외 1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
김매숙
신학리농촌체험마을영농조합법인
울모래영농조합법인
최장섭외 5
남선유기쌀작목반 외 11개소외 1
노화광영ㄱ벼단지
신지내정단지
완도개매기마을외 2
완도문화원
월송리 부녀회외 1
2020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3~6월 보길,소안,금당,청산) 보길가스외 7
2020년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사업 지급(13차)
이동호외 13
2020년 구제역 백신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3차)
이기만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설치비 8월 청구분 지급
엠투엠링크외 1
2020년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 급여 및 활동수당 지급(7월분 1차)
완도수산물영어조합법인외 9
2020년 귀어가 정착 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지원금 지급(5차)
최운수외 1

2,400,000
2,400,000
25,614,000 25,614,000
80,000,000 80,000,000
9,600,000
9,600,000
40,000,000 40,000,000
25,079,000 25,079,000
27,279,200 27,279,200
3,444,000
3,444,000
46,481,550 46,481,550
10,000,000 10,000,000
333,369,000 333,369,000
1,741,600
1,741,600
4,827,720
4,827,720
10,000,000 10,000,000
15,750,000 15,750,000
25,773,660 25,773,660
12,000,000 12,000,000
30,000,000 30,000,000
7,104,500
7,104,500
19,866,200 19,866,200
200,000,000 200,000,000
58,533,000 58,533,000
5,000,000
5,000,000
1,405,000
1,405,000
12,353,600 12,353,600
100,000,000 100,000,000
40,000,000 40,000,000
800,000
800,000
22,753,930 22,753,930
6,240,000
6,240,000
1,440,000
1,440,000
1,440,000
1,440,000
5,142,600
5,142,600
4,827,720
4,827,720
11,485,500 11,485,500
180,000
180,000
30,800,000 30,800,000
12,400,000 12,400,000
1,600,000
1,600,000
12,168,000 12,168,000
14,000,000 14,000,000
14,000,000 14,000,000
1,680,000
1,680,000
40,296,610 40,296,610
1,600,000
1,600,000
20,000,000 20,000,000
10,713,360 10,713,360
7,840,000
7,840,000
1,960,000
1,960,000
4,465,000
4,465,000
5,385,000
5,385,000
6,273,500
6,273,500
18,000,000 18,000,000
32,536,260 32,536,260
800,000
800,000
2,100,000
2,100,000
15,000,000 15,000,000
18,250,000 18,250,000
12,400,000 12,400,000
1,000,000
1,000,000
2,500,000
2,500,000
8,640,000
8,640,000
3,000,000
3,000,000
-2,544,800 -2,544,800
490,000
490,000
1,440,000
1,440,000
1,440,000
1,440,000
13,400,000 13,400,000
48,702,600 48,702,600
19,053,000 19,053,000
758,800
758,800
4,827,720
4,827,720
13,600,000 13,600,000
18,000,000 18,000,000
26,519,300 26,519,300
2,330,000
2,330,000
490,000
490,000
360,000
360,000
32,046,520 32,046,520
10,000,000 10,000,000

2020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6월 노화 외 5)
2020년 식량작물(들녘)경영체 육성지원(교육컨설팅 지원) 보조금(1차) 지급
2020년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사업 지급(14차)
2020년 구제역 백신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3차)
2020년 희망미래완도 행복마을 공동체 주민공모사업 보조금 교부
「2020년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사업예산 변경에 따른 기교부액 반납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급(7월분)
2020년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2020년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 급여 및 활동수당 지급(7월분 2차)
2020년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3차)-2
2020년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2차)
2020년 구제역 백신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4차)
'20년 7월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금 지급(완도네시아)
'20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7월분) 지급(만나씨푸드(유) 외 2개소)
2020년 완도자연그대로 통합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7차)
2020년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 급여 및 활동수당 지급(7월분 3차)
완도 향교 추기 석전대제 보조금 결정 및 송금 알림
2020년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 급여 및 활동수당 지급(7월분 4차)
2020년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지급(7월)
2020년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임금 지급(박경* 외 2)
2020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운영매니저)활동비 보조금 지급(8월)
2020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운영매니저)활동비 보조금 지급(8월)
2020년 동계 조사료사일리지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1차)
2020년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확정 및 지급(완도고금바다 채상현)
2020년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확정 및지급(명품해청 김현*)
2020년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지원금(보조금) 집행 (9월)
2020년 동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2차)
2020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8월분)
2020년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보조금 교부
2020년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2020년도 8월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통지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급(7월분)
2020년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교부(금일에스엔에프(주))
2020년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사업 지급(15차)
「2020년 해양인명구조 전문인력 양성사업」보조금 교부 결정
2020년 ？완도자연그대로 통합포장재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8차)
2020년 동계 조사료사일리지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3차)
2020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알림(1차)
2020년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 급여 및 활동수당 지급(8~10월분)
2020년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지급(8월)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설치비 9월 청구분 지급
2020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1차)
2020년 친환경농자재 유용미생물(EM) 공급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2020년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확정 및 지급(완도첫마을 협동조합 서한*)
2020년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2020년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사업 지급(16차)
2020년 원예(채소, 과수)농가 친환경농자재 지원(7차)
'20년 8월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금 지급(완도네시아)
'20년 8월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지급(유 만나씨푸드 외 2개소)
2020년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 급여 및 활동수당 지급(8~10월분)
지방행정동우회 완도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2020년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2020년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사업(중앙) 보조금 지급(1차)
2020년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사업(도비) 보조금 지급(1차)
여행사홍보마케팅 긴급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통보
2020년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지급(9월)
2020년 동계 조사료사일리지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4차)
여행사홍보마케팅 긴급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통보(한결여행사)
2020년 수산업경영인 조직역량강화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2020년 친환경 퇴비생산 수분조절재 보조금 지급(1차)
2020년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지원금(보조금) 집행 (10월)
2020년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확정 및 지급(삼성물상 황인*)
2020년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 급여 및 활동수당 지급(8~10월분)
2020년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2020년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보조금 교부
2020년 친환경 퇴비생산 수분조절재 보조금 지급(2차)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급(9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급(9월)
2020년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사업 지급(17차)
2020년도 9월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통지
2020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9월분)
2020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향토사 퀴즈왕 선발대회) 보조금 지급
여행사홍보마케팅 긴급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통보(늘푸른여행사)
2020년 동계 조사료사일리지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5차)
2020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장보고대사 업적알리기) 보조금 지급
2020년 여성단체연계 농특산물 판매촉진사업 보조금 지급
2020년 친환경 퇴비생산 수분조절재 보조금지급(3차)
2020년도 경로당 지도자 교육 보조금 반납
2020년 친환경인증농가 유기농상토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5차)
2020년 수도작 공동방제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1차)

노화가스외 15
완도섬마을한우영농조합법인
김행주외 1
김진상
보길 해우회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임희란외 3
대덕원예사
바다앤영어조합법인외 3
노화동부쌀단지
대야1쌀작목반 외 3개소
김재익
(주)완도네시아
자연으로영농조합법인(일자리창출)외 2
조현희외 3
씨플러스주식회사외 3
완도향교
㈜라온외 2
서울우유 완도대리점외 2
박경열외 2
신학리농촌체험마을영농조합법인
울모래영농조합법인
백두목장영농조합법인
채상현
김현욱
김요셉외 13
솔잎한우영농조합법인외 1
삼계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한국국악협회 완도군지부
(사)원교 이광사 기념사업회
완도개매기마을외 2
이주봉외 1
금일에스앤에프(주)
박남월외 7
해양구조단 완도지역대외 1
한주수외 5
늘푸른한우영농조합법인외 4외 5
(사)전남문화예술협회
완도수산물영어조합법인외 14
완도중앙초외 12외 2
엠투엠링크외 1
조막래
최백은외110명
완도첫마을 협동조합 서한석
강기섭외 3
박용순외 11
부흥리채소작목반 대표 김상만
(주)완도네시아
만나씨푸드(유)외 2
완도맘영어조합법인외 8
완도군지방행정동우회
완도농협외 1
조막래
조막래
(유)한강항공여행사외 6
완도중앙초등학교외 12개교외 2
완도섬마을한우영농법인외 2
(유)한결여행사
(사)한국수산업경영인완도군연합회
강기섭외 5
김요셉외 13
삼성물상 황인덕
바다앤영어조합법인외 5
완도군 서예인 연합회
사)한국예총 완도지회
김제근외 13
신학리농촌체험마을영농조합법인
울모래영농조합법인
신상로외 9
완도개매기마을외 2
삼계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장보고연구회
(유)늘푸른여행사
고금한우축산영농조합법인
장보고연구회
완도군여성단체협의회
홍대섭외 4
(사)대한노인회완도군지회
약산벼단지 외 5개소
약산벼단지

23,760,700 23,760,700
18,000,000 18,000,000
125,000
125,000
490,000
490,000
13,000,000 13,000,000
-3,000,000 -3,000,000
1,600,000
1,600,000
12,543,090 12,543,090
15,830,950 15,830,950
3,267,000
3,267,000
2,720,000
2,720,000
490,000
490,000
1,600,000
1,600,000
13,193,220 13,193,220
7,730,000
7,730,000
11,318,680 11,318,680
4,500,000
4,500,000
13,554,780 13,554,780
29,220,900 29,220,900
7,760,000
7,760,000
1,440,000
1,440,000
1,440,000
1,440,000
24,462,000 24,462,000
5,142,600
5,142,600
5,142,600
5,142,600
12,400,000 12,400,000
45,036,000 45,036,000
978,500
978,500
5,000,000
5,000,000
13,300,000 13,300,000
4,827,720
4,827,720
800,000
800,000
30,000,000 30,000,000
1,110,000
1,110,000
33,000,000 33,000,000
16,300,000 16,300,000
85,779,000 85,779,000
28,000,000 28,000,000
63,789,890 63,789,890
15,181,610 15,181,610
360,000
360,000
46,720,000 46,720,000
41,976,050 41,976,050
5,142,600
5,142,600
16,382,310 16,382,310
3,180,000
3,180,000
5,257,560
5,257,560
1,600,000
1,600,000
14,529,820 14,529,820
34,400,960 34,400,960
10,380,000 10,380,000
8,800,000
8,800,000
4,000,000
4,000,000
4,000,000
4,000,000
21,000,000 21,000,000
25,904,700 25,904,700
120,987,000 120,987,000
3,000,000
3,000,000
-200,000,000 -200,000,000
4,800,000
4,800,000
12,400,000 12,400,000
5,142,600
5,142,600
20,123,100 20,123,100
5,000,000
5,000,000
6,000,000
6,000,000
8,300,000
8,300,000
1,440,000
1,440,000
1,440,000
1,440,000
1,325,000
1,325,000
4,827,720
4,827,720
6,048,200
6,048,2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45,576,000 45,576,000
20,000,000 20,000,000
5,000,000
5,000,000
1,800,000
1,800,000
-10,000,000 -10,000,000
20,722,800 20,722,800
33,385,000 33,385,000

2020년 수도작 공동방제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2차)
2020년 친환경인증농가 유기농상토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7차)
2020년 수도작 공동방제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3차)
2020년 친환경인증농가 유기농상토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6차)
2020년 수도작 공동방제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5차)
2020년 수도작 공동방제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4차)
2020년 수도작 공동방제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6차)
2020년 친환경인증농가 유기농상토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8차)
2020년 친환경인증농가 유기농상토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9차)
2020년 수도작 공동방제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7차)
2020년 친환경인증농가 유기농상토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10차)
2020년 수도작 공동방제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8차)
2020년 2/4분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보옥)
2020년 3/4분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2020년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보조금 교부
2020년 완도 장좌리 당제 및 당굿 보조금 교부
2020년 완도 장좌리 당제 및 당굿 보조금 교부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3분기 고용유지금 지급
2020년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 급여 및 활동수당 지급(8~9월분)
2020년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사업 지급(18차)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설치비 10월 청구분 지급
'20년 9월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금 지급(완도네시아)
'20년 9월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지급(유 만나씨푸드 외 2개소)
귀농인 모임체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및 지급
「2020년 전통문화 전승사업 지원」 보조금 교부
2020년 친환경 퇴비생산 수분조절재 보조금 지급(4차)
2020년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보조금 확정 및 지급
2020년 친환경퇴비생산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5차)
2020년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1차)
2020년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보조금 교부
2020년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보조금 교부
「작은 섬 큰 기쁨 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송금 알림
2020년 귀어가 정착 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지원금 지급(6차)
2020년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 지급(19차)
2020년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2차)
2020년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확정 및 지급(고금약산주식회사 김종*)
2020년 수출전용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확정 및 통지
2020년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확정 및 지급(봉동어촌계 송세*)
2020년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3차)
2020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2020년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보조금 확정 및 지급
2020년 친환경 퇴비생산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6차)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2차)
2020년 귀어가 정착 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지원금 지급(7차)
2020년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확정 및 지급(태풍수산 최용*)
2020년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보조금 확정 및 지급통지
2020년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 급여 및 활동수당 지급(9월분)
2020년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임금 지급(이민* 외 3)
2020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1차)
2020년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보조금 확정 및 지급통지
2020년 친환경 퇴비생산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7차)
2020년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지원금(보조금) 집행 (11월)
2020년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 급여 및 활동수당 지급(9월분)
2020년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2차)
2020년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확정 및 지급(신진수산 진충*)
2020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7~9월 금일,생일)
2020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10월분)
2020년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보조금 교부
2020년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확정 및 지급(늘푸른바다 김지* 외2명)
2020년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보조금 확정 및 지급통지
2020년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보조금 확정 및 지급통지
2020년 동계 조사료사일리지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6차)
2020 김 활성처리제(유기산)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1차)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운영매니저) 활동비 보조금 지급(10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운영매니저) 활동비 보조금 지급(10월)
2020년 지방보조금지원사업(2020 장보고한상어워드 등) 보조금 지급
2020년 친환경 퇴비생산 수분조절재 보조금 지급(8차)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1차 사업비 교부(완도문화예술협동조합)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1차 사업비 교부(최선주 서양화연구소)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1차 사업비 교부(노미디자인)
2020년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지급(10월)
2020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지급
2020 김 활성처리제(유기산)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2차)
2020 김 활성처리제(유기산)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3차)
2020년 송아지면역증강제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설치비 11월 청구분 지급
2020년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임금 지급(김하* 외 3)
2020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지원사업 보조금 2차 송금 알림
2020년 귀어가 정착 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지원금 지급(8차)
2020 김 활성처리제(유기산) 보조금 지급(4차)

화흥포쌀작목반 외 1개소외 1
차우단지 외 1개소
군외면친환경단지외 2
구목리새마을회 외 22개소
화흥포영농조합법인
음바벼1단지 외 1개소
완도농협 금당지점
김영민 외 3명외 1
갈문단지 외 27개소
완도읍 장좌유기 외 2개소외 2
완도농협 신지지점
군외무농약쌀단지 외 2개소
김영단(보옥마을어촌
김영단(보옥마을어촌외 1
완도문인협회외 1
강양대
강양대
최윤지외 1
㈜이엠사랑외 7
신연화외 5
비앤엠코리아
(주)완도네시아
만나씨푸드(유)외 2
이창섭
완도향교
손용배외 7
신방균외 3
김찬일외 17
이남균외 1
가리포예술단외 1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군외면새마을부녀회
이순석
서화순외 4
강기섭외 5
고금약산주식회사 김종수
세계로수산
봉동어촌계 송세윤
김세윤외 4
(사)전남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이청호외 1
김종복외 10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송화준
최용진
정세라외 6
완도수산물영어조합법인외 9
이민아외 3
김선제 외 5명
조복순
김재광외 23
김요셉외 13
완도어장영어조합법인외 5
완도농협 금일지점 하나로마트외 2
신진수산 진충언
금일가스외 2
삼계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완도 남성중창단 블루
늘푸른바다 김지원외 2
정종관
최은재외 10
신지노학봉한우협회외 2
박만선
신학리농촌체험마을영농조합법인
울모래영농조합법인
(사)장보고글로벌재단
윤숙자외 6
완도문화예술협동조합
최선주 서양화연구소
노미디자인
완도중앙초등학교외 12외 2
금당예꼬어린이집
김재경외 5
유승주외 4
최형두외 3
비앤엠코리아
김하연외 3
(사)전남문화예술협회
이상영
박동진

187,275,000 187,275,000
6,664,000
6,664,000
96,250,000 96,250,000
27,400,800 27,400,800
25,630,000 25,630,000
7,480,000
7,480,000
20,845,000 20,845,000
3,916,920
3,916,920
5,544,000
5,544,000
62,865,000 62,865,000
2,187,360
2,187,360
60,005,000 60,005,000
5,385,000
5,385,000
10,770,000 10,770,000
18,000,000 18,000,000
-3,900,000 -3,900,000
3,900,000
3,900,000
1,125,000
1,125,000
15,315,770 15,315,770
740,000
740,000
180,000
180,000
1,600,000
1,600,000
15,911,640 15,911,640
4,000,000
4,000,000
5,100,000
5,100,000
3,600,000
3,600,000
1,192,200
1,192,200
10,300,000 10,300,000
840,000
840,000
12,000,000 12,000,000
8,000,000
8,000,000
20,000,000 20,000,000
5,000,000
5,000,000
495,000
495,000
3,600,000
3,600,000
5,142,600
5,142,600
6,000,000
6,000,000
5,142,600
5,142,600
3,600,000
3,600,000
720,000
720,000
1,246,000
1,246,000
5,800,000
5,800,000
43,042,000 43,042,000
5,000,000
5,000,000
5,142,600
5,142,600
2,436,200
2,436,200
22,397,470 22,397,470
11,920,000 11,920,000
6,310,240
6,310,240
507,500
507,500
16,300,000 16,300,000
12,400,000 12,400,000
18,318,770 18,318,770
43,000,000 43,000,000
5,142,600
5,142,600
20,928,800 20,928,800
4,641,700
4,641,700
4,000,000
4,000,000
15,427,800 15,427,800
46,000
46,000
2,622,900
2,622,900
32,481,000 32,481,000
3,840,000
3,840,000
1,440,000
1,440,000
1,440,000
1,440,000
21,000,000 21,000,000
3,500,000
3,500,000
87,500,000 87,500,000
70,000,000 70,000,000
126,000,000 126,000,000
24,341,950 24,341,950
2,100,000
2,100,000
56,000,000 56,000,000
27,648,000 27,648,000
311,000
311,000
180,000
180,000
16,800,000 16,800,000
10,000,000 10,000,000
5,000,000
5,000,000
10,080,000 10,080,000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급(8~9월분)
2020년 귀어가 정착 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지원금 지급(9차)
2020년 수출전용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확정 및 지급통지
2020년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보조금 지급(2차)
2020년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2020년 완도자연그대로 유기농산물 생산농가 자재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군비)
'20년10월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금 지급(완도네시아)
'20년 10월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지급(유 만나씨푸드 외 1개소)
2020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유 만나씨푸드)
2020년 완도자연그대로 통합포장재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9차)
2020년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2020년도 10월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통지
청산면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운영비 지급
청산면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운영비 지급
2020년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확정 및 지급(청록수산 신유*)
2020 김 활성처리제(유기산)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5차)
2020년 친환경 퇴비생산 수분조절재 보조금 지급(9차)
2020년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 급여 및 활동수당 지급(10월분)
2020년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 급여 및 활동수당 지급(10월분)
글로벌 시장개척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보조급 지급(완도전복주식회사)
2020년 친환경 퇴비생산 수분조절재 보조금 지급(10차)
글로벌 시장개척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흥일식품)
글로벌 시장개척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해성인터내셔널)
2020년 여성단체연계 농특산물 판매촉진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2020년 귀어가 정착지원 완료에 따른 지원금 지급(10차)
글로벌 시장개척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제이에스코리아)
2020년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보조금 지급
2020 김 활성처리제(고염수)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2차)
2020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11월분)
2020년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지원금(보조금) 집행 (12월)
2020년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보조금 지급(3차)
2020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2차)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급(11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급(11월)
2020년도 11월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통지
2020년 10월 신규어업인 멘토링 지원사업 활동비 지급
2020년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지급(11월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 보조금 지급
2020년 4/4분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교부
'20년 11월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금 지급(완도네시아)
'20년 11월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지급(유 만나씨푸드 외 1개소)
2020년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보조금 교부
2020년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확정 및 지급(중앙수산 오희선)
2020 김 활성처리제(영양물질)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1차)
2020 김 활성처리제(유기산)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6차)
2020년 완도자연그대로 통합포장재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10차)
2020년도 12월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통지
2020년 경로당 공동작업장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통보 (2차)
국가중요어업유산(전통지주식 김) 포장패키지 개발 및 제작 보조금 지급
2020년 친환경 퇴비생산 수분조절재 보조금 지급(추가)
2020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2차)
2020년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퇴직급여 보조금 지급
2020년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 급여 및 활동수당 지급
2020년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보조금 교부
2020년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사업(도비)보조금 지급(2차)
2020년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사업(중앙) 보조금 지급(2차)
2020 김 활성처리제(유기산)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6차)
2020년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보조금 교부(계좌 정정)
2020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녹비종자) 보조금 지급
2020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7~10월 소안,금일)
2020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7~10월 청산)
2020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7~10월 군외,금당)
2020년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임금 지급(손율* 외 4)
2020 김 활성처리제(고염수)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2020 김 활성처리제(전해수)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1차)
2020년 송아지면역증강제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2020년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12월분)
2020년 하계 조사료사일리지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20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지급(유 만나씨푸드 외 2개소)
'20년 12월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금 지급(완도네시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4분기 고용유지금 지급
2020년 10월 신규어업인 멘토링 지원사업 활동비 지급(2차)
2020년 11월 신규어업인 멘토링 지원사업 활동비 지급
2020년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 급여 및 활동수당 등 지원금 지급
2020년 농축산물 유통물류비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3차)
2020년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 급여 및 활동수당 등 지원금 지급
2020 김 활성처리제(전해수)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2차)
2020 김 활성처리제(고염수)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3차)
귀농인 모임체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및 지급

심수정외 1
김영택
누리영어조합법인외 1
완도농협
청산도농어촌민박협회
김성국 외 5명
(주)완도네시아
만나씨푸드(유)외 1
만나씨푸드
소안농협(박금남 대표)외 4
JCI완도청년회의소
완도개매기마을외 2
유성종외7 명
유성종외7 명
청록수산 신유심
임두배외 2
김세윤외 7
㈜라온외 9
한가람식품영어조합법인외 5
완도전복주식회사
이양화외 3
흥일식품
유한회사 해성인터내셔널
완도군여성단체협의회
김내입외 1
주식회사 제이에스코리아
조금숙
황지현외 3
삼계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김요셉외 13
청산농업협동조합
조막래
신학리농촌체험마을영농조합법인
울모래영농조합법인
완도개매기마을외 2
김동수외 3
완도중앙초등학교 외 12개교외 2
고금청학마을
북고리체험마을외 1
건강한바다
(주)완도네시아
(주)완도네시아외 1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중앙수산 오희선외 1
고성실
김광선
김여동외 4
완도개매기마을외 2
대한노인회 완도읍 성내남성리경로당 (공동작업장)

어업유산주민자율협의체 윤기제
황철희
고영미
금당도갯벌섬마을외 2
완도수산물영어조합법인외 20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조막래
조막래
완도금일수협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농협중앙회 완도군지부
소안가스외 4
청산가스외 3
주부가스외 3
손율성외 4
박정윤외 2
이오택
최일권외 10
완도중앙초등학교 외12개교외 2
늘푸른한우영농조합법인외 4외 10
만나씨푸드(유)외 2
(주)완도네시아
주영테크(주)외 1
김광선
김창완외 4
㈜갈릴리수산어업회사법인외 21
울모래영농조합법인외 6
완도수산물영어조합법인외 6
강대욱
윤병애외 1
완도군청

1,156,830
5,000,000
6,000,000
1,901,600
11,473,000
16,000,000
1,600,000
10,546,640
15,000,000
30,670,000
-32,000,000
4,827,720
-400,000
400,000
5,142,600
10,560,000
3,500,000
21,994,280
14,626,840
5,000,000
900,000
5,000,000
5,000,000
3,136,000
10,000,000
10,000,000
4,200,000
12,800,000
9,623,100
12,400,000
1,718,400
100,480,000
1,440,000
1,440,000
4,827,720
1,900,000
24,608,020
2,180,000
10,770,000
-325,000
1,600,000
10,744,050
15,000,000
5,142,600
1,520,000
12,000,000
8,800,000
4,827,720
4,000,000
60,000,000
1,200,000
1,000,000
5,385,900
74,099,090
-15,000,000
16,000,000
16,000,000
6,240,000
15,000,000
1,229,380
17,485,300
14,686,700
7,356,800
4,800,000
21,760,000
7,526,400
1,109,000
21,228,150
148,014,000
16,145,790
1,680,000
1,125,000
400,000
2,400,000
77,129,230
13,000,400
27,642,070
2,038,400
5,120,000
-4,000,000

1,156,830
5,000,000
6,000,000
1,901,600
11,473,000
16,000,000
1,600,000
10,546,640
15,000,000
30,670,000
-32,000,000
4,827,720
-400,000
400,000
5,142,600
10,560,000
3,500,000
21,994,280
14,626,840
5,000,000
900,000
5,000,000
5,000,000
3,136,000
10,000,000
10,000,000
4,200,000
12,800,000
9,623,100
12,400,000
1,718,400
100,480,000
1,440,000
1,440,000
4,827,720
1,900,000
24,608,020
2,180,000
10,770,000
-325,000
1,600,000
10,744,050
15,000,000
5,142,600
1,520,000
12,000,000
8,800,000
4,827,720
4,000,000
60,000,000
1,200,000
1,000,000
5,385,900
74,099,090
-15,000,000
16,000,000
16,000,000
6,240,000
15,000,000
1,229,380
17,485,300
14,686,700
7,356,800
4,800,000
21,760,000
7,526,400
1,109,000
21,228,150
148,014,000
16,145,790
1,680,000
1,125,000
400,000
2,400,000
77,129,230
13,000,400
27,642,070
2,038,400
5,120,000
-4,000,000

2020년 완도자연그대로 통합포장재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11차)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설치비 12월 청구분 지급
2020년 농축산물 유통물류비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4차)
2020년 완도자연그대로 통합포장재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12차)
2020년 농축산물 유통물류비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5차)
2020년 완도자연그대로 통합포장재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13차)
2020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11~12월 소안,금일,청산,금당,군외)

2020년 완도자연그대로 유기농산물 생산농가 자재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군비2차)
2020년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지급
2020년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지급
2020년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지급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2020년 12월 신규어업인 멘토링 지원사업 활동비 지급
2020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7~9월 노화)
2020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10~12월 금당,청산,생일,금일)

2020년 식량작물(들녘)경영체 육성지원(교육컨설팅 지원) 보조금 지급(2차)
2020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10~12월 노화)
2020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6~9월 보길)
2020년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 보조금 지급
2020년 청소년건전문화정착프로그램 공모사업 교부결정 및 송금(2차)
2020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10~12월 보길,안전)
2020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지원사업 보조금 2차 송금 알림
농업기술센터 농촌청년사업가 양성사업 보조금 송금
농업기술센터 완도군 농업인단체(한농연) 활동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농업기술센터 완도군 농업인단체(한여농) 활동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농업기술센터 2020 청년4-H회원 맞춤형 과제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농업기술센터 2020 완도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급
농업기술센터 가공식품 수출시장 개척 종합마케팅 지원 시범사업 보조금 송금(김윤혜)
농업기술센터 2020 청년4-H회원 맞춤형 과제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농업기술센터 2020 완도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급
농업기술센터 일반단지 벼 공동방제 사업비 지급
2020년 청산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사업비 지급
2020년 청산면 해양보호구역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사업비 지급
2020년 청산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사업비 지급
2020년 청산면 해양보호구역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사업비 지급
청산면 해양보호구역 해양쓰레기 수거용 물품 구입비 지급
2020년 청산면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사업비 지급
2020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보조금 지급

김정옥외 4
비앤엠코리아
고영미외 2
김명종외 1
이찬외 1
이시안
소안가스외 10
고금면 박연정
금당예꼬어린이집
금당예꼬어린이집
금당예꼬어린이집
신학리농촌체험마을영농조합법인
울모래영농조합법인
김창완외 4
노화가스외 4
(유)우리가스엔지니어링외 5
하늘소한우영농조합외 1
노화가스외 2
보길가스외 1
완도군청
장보고아카데미외 1
보길가스외 3
(재)전남문화예술협회
이창섭
완도군농업경영인연합회
(사)한국여성농업인완도군연합회
강승완
한국생활개선완도군연합회
김윤혜
강승완
한국생활개선완도군연합회
완도농업협동조합
유성종외 8
(유)케이씨 리싸이클링
유성종외 9
(유)바다환경
완도종합장갑
유성종외 10
이선홍외 50

13,060,000 13,060,000
180,000
180,000
3,892,000
3,892,000
4,750,000
4,750,000
3,750,000
3,750,000
2,500,000
2,500,000
14,116,700 14,116,700
2,1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2,000,000
2,000,000
2,400,000
2,400,000
1,440,000
1,440,000
1,440,000
1,440,000
2,300,000
2,300,000
16,727,000 16,727,000
25,678,400 25,678,400
18,000,000 18,000,000
17,225,800 17,225,800
15,172,800 15,172,800
-2,882,710 -2,882,710
-40,000,000 -40,000,000
16,691,400 16,691,400
-1,950,000 -1,950,000
24,000,000 24,000,000
7,000,000
7,000,000
3,000,000
3,000,000
10,500,000 10,500,000
5,000,000
5,000,000
12,000,000 12,000,000
-906,810
-906,810
-5,000,000 -5,000,000
120,000,000 120,000,000
450,000
450,000
18,800,000 18,800,000
500,000
500,000
5,985,000
5,985,000
315,000
315,000
550,000
550,000
11,140,000 11,14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