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입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총 계 125,542,869 125,259,168 283,701

500 보조금 125,542,869 125,259,168 283,701

510 국고보조금등 110,230,511 110,598,106 △367,595

511 국고보조금등 110,230,511 110,598,106 △367,595

511-01 국고보조금 79,667,619 76,053,855 3,613,764

[ 일반회계 ] 79,667,619 76,053,855 3,613,764

< 주민복지실 > 36,243,062 36,020,951 222,111

○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1,515

○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1,950

○ 아동 안전지도 제작 1,191

○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 3,620

○ 아동 돌보미 지원사업 98,155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100

○ 장애인 등급심사제도 운영 535

○ 장애인 의료비 71,342

○ 기초연금 지급 21,701,430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377,849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402,192

○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 10,584

○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돌봄사업 120,040

○ 노인양로시설 운영 지원 350,963

○ 생계급여 3,974,070

○ 해산장제급여 44,640

○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126,205

○ 긴급복지 지원사업 158,884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지원 20,609

○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1,514

○ 자활근로 사업 1,000,000

○ 지역자활센터 운영 156,961

○ 내일키움 통장 13,080

○ 희망키움 통장 58,420

○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122,500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902,908

○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사업 100,000

1,515,000원

1,950,000원

1,191,000원

3,620,000원

98,155,000원

2,100,000원

535,000원

71,342,000원

21,701,430,000원

377,849,000원

402,192,000원

10,584,000원

120,040,000원

350,963,000원

3,974,070,000원

44,640,000원

126,205,000원

158,884,000원

20,609,000원

1,514,000원

1,000,000,000원

156,961,000원

13,080,000원

58,420,000원

122,500,000원

902,908,000원

100,000,000원

- 1 -



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사례관리 지원 7,500

○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29,352

○ 보육돌봄서비스(종사자인건비) 1,497,072

○ 교재교구비 2,762

○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0,324

○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72,154

○ 보육교사 겸직원장 지원 1,350

○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5,522

○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73,832

○ 보육료 지원 1,198,673

○ 가정양육 수당 736,948

○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43,550

○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 400

○ 보육기능 보강사업 15,000

○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300,000

○ 아동복지교사 지원 60,480

○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373,194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23,816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2,365

○ 경로당 동절기 특별난방비 지원 160,267

○ 장애수당(기초) 127,214

○ 장애수당(차상위) 117,694

○ 장애인자녀 교육비 600

○ 장애인 활동지원 431,489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13,300

○ 장애인 복지일자리 66,708

○ 발달재활 서비스 53,965

○ 장애인 연금 892,272

○ 부모심리 상담지원 2,016

○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 200

○ 공공후견 서비스 지원 480

○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99,306

< 친환경농업과 > 15,674,747 14,560,022 1,114,725

○ 농지관리지원 인건비 27,941

7,500,000원

29,352,000원

1,497,072,000원

2,762,000원

10,324,000원

72,154,000원

1,350,000원

5,522,000원

73,832,000원

1,198,673,000원

736,948,000원

43,550,000원

400,000원

15,000,000원

300,000,000원

60,480,000원

373,194,000원

23,816,000원

2,365,000원

160,267,000원

127,214,000원

117,694,000원

600,000원

431,489,000원

13,300,000원

66,708,000원

53,965,000원

892,272,000원

2,016,000원

200,000원

480,000원

99,306,000원

27,94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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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18,000

○ 정부양곡 관리 5,090

○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 340,740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52,200

○ 경관보전 직불제 65,043

○ 농촌공동체 회사 우수지원 사업 200,000

○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사업 1,820

○ 농촌체험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지원사업 3,200

○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지원사업 597

○ 친환경기능성 농산물 생산,유통인프라 구축사업

250,000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453,750

○ 친환경비료(유기질)지원사업 675,270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635,489

○ 친환경(유기)농업자재 지원 40,000

○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9,980,284

○ 밭 농업직불제 2,491,317

○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280,000

○ FTA기금 과수품질 생산 시설 현대화사업 28,000

○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 현대화 2,780

○ 특용작물(버섯,녹차)생산시설 지원사업 6,000

○ 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 33,217

○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80,000

○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및 수수료지원 4,009

< 환경축산과 > 1,531,379 1,508,226 23,153

○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10,000

○ 그린리더 활동지원 2,000

○ 탄소포인트제 운영 2,600

○ 탐진강-강진만 생태 탐방로 800,000

○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150,000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134,400

○ 하천.하수 쓰레기 정화사업 80,000

○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6,400

○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18,000

18,000,000원

5,090,000원

340,740,000원

52,200,000원

65,043,000원

200,000,000원

1,820,000원

3,200,000원

597,000원

250,000,000원

453,750,000원

675,270,000원

635,489,000원

40,000,000원

9,980,284,000원

2,491,317,000원

280,000,000원

28,000,000원

2,780,000원

6,000,000원

33,217,000원

80,000,000원

4,009,000원

10,000,000원

2,000,000원

2,600,000원

800,000,000원

150,000,000원

134,400,000원

80,000,000원

6,400,000원

1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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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24,000

○ 가축방역사업 94,938

○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118,191

○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27,300

○ 가축방역 백신예방접종 시술비 52,500

○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6,000

○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5,050

< 해양산림과 > 4,958,553 4,348,798 609,755

○ 친환경부표 보급사업 78,314

○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785,569

○ 양식장비 임대사업 600,000

○ 연안어선 구조조정사업 72,000

○ 고효율 어선유류절감 장비 지원사업 63,929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22,290

○ 산림병해충 방제 51,792

○ 산불방지 199,671

○ 어촌 6차산업화 지원 121,600

○ 방치선박처리사업 2,000

○ 귀어자 지원사업 100,000

○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9,880

○ 묘포지 토량개량사업 3,325

○ 조림사업 254,913

○ 임업기계장비 보급 40,000

○ 숲가꾸기사업 2,039,579

○ 산림바이오매스산물수집단 144,617

○ 산림자원 조사단 17,782

○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12,000

○ 사회서비스 도우미 20,412

○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100,000

○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196,880

○ 임산물생산 단지 규모화 22,000

< 문화관광과 > 6,539,409 3,154,410 3,384,999

○ 강진문화복지타운임대료 상환금 504,000

○ 자연유산 민속행사 3,500

24,000,000원

94,938,000원

118,191,000원

27,300,000원

52,500,000원

6,000,000원

5,050,000원

78,314,000원

785,569,000원

600,000,000원

72,000,000원

63,929,000원

22,290,000원

51,792,000원

199,671,000원

121,600,000원

2,000,000원

100,000,000원

9,880,000원

3,325,000원

254,913,000원

40,000,000원

2,039,579,000원

144,617,000원

17,782,000원

12,000,000원

20,412,000원

100,000,000원

196,880,000원

22,000,000원

504,000,000원

3,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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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5,557,250

○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78,768

○ 전통사찰 보수정비 120,000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200,000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4,800

○ 문화재 돌봄사업 50,650

○ 생생문화재 사업 14,000

○ 국악강사 풀제사업 6,441

< 지역개발과 > 230,104 705,102 △474,998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0,290

○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30,492

○ 지역핵심자원 지식재산 등록사업 5,000

○ 택시 감차 보상비 지원 19,500

○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 20,000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114,822

< 안전건설과 > 888,367 4,096,787 △3,208,420

○ 재난안전 통신망 단말기 구입 1,640

○ 방조제 개보수 사업 500,200

○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55,440

○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124,000

○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2,500

○ 민방위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1,110

○ 민방위 교육 훈련 3,477

< 민원봉사과 > 1,481,338 393,520 1,087,818

○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 29,782

○ 지적재조사 사업 86,000

○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90,000

○ 주거급여 지원사업 1,259,956

○ 여권발급업무 추진 15,600

< 세무회계과 > 100,000 0 100,000

○ 에너지 절약사업 100,000

< 총무과 > 10,340 19,484 △9,144

○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3,544

5,557,250,000원

78,768,000원

120,000,000원

200,000,000원

4,800,000원

50,650,000원

14,000,000원

6,441,000원

40,290,000원

30,492,000원

5,000,000원

19,500,000원

20,000,000원

114,822,000원

1,640,000원

500,200,000원

255,440,000원

124,000,000원

2,500,000원

1,110,000원

3,477,000원

29,782,000원

86,000,000원

90,000,000원

1,259,956,000원

15,600,000원

100,000,000원

3,5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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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새올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

6,796

< 보건소 > 412,290 476,650 △64,360

○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 6,727

○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250,000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12,472

○ 자동제세동기 설치사업 8,000

○ 감염병관리 실무자 교육 3,492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31,599

< 농업기술센터 > 1,357,720 1,059,675 298,045

○ 토양검정실 운영 15,000

○ 벼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 시범 50,000

○ 조,기장 등 잡곡 생력재배 기술시범 50,000

○ 쌀귀리 춘파 재배기술 현장실증 시범 10,000

○ 무인공중포충망 현대화 20,000

○ 농작물 병해충 방제 150,700

○ 병해충 예찰포.진단실 운영 8,520

○ 병해충 관찰포 운영 3,000

○ 한우고기 부위별 숙성 예측기술 보급시범 30,000

○ 축사 냄새저감 미생물 고농도 배양기술 보급 25,000

○ 산지활용 가축사육 모델 보급시범 50,000

○ 과수 저장중 생리장해 예측.제어시스템 보급 20,000

○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 관리 시범 50,000

○ 지중 저수열이용 냉난방 기술보급 시범 50,000

○ FTA대응 사료비절감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시범

50,000

○ 동하계 사료작물 작부체계 연계조사료 최대생산시범

25,000

○ 버섯 국내육성 품종 보급시범 40,000

○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5,000

○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 22,000

○ 농가경영진단 및 처방 1,500

○ 사이버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창출 지원 5,000

○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 평가지원 5,000

○ 농업인 대학운영 20,000

6,796,000원

6,727,000원

250,000,000원

12,472,000원

8,000,000원

3,492,000원

131,599,000원

15,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10,000,000원

20,000,000원

150,700,000원

8,520,000원

3,000,000원

30,000,000원

25,000,000원

50,000,000원

2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25,000,000원

40,000,000원

5,000,000원

22,000,000원

1,500,000원

5,000,000원

5,000,000원

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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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전문 농업 기술교육 3,400

○ 기초영농 기술교육 9,000

○ 지도 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4,600

○ 지도 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 1,600

○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1,800

○ 현장기술 지도 활동지원 3,600

○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 7,500

○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체 육성 6,000

○ 4-H 양성교육 760

○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800

○ 생활지도자(농촌여성리더) 양성교육 3,500

○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4,000

○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4,440

○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25,000

○ 농기계 교육 4,000

○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10,000

○ 귀농의 집 조성 45,000

○ 농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 417,000

○ 도시민농촌유치 지원사업 100,000

< 상하수도사업소 > 10,218,000 9,682,000 536,000

○ 강진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810,000

○ 강진하수관거 BTL 임대료 2,323,000

○ 영동.평리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815,000

○ 성전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270,000

< 강진군도서관 > 22,310 28,230 △5,920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사업 22,310

3,400,000원

9,000,000원

4,600,000원

1,600,000원

1,800,000원

3,600,000원

7,500,000원

6,000,000원

760,000원

800,000원

3,500,000원

4,000,000원

4,440,000원

25,000,000원

4,000,000원

10,000,000원

45,000,000원

417,000,000원

100,000,000원

810,000,000원

2,323,000,000원

2,815,000,000원

4,270,000,000원

22,310,000원

511-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4,278,138 28,725,826 △4,447,688

[ 일반회계 ] 24,278,138 28,725,826 △4,447,688

< 주민복지실 > 1,516,000 1,248,750 267,250

○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 1,000,000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64,000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52,000

< 미래산업과 > 122,000 528,000 △406,000

○ 하모니 강진만들기(창조사업) 122,000

1,000,000,000원

464,000,000원

52,000,000원

12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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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친환경농업과 > 325,000 1,600,000 △1,275,000

○ 강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50,000

○ 다산융복합 명품화 사업 275,000

< 환경축산과 > 200,000 450,000 △250,000

○ 향토산업 육성사업(강진한우명품화) 200,000

< 해양산림과 > 3,734,422 4,880,672 △1,146,250

○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 80,000

○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120,000

○ 보은산 테마공원조성 사업 300,000

○ 임도사업 793,422

○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 80,000

○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 35,000

○ 마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300,000

○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18,000

○ 나무은행 설치운영 100,000

○ 등산로 연결사업(구름다리 설치공사) 100,000

○ 도시숲 조성 560,000

○ 생활권 등산로 정비 48,000

○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조성사업 200,000

< 문화관광과 > 3,654,000 3,950,000 △296,000

○ 강진문화복지타운 임대료 상환금(지특) 750,000

○ 도예촌 조성사업 500,000

○ 강진월출산권 관광명소화 사업 350,000

○ 청자조형탑 건립 258,000

○ 하멜촌 조성사업 500,000

○ 다산정약용 사의재 한옥체험관 조성사업 480,000

○ 다산 테마공원 조성사업 200,000

○ 가우도 향기의 섬 조성사업 200,000

○ 시가 꽃피는 마을 운영 400,000

○ 2016년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 16,000

< 안전건설과 > 11,212,000 10,753,000 459,000

○ 소하천 정비사업 507,000

○ 역량강화 35,000

○ 창조적 마을만들기 813,000

50,000,000원

275,000,000원

200,000,000원

80,000,000원

120,000,000원

300,000,000원

793,422,000원

80,000,000원

35,000,000원

1,300,000,000원

18,000,000원

100,000,000원

100,000,000원

560,000,000원

48,000,000원

200,000,000원

750,000,000원

500,000,000원

350,000,000원

258,000,000원

500,000,000원

480,000,000원

200,000,000원

200,000,000원

400,000,000원

16,000,000원

507,000,000원

35,000,000원

81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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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887,000

○ 경지정리사업 3,981,000

○ 밭기반 정비사업 927,000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010,000

○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142,000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350,000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560,000

< 보건소 > 43,716 33,404 10,312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43,716

< 농업기술센터 > 225,000 65,000 160,000

○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50,000

○ 농촌지도기반 조성 150,000

○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25,000

< 상하수도사업소 > 3,246,000 2,947,000 299,000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850,000

○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사업 800,000

○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396,000

○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200,000

2,887,000,000원

3,981,000,000원

927,000,000원

1,010,000,000원

142,000,000원

350,000,000원

560,000,000원

43,716,000원

50,000,000원

150,000,000원

25,000,000원

1,850,000,000원

800,000,000원

396,000,000원

200,000,000원

511-03 기금 6,284,754 5,818,425 466,329

[ 일반회계 ] 6,284,754 5,818,425 466,329

< 주민복지실 > 481,215 366,215 115,000

○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67,620

○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68,635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76,914

○ 강진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1,400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35,000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2,960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40,080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100,379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63,027

○ 입양아동 가족지원 25,200

< 친환경농업과 > 360,000 360,000 0

○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360,000

< 환경축산과 > 3,922,937 3,979,039 △56,102

67,620,000원

68,635,000원

76,914,000원

1,400,000원

35,000,000원

2,960,000원

40,080,000원

100,379,000원

63,027,000원

25,200,000원

36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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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72,915

○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경영체) 956,816

○ 조사료생산 전문단지 지원사업 1,265,030

○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109,840

○ 학생승마 체험사업 16,500

○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52,399

○ 축산물 이력추적제 지원사업 53,940

○ 공동 방제단 운영 79,497

○ 살처분 보상비 1,216,000

< 문화관광과 > 327,287 98,887 228,400

○ 하멜트레일 조성사업 300,000

○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 10,000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 17,287

< 지역개발과 > 200,000 0 200,000

○ 강진읍중앙로 간판개선 시범사업 200,000

< 보건소 > 914,995 937,566 △22,571

○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FMTP) 교육 1,500

○ 지역사회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 22,790

○ 난임부부 지원사업 17,226

○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1,200

○ 표준모자 보건 수첩 172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2,500

○ 암 조기검진 사업 23,222

○ 재가암환자 관리 3,411

○ 암환자 의료비 지원 22,350

○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2,344

○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2,149

○ 영유아 사전 예방관리사업 14,344

○ 노인의치 보철사업 12,518

○ 정신건강증지센터 운영 82,925

○ 치매 치료관리비 사업 22,748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31,015

○ 에이즈 및 성병예방 793

○ 예방접종 등록관리팀 운영 11,101

172,915,000원

956,816,000원

1,265,030,000원

109,840,000원

16,500,000원

52,399,000원

53,940,000원

79,497,000원

1,216,000,000원

300,000,000원

10,000,000원

17,287,000원

200,000,000원

1,500,000원

22,790,000원

17,226,000원

1,200,000원

172,000원

2,500,000원

23,222,000원

3,411,000원

22,350,000원

2,344,000원

2,149,000원

14,344,000원

12,518,000원

82,925,000원

22,748,000원

31,015,000원

793,000원

11,10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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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병의원 접종비 227,042

○ 성인 예방접종사업 약품 구입비 18,148

○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약품 구입비 13,843

○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 4,500

○ 결핵소집단 유행관리 2,073

○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 609

○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1,278

○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369

○ 청소년 결핵 집중관리 569

○ 잠복결핵 감염자 검진 및 치료 782

○ 객담검사(배양)및 진단(판독비) 3,023

○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지원 700

○ 지역응급 의료협력체계 지원사업 1,000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276,751

○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90,000

< 스포츠산업단 > 78,320 76,718 1,602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60,720

○ 스포츠 강좌이용권 사업 17,600

227,042,000원

18,148,000원

13,843,000원

4,500,000원

2,073,000

609,000원

1,278,000원

369,000원

569,000원

782,000원

3,023,000원

700,000원

1,000,000원

276,751,000원

90,000,000원

60,720,000원

17,600,000원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15,312,358 14,661,062 651,296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15,312,358 14,661,062 651,296

521-01 시ㆍ도비보조금등 15,312,358 14,661,062 651,296

[ 일반회계 ] 15,312,358 14,661,062 651,296

< 기획홍보실 > 4,381 0 4,381

○ 2016년 사회조사 추진 4,381

< 주민복지실 > 7,866,437 7,993,758 △127,321

○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421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975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7,500

○ 아동안전 지도제작 595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370

○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5,010

○ 아동 돌보미 지원사업 21,033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21,510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31,513

4,381,000원

421,000원

975,000원

17,500,000원

595,000원

370,000원

5,010,000원

21,033,000원

21,510,000원

31,5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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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00 보조금

관: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450

○ 장애인 등급심사제도 지원 267

○ 장애인 의료비 8,918

○ 기초연금 지급 460,032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80,968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86,184

○ 단기가사 서비스 지원 2,268

○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돌봄사업 60,020

○ 노인양로시설 운영지원 45,124

○ 생계급여 496,759

○ 해산장제급여 5,580

○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4,252

○ 긴급복지 지원사업 19,860

○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46,400

○ 자활근로사업 125,000

○ 지역자활센터 운영 22,423

○ 내일키움 통장 1,635

○ 희망키움 통장 7,303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5,200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361,163

○ 사례관리지원 2,250

○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4,676

○ 보육돌봄서비스(종사자인건비) 748,537

○ 교재교구비 1,381

○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5,162

○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36,077

○ 보육교사 겸직 원장지원 675

○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2,761

○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36,916

○ 보육료 지원 322,720

○ 가정양육수당 198,409

○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21,775

○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 200

○ 보육기능보강사업 7,500

450,000원

267,000원

8,918,000원

460,032,000원

80,968,000원

86,184,000원

2,268,000원

60,020,000원

45,124,000원

496,759,000원

5,580,000원

4,252,000원

19,860,000원

46,400,000원

125,000,000원

22,423,000원

1,635,000원

7,303,000원

5,200,000원

361,163,000원

2,250,000원

14,676,000원

748,537,000원

1,381,000원

5,162,000원

36,077,000원

675,000원

2,761,000원

36,916,000원

322,720,000원

198,409,000원

21,775,000원

200,000원

7,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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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00 보조금

관: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아동복지교사 지원 24,192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49,278

○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5,103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507

○ 입양아동 가족지원 5,400

○ 경로당 동절기 특별난방비 지원 74,873

○ 장애수당(기초) 27,260

○ 장애수당(차상위) 25,220

○ 장애인자녀 교육비 75

○ 장애인활동지원 92,462

○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6,650

○ 장애인복지일자리 33,354

○ 발달재활서비스 11,564

○ 장애인 연금 152,961

○ 부모심리상담지원 432

○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 25

○ 공공후견 서비스 지원 60

○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49,653

○ 식품진흥기금 6,100

○ 공중목욕탕 위탁운영 21,000

○ 기초 푸드뱅크 운영 5,000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3,024

○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3,567

○ 직능별 기능별 자원봉사자 지원 1,971

○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8,800

○ 무의탁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6,000

○ 노인성인용 보행기 지원 3,900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2,520

○ 다문화가정 인터넷요금 지원사업 7,950

○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42,530

○ 여성 취업.창업교실 운영 6,000

○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특사물 판로촉진 4,000

○ 영아 장애아전담시설 냉.난방비 지원 1,700

○ 영아.장애아전담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8,640

24,192,000원

149,278,000원

5,103,000원

507,000원

5,400,000원

74,873,000원

27,260,000원

25,220,000원

75,000원

92,462,000원

6,650,000원

33,354,000원

11,564,000원

152,961,000원

432,000원

25,000원

60,000원

49,653,000원

6,100,000원

21,000,000원

5,000,000원

3,024,000원

3,567,000원

1,971,000원

8,800,000원

6,000,000원

3,900,000원

2,520,000원

7,950,000원

42,530,000원

6,000,000원

4,000,000원

1,700,000원

38,6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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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00 보조금

관: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평가인증통과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 19,451

○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6,000

○ 누리과정 보육료 1,693,211

○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1,950

○ 시설아동 생활용돈 5,100

○ 시설아동 생필품 구입 6,000

○ 시설종사자 특별수당 10,296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119,270

○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0,500

○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 대학진학자금지원 1,500

○ 소년소녀가정 세대위로금 6,120

○ 소년소녀가정 명절제수비 2,300

○ 소년소녀가정 지원 288

○ 가장위탁 양육지원 10,080

○ 학기중 아동급식지원 133,560

○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29,094

○ 시설아동 대학진학자금 3,000

○ 지역아동센터 급.간식비 지원 49,392

○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550

○ 시설아동 교복구입비 900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13,608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출결관리시스템 관리비지원

750

○ 시설아동 참고서 구입비 605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19,200

○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신챙겨드리기 1,580

○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40,000

○ 장애인 복지관 운영 102,000

○ 수화통역센터운영 33,000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9,500

○ 장애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2,600

○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6,668

○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107,363

○ 약품오남용방지 및 전통뜸교육 1,000

19,451,000원

6,000,000원

1,693,211,000원

1,950,000원

5,100,000원

6,000,000원

10,296,000원

119,270,000원

10,500,000원

1,500,000원

6,120,000원

2,300,000원

288,000원

10,080,000원

133,560,000원

29,094,000원

3,000,000원

49,392,000원

550,000원

900,000원

13,608,000원

750,000원

605,000원

19,200,000원

1,580,000원

40,000,000원

102,000,000원

33,000,000원

9,500,000원

12,600,000원

6,668,000원

107,363,000원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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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00 보조금

관: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재가노인시설 운영비 123,187

○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4,704

○ 노인복지시설 화장용품비 138

○ 노인복지시설 김장 및 춘계부식비 416

○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1,792

○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3,504

○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989,435

○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9,450

○ 경로당 운영비 지원 81,081

○ 노인일자리창출 및 노인회지회 현안사업 3,288

○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전담관리자 인건비 3,960

○ 장애인 보조기구 2,388

○ 발달재활서비스 확대 1,260

○ 장애인용 하이패스 구입비용 지원 455

○ 한부모 가족 교육비 지원 5,400

< 친환경농업과 > 2,016,669 2,101,718 △85,049

○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6,000

○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 170,370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25,740

○ 경관보전 직불제 8,363

○ 농촌공동체 회사 우수지원사업 30,000

○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사업 328

○ 농촌체험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지원사업 576

○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지원사업 179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81,706

○ 친환경(유기)농업자재 지원 18,000

○ 다산융복합 명품화 사업 66,000

○ FTA기금 과수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12,600

○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 현대화 1,251

○ 특용작물(버섯,녹차)생산 시설지원사업 2,700

○ 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 4,982

○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54,000

○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12,000

○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및 수수료지원 1,701

123,187,000원

4,704,000원

138,000원

416,000원

21,792,000원

3,504,000원

989,435,000원

9,450,000원

81,081,000원

3,288,000원

3,960,000

2,388,000원

1,260,000원

455,000원

5,400,000원

6,000,000원

170,370,000원

25,740,000원

8,363,000원

30,000,000원

328,000원

576,000원

179,000원

81,706,000원

18,000,000원

66,000,000원

12,600,000원

1,251,000원

2,700,000원

4,982,000원

54,000,000원

12,000,000원

1,70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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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00 보조금

관: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45,980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5,250

○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7,627

○ 한국농정신문 보급 4,560

○ 톤백수매기반 구축사업 13,680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 4,320

○ 농번기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24,000

○ 농촌체험마을 홍보관운영 지원 2,000

○ 유기농.무농약 지속 직불제 19,804

○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77,000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249,800

○ 새끼우렁이 공급지원사업 66,840

○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 4,800

○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참가 부스임차료지원 6,000

○ 식량작물경쟁력 제고사업 328,800

○ 유기농 종합 보험지원 7,500

○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286,926

○ 농약안전 사용장비 지원 8,700

○ 전남쌀 샘플쌀 제작 지원사업 2,700

○ 전남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사업 33,000

○ 농산물 홍보 방송제작 6,000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175,754

○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60,000

○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 3,772

○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 제작 지원사업 3,000

○ 유기가공 식품 인증비 지원사업 7,500

○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2,000

○ 마을단위 반찬사업 24,000

○ 과수전정용 전동가위 지원사업 4,500

○ 과수통합 마케팅 지원사업 15,000

○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토양훈증 소독) 9,360

< 환경축산과 > 433,580 448,008 △14,428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26,880

○ 향토산업 육성지원(강진한우명품화) 16,000

45,980,000원

5,250,000원

7,627,000원

4,560,000원

13,680,000원

4,320,000원

24,000,000원

2,000,000원

19,804,000원

77,000,000원

249,800,000원

66,840,000원

4,800,000원

6,000,000원

328,800,000원

7,500,000원

286,926,000원

8,700,000원

2,700,000원

33,000,000원

6,000,000원

175,754,000원

60,000,000원

3,772,000원

3,000,000원

7,500,000원

12,000,000원

24,000,000원

4,500,000원

15,000,000원

9,360,000원

26,880,000원

1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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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00 보조금

관: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1,440

○ 학생승마 체험사업 3,300

○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17,467

○ 축산물 이력추적제 지원사업 16,182

○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5,400

○ 가금농가 질병관리컨설팅 지원사업 7,200

○ 공동방제단 운영 23,849

○ 살처분 보상금 91,200

○ 가축방역사업 15,673

○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15,679

○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13,650

○ 가축방역 백신예방접종 시술비 15,750

○ 송아지 생산안정화 지원사업 3,780

○ 친환경천적이용해충구제 지원사업 18,216

○ 한우암소 개량 및 능력검정 사업 21,732

○ 한우 ICT 융복합사업 5,800

○ 야생 동식물 보호구 감시원 운영 2,275

○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6,000

○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35,550

○ 가축분뇨 악취개선지원사업 12,000

○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2,964

○ 꿀벌산업 육성사업 9,220

○ 축산물 생산 안정화 사업 8,100

○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9,960

○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사업 6,000

○ 가축방역 활동비 지원 9,600

○ 가축질병 예방접종 강화 7,004

○ 가축방역 지원사업 1,066

○ 영농 폐비닐 수거 보상금 4,643

< 해양산림과 > 1,423,183 1,034,338 388,845

○ 친환경부표 보급지원 15,663

○ 양식장비 임대사업 180,000

○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15,000

○ 산림병해충 방제 9,462

1,440,000원

3,300,000원

17,467,000원

16,182,000원

5,400,000원

7,200,000원

23,849,000원

91,200,000원

15,673,000원

15,679,000원

13,650,000원

15,750,000원

3,780,000원

18,216,000원

21,732,000원

5,800,000원

2,275,000원

6,000,000원

35,550,000원

12,000,000원

2,964,000원

9,220,000원

8,100,000원

9,960,000원

6,000,000원

9,600,000원

7,004,000원

1,066,000원

4,643,000원

15,663,000원

180,000,000원

15,000,000원

9,46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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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00 보조금

관: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산불방지 89,854

○ 어촌6차산업화 지원 6,480

○ 귀어자 지원사업 20,000

○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964

○ 조림사업 97,422

○ 임업기계장비 보급 12,000

○ 숲가꾸기 사업 611,874

○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40,685

○ 산림자원 조사단 4,773

○ 도시숲 조성 175,000

○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7,216

○ 보호수 정비 18,000

○ 해양쓰레기 자체수거처리사업 25,000

○ 숲속의 전남만들기 주민단체 참여사업 60,000

○ 산림자원화지원단 교육비 480

○ 유아숲 체험 운영 5,010

○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관리 300

○ 생활권 친환경 병해충방제 8,000

○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18,000

< 문화관광과 > 1,481,077 981,131 499,946

○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856,217

○ 전통사찰 보수정비 60,000

○ 문화재 돌봄사업 25,325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 1,035

○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528,500

○ 등록시립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10,000

< 지역개발과 > 373,385 394,284 △20,899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2,040

○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10,000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7,654

○ 공공근로사업 7,515

○ 서민층 가스 안정장치 보급사업 4,500

○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 8,400

○ 중소기업 근속장려 보조금 36,000

89,854,000원

6,480,000원

20,000,000원

2,964,000원

97,422,000원

12,000,000원

611,874,000원

40,685,000원

4,773,000원

175,000,000원

7,216,000원

18,000,000원

25,000,000원

60,000,000원

480,000원

5,010,000원

300,000원

8,000,000원

18,000,000원

856,217,000원

60,000,000원

25,325,000원

1,035,000원

528,500,000원

10,000,000원

12,040,000원

10,000,000원

7,654,000원

7,515,000원

4,500,000원

8,400,000원

3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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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00 보조금

관: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100원 택시 지원 50,000

○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164,375

○ 농어촌 벽지노선 손실보상 42,901

○ 오지.도서 교통지원 30,000

< 안전건설과 > 598,879 475,302 123,577

○ 밭기반 정비사업 115,875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45,000

○ 국가재난 대응종합훈련 1,250

○ 민방위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777

○ 민방위 교육 훈련 2,577

○ 저수지 수변개발사업 80,000

○ 저수지 개보수 사업 100,000

○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 100,000

○ 풍수해 보험사업 20,000

○ 예비군육성지원 사업 3,400

○ 안전문화 운동지원 사업 30,000

○ 전남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지원 100,000

< 민원봉사과 > 160,695 31,760 128,935

○ 주거급여 지원사업 157,495

○ 지적.임야 경계일치 사업 3,200

< 총무과 > 93,995 61,096 32,899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7,620

○ 2016년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17,325

○ 농어촌지역 원어민 강사 지원 25,000

○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4,050

○ 방범용 CCTV 신규설치 40,000

< 보건소 > 357,955 461,538 △103,583

○ 난임부부 지원사업 8,613

○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600

○ 표준모자보건 수첩 86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1,250

○ 암 조기검진 사업 6,967

○ 재가암환자 관리 1,023

○ 암환자 의료비 지원 6,705

50,000,000원

164,375,000원

42,901,000원

30,000,000원

115,875,000원

45,000,000원

1,250,000원

777,000원

2,577,000원

80,000,000원

100,000,000원

100,000,000원

20,000,000원

3,400,000원

30,000,000원

100,000,000원

157,495,000원

3,200,000원

7,620,000원

17,325,000원

25,000,000원

4,050,000원

40,000,000원

8,613,000원

600,000원

86,000원

1,250,000원

6,967,000원

1,023,000원

6,70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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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00 보조금

관: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75,00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4,370

○ 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6,236

○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24,878

○ 치매치료관리비 사업 11,374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9,305

○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2,400

○ 에이즈 및 성병예방 463

○ 성인 예방접종사업 약품 구입비 9,074

○ 결핵소집단 유행관리 1,036

○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 305

○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639

○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184

○ 청소년 결핵 집중관리 285

○ 잠복결핵 감염자 검진 및 치료 391

○ 객담검사(배양)및 진단(판독비) 1,511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32,901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55,350

○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18,000

○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2,268

○ 경로당 순회의료 서비스 3,341

○ 노인건강 진단 605

○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49,500

○ 공공산후 조리원 지원사업 2,695

○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용 위치추적기 지원사업 1,600

○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 9,000

○ 통합의학박람회 운영 10,000

< 농업기술센터 > 81,140 191,286 △110,146

○ 농산업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 30,000

○ 도시민농촌유치 지원사업 20,000

○ 선도농업인 선진농업연수 2,400

○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 2,580

○ 농촌지도자회 신문 우송료 지원 6,060

○ 영농 4-H회 농업기술 정보 제공사업 900

75,000,000원

4,370,000원

6,236,000원

24,878,000원

11,374,000원

9,305,000원

2,400,000원

463,000원

9,074,000원

1,036,000원

305,000원

639,000원

184,000원

285,000원

391,000원

1,511,000원

32,901,000원

55,350,000원

18,000,000원

2,268,000원

3,341,000원

605,000원

49,500,000원

2,695,000원

1,600,000원

9,000,000원

10,000,000원

30,000,000원

20,000,000원

2,400,000원

2,580,000

6,060,000원

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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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00 보조금

관: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고품질 벼 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운영 3,000

○ 벼 메뚜기 연중 대량생산 실증시범 9,000

○ 귀농귀촌박람회 참가지원 3,000

○ 농대농고생 농산업 창업인턴제 지원 4,200

< 상하수도사업소 > 418,720 484,786 △66,066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01,420

○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34,300

○ 성전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83,000

< 스포츠산업단 > 2,262 2,057 205

○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2,262

3,000,000원

9,000,000원

3,000,000원

4,200,000원

201,420,000원

34,300,000원

183,000,000원

2,26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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