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입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총     계 64,310,263 55,498,146 8,812,117

500 보조금 64,310,263 55,498,146 8,812,117

510 국고보조금등 55,180,748 45,229,633 9,951,115

511 국고보조금등 55,180,748 45,229,633 9,951,115

511-01 국고보조금 31,063,508 23,846,010 7,217,498

[ 일반회계 ] 31,063,508 23,846,010 7,217,498

< 기획홍보실 > 20,392 8,981 11,411

  ○지역실업자직업훈련 8,932

  ○공공기관 행정인턴제사업 11,460

< 주민생활지원과 > 13,395,539 12,297,884 1,097,655

  ○지역사회서비스 95,430

  ○자원봉사활성화지원(경상) 17,236

  ○현물 주거급여 96,000

  ○교육급여 129,306

  ○해산장제급여 20,574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24,321

  ○생계급여 2,850,275

  ○주거급여 610,875

  ○자활근로사업지원 1,066,371

  ○지역자활센터운영비 105,534

  ○자활소득공제 43,885

  ○희망키움통장지원 23,040

  ○긴급복지지원 61,770

  ○민생안전지원 23,139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5,299

  ○장애수당지급 279,522

  ○장애아동부양수당 20,121

  ○장애인등록 진단비지원 85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9,500

  ○장애인주민자치센터도우미 35,482

  ○장애인 의료비 지원 16,754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 831

  ○장애인자녀학비지원 891

  ○장애인사회활동보조지원 150,150



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31,39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90,167

  ○방문교육사업 60,312

  ○아이돌보미지원 66,777

  ○요보호아동지원계좌 지원 7,560

  ○입양아동 양육 수당 1,386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15,200

  ○아동복지교사 지원 51,912

  ○보육돌봄서비스 420,470

  ○차량운영비 4,400

  ○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22,320

  ○보수교육비 500

  ○차등보육료 지원 299,982

  ○만5세아 무상보육료 82,910

  ○장애아 무상보육료 3,060

  ○두자녀이상보육료 20,424

  ○한부모가정 정책 지원 30,338

  ○기초노령연금지급 5,180,446

  ○노인돌봄총괄서비스 248,629

  ○노인돌봄기본서비스 94,744

  ○노인일자리확충 213,120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500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800

  ○식품안전 지도단속 1,000

  ○유통식품안전관리 500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60,448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319,000

  ○언어발달지원 840

  ○장애연금 지급 158,480

  ○여성취업지원 7,200

  ○아동심리치료 840

  ○교재교구비 900

  ○보육시설 기능보강 지원 1,000



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맞벌이가구 보육료 3,154

  ○기본보육료지원 106,436

< 농업소득과 > 5,173,940 4,686,702 487,238

  ○농업인 영유아 양육지원 226,000

  ○농업인 정보화교육 1,750

  ○농업경영컨설팅지원 24,000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추진 27,600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63,000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 12,057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321,612

  ○푸른들가꾸기사업 227,614

  ○조건불리직접지불제 추진 210,900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869,768

  ○미생물제제활용 병해충방제 사업 104

  ○쌀소득등보전직불제(고정) 3,171,575

  ○에너지절감 17,960

< 행정지원과 > 74,777 77,354 △2,577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49,260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 6,526

  ○정보화마을 지원(프로그램관리자 지원) 13,200

  ○일제강점하 사실조사 5,791

< 민원과 > 192,938 172,880 20,058

  ○가족관계등록부 정비 23,338

  ○여권대행기관 관리 15,600

  ○교통안전시설 설치지원 154,000

< 환경보호과 > 48,500 0 48,500

  ○탄소포인트제 운영 1,500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 5,000

  ○섬진강 유인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42,000

< 산림문화관광과 > 3,168,485 2,800,092 368,393

  ○경제수 조림 464,139

  ○지역특색경관조림 116,670

  ○생태보완조림 60,368



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조림지 풀베기사업 212,288

  ○조림사업설계 35,640

  ○유휴토지조림 39,466

  ○관상수토양개량사업 6,655

  ○임업후계자 지원 62,220

  ○숲길조사관리원 16,887

  ○등산인내서비스지원 8,444

  ○생활권등산로정비지원 45,840

  ○어린나무가꾸기 98,000

  ○덩굴제거 53,817

  ○공공산림가꾸기 350,218

  ○정책숲가꾸기 736,978

  ○산림바이오매스 시설 37,620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161,000

  ○산림작물생산기반 5,000

  ○산물예방 및 진화 116,534

  ○산불 예방장비 17,166

  ○산불 방제장비 8,896

  ○산림 병해충방제 53,316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12,000

  ○백두대간 보호 1,200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25,331

  ○도시녹지관리단 운영지원 8,444

  ○생활림조성 지원 95,000

  ○와룡자연휴양림 숲해설가 지원 16,886

  ○방화동자연휴양림 숲해설가 지원 16,887

  ○와룡자연휴양림 숲생태관리인지원 8,443

  ○방화동자연휴양림 숲생태관리인지원 8,444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자체) 10,000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15,000

  ○문화재 보수정비(총액사업) 120,700

  ○묵조문화재상시감시체제구축 29,000

  ○전통사찰 보존지원 50,000



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 4,788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39,200

< 축산과 > 215,425 192,152 23,273

  ○가축전염병근절 35,700

  ○가축방역약품(국비보조) 87,625

  ○가축방역차량구입 15,000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65,100

  ○액비성분 분석기 지원 12,000

< 재난안전관리과 > 3,226,688 2,197,908 1,028,780

  ○민방위 교육 훈련 719

  ○소하천 정비사업 1,209,165

  ○유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2,005,000

  ○재난예방 시설개선사업 3,642

  ○재난예방사업관리 1,795

  ○재난대응훈련 6,367

< 보건사업과 > 658,591 83,721 574,870

  ○보건진료소 신축지원 318,016

  ○장비개선 지원 61,000

  ○국가전염병예방사업 지원 10,145

  ○불임부부 지원 7,458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9,113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799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1,176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육성지원 226,663

  ○재난의료지원 884

  ○취약지역 응급의료 인력운영비 23,337

< 기술담당관 > 2,963,233 503,336 2,459,897

  ○지도인력 역량강화 3,290

  ○일선지도활동 지원 5,000

  ○전문농업인 육성 11,050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15,000

  ○후계농업인 육성지원 19,600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2,335,000



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1,000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4,680

  ○농업기술 정보화 6,300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13,000

  ○농업기계 훈련사업 18,600

  ○예찰포 및 종합진단실운영 7,000

  ○영농현장 연구지원 6,000

  ○시설채소 생력자동화 정밀관수,관비 시범 8,000

  ○특용작물 상품화 프로젝트 시범 12,500

  ○유해물질 및 토양분석장비 지원 100,000

  ○과실수확후 종합관리기술투입 10,000

  ○새기술연구 활동지원 5,000

  ○탑프루트 생산단지 조성 52,213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활성화 시범 5,000

  ○인공수정 화상인식주입기 활용 시범 25,000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50,000

  ○농산종합가공센터 설치 기술 지원 250,000

< 환경자원사업소 > 1,925,000 825,000 1,100,000

  ○바이오가스열병합시설 1,925,000

511-0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0,161,130 19,646,069 515,061

[ 일반회계 ] 20,161,130 19,646,069 515,061

< 농업소득과 > 3,268,000 2,226,000 1,042,000

  ○오미자 향토 사업 285,000

  ○오미자특화사업지원(특화) 268,000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100,000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300,000

  ○현미가공 지원(특화) 425,000

  ○토마토 특화작물 육성사업 300,000

  ○고랭지 쌈채소단지조성사업 210,000

  ○토마토 생산단지조성 300,000

  ○8대 지역식품클러스터 지원 사업 445,000

  ○고품질쌀브랜드인프라 구축사업 85,000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지원 400,000



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특화품목 유통시설 지원 150,000

< 환경보호과 > 566,500 491,870 74,630

  ○둘레길조성사업 426,500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140,000

< 산림문화관광과 > 2,442,630 2,189,000 253,630

  ○임도시설 606,630

  ○산촌개발 지원 86,000

  ○가로수조성 지원 300,000

  ○장안산 생태숲조성 410,000

  ○의암공원주변 도시숲조성 600,000

  ○산림욕장 조성지원 200,000

  ○지리산권 관광정보화 시범지역 구축 65,000

  ○지리산권 농촌문화 관광마을 시범 조성 112,000

  ○지리산권 연계 관광상품개발 31,000

  ○지리산권 7품 7미 육성 32,000

< 축산과 > 3,200,000 3,300,000 △100,000

  ○청정한우단지지원 300,000

  ○클러스터사업단 구축 및 네트워킹 477,326

  ○장수한우 유전자뱅크 운영 426,627

  ○장수한우 생산이력관리 549,447

  ○친환경 순환농업구축 925,200

  ○연구개발 및 유통마케팅 521,400

< 건설과 > 5,090,000 6,313,399 △1,223,399

  ○장수소도읍 육성사업 1,500,000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04,000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849,000

  ○밭기반 정비사업 350,000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 940,000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247,000

< 재난안전관리과 > 4,217,000 3,107,000 1,110,000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517,000

  ○지방2급하천 하도준설 900,000

  ○생태하천 조성 1,800,000

150,000,000원



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기술담당관 > 1,377,000 375,000 1,002,000

  ○지자체연구소 설치 1,000,000

  ○지역농업특성화사업(고품질 과실 프로젝트) 252,000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100,000

  ○농작업편이장비 지원사업 25,000

511-03 기금 3,956,110 1,737,554 2,218,556

[ 일반회계 ] 3,956,110 1,737,554 2,218,556

< 주민생활지원과 > 14,290 236,336 △222,046

  ○폭력 피해자 치료 70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3,500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1,000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배치 9,720

< 농업소득과 > 1,205,278 1,002,210 203,068

  ○농지관리위원회운영지원 14,668

  ○쌀소득등보전 고정직불 18,610

  ○과수생산 추진 1,172,000

< 산림문화관광과 > 6,534 0 6,534

  ○관광홍보업무 일반지원 6,534

< 축산과 > 2,338,180 97,493 2,240,687

  ○학교우유급식지원 36,960

  ○조사료 생산 수확제조비 지원 1,512,000

  ○연결체 장비지원 사업 225,000

  ○사료작물 종자공급 사업 162,000

  ○소고기 이력 추적 28,436

  ○공동방제단 운영 89,784

  ○마필산업 육성사업 275,000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9,000

< 보건사업과 > 346,852 350,258 △3,406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474

  ○국가 예방접종사업 6,980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철분제) 지원 1,552

  ○병.의원 접종비 지원 5,300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지원 420



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1,742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지원 164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4,340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지자체 지원 54,72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지자체 지원 3,706

  ○한방의약건강증진 지자체 지원 5,954

  ○금연클리닉사업 25,000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15,400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57,510

  ○노인건강프로그램 1,200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47,894

  ○암 조기검진사업 20,115

  ○암환자 의료비 지원 26,195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 22,877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15,000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18,058

  ○운동처방사 보수 10,250

< 문예체육시설사업소 > 44,976 51,257 △6,281

  ○생활체육 교실운영 41,856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 3,120

520 시,도비보조금등 9,129,515 10,268,513 △1,138,998

521 시·도비보조금등 9,129,515 10,268,513 △1,138,998

521-01 시·도비보조금등 9,129,515 10,268,513 △1,138,998

[ 일반회계 ] 9,129,515 10,268,513 △1,138,998

< 기획홍보실 > 10,176 11,691 △1,515

  ○전통시장 현장 택배도우미 운영 7,200

  ○지역실업자직업훈련 2,976

< 주민생활지원과 > 2,661,703 2,864,128 △202,425

  ○자원봉사활성화지원(경상) 8,618

  ○자원봉사지원 9,000

  ○여성자원활동운영 6,501

  ○현물 주거급여 12,000

  ○교육급여 16,163



장: 500 보조금
관: 520 시,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해산장제급여 2,572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3,040

  ○생계급여 356,284

  ○주거급여 76,359

  ○자활근로사업지원 136,896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2,808

  ○자활소득공제 5,486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3,744

  ○긴급복지지원 7,722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2,120

  ○장애수당지급 39,932

  ○장애아동부양수당 2,874

  ○장애인등록 진단비지원 42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3,800

  ○장애인주민자치센터도우미 13,887

  ○장애인 의료비 지원 2,094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 104

  ○장애인자녀학비지원 112

  ○장애인사회활동보조지원 34,479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4,485

  ○중증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 450

  ○장애인 신문보급 1,350

  ○장애인 가정 영아양육비 지원 540

  ○아동여성 지역연대운영 1,000

  ○폭력 피해자 치료 1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12,881

  ○방문교육사업 8,616

  ○저출산 극복 21,860

  ○요보호 아동보호비지원 12,558

  ○급식지원 162,969

  ○요보호아동지원계좌 지원 1,620

  ○입양아동 양육 수당 297

  ○입양아동 양육 보조금 720



장: 500 보조금
관: 520 시,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4,560

  ○아동복지교사 지원 11,124

  ○보육돌봄서비스 210,235

  ○차량운영비 2,200

  ○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11,160

  ○보수교육비 250

  ○차등보육료 지원 114,329

  ○만5세아 무상보육료 41,455

  ○장애아 무상보육료 1,530

  ○두자녀이상보육료 10,212

  ○저소득층아동 간식비 7,886

  ○보육교사처우개선비 13,680

  ○셋째자녀이상 보육료 4,732

  ○한부모가정 정책 지원 3,792

  ○한부모가정 자립생활지원 8,229

  ○청소년육성지원 900

  ○청소년지원센터운영 23,000

  ○노인건강진단비 447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11,962

  ○무료 경로식당 운영 2,250

  ○경로당 운영 102,264

  ○노인일거리사업마련 1,500

  ○경로당 활성화 사업 7,350

  ○기초노령연금지급 110,677

  ○노인돌봄총괄서비스 25,738

  ○노인돌봄기본서비스 9,474

  ○노인일자리확충 85,248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7,560

  ○재가노인시설 종사자 지원 1,800

  ○저소득층 새내기 교복지원 5,775

  ○푸드뱅크 사업 지원 2,500

  ○기초생활수급자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1,350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31,928



장: 500 보조금
관: 520 시,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91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역요원지원 2,000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지원 5,000

  ○아이돌보미지원 14,309

  ○지역아동센터 간식비 6,372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514,654

  ○재가노인시설 운영지원 83,940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000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240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1,200

  ○여성단체 역량강화 6,250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 1,440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6,672

  ○공중위생관리 552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 5,4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 인력지원 5,760

  ○여성취업지원 3,600

  ○아동심리치료 180

  ○희망근로사업 29,126

  ○장애연금 지급 22,640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9,000

  ○언어발달지원 120

  ○교재교구비 450

  ○보육시설 기능보강 지원 500

  ○민간시설 차량운영비 540

  ○맞벌이가구 보육료 1,577

  ○기본보육료지원 53,218

  ○평가인증 150

  ○시설장 처우개선 지원 1,800

< 농업소득과 > 652,354 672,784 △20,430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0,567

  ○농업인 영유아 양육지원 90,400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84,500



장: 500 보조금
관: 520 시,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농가도우미 지원 23,625

  ○농업인 정보화교육 525

  ○농업인 신문 구독료 지원 9,180

  ○농업경영컨설팅지원 2,400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추진 11,040

  ○친환경농산물 및 GAP인증비용지원 3,240

  ○친환경인증 확대지원 39,600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19,230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 지원 9,000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 7,294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24,121

  ○미생물제제활용 병해충방제 사업 52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 1,000

  ○과수생산 추진 84,000

  ○조건불리직접지불제 추진 45,200

  ○쌀경쟁력 제고사업 106,000

  ○농산물 물류사업 지원 65,000

  ○에너지절감 5,987

  ○수출식품 패키지지원 393

< 행정지원과 > 115,943 115,989 △46

  ○학교교육지원 92,070

  ○정보화마을 지원(프로그램관리자 지원) 6,600

  ○효율적 통계조사운영 2,560

  ○이장단 상해보험료 지원 5,970

  ○지방선거 지원 8,743

< 재무과 > 2,000 20,000 △18,000

  ○지역농정기획단 인력운영 2,000

< 민원과 > 337,919 428,278 △90,359

  ○지적공부 정리 자료 전산화 5,400

  ○지적 기준점 관리 4,237

  ○빈집정비 84,000

  ○사랑의집 고쳐주기 75,000

  ○손실보상금 지원 169,282



장: 500 보조금
관: 520 시,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환경보호과 > 415,641 52,300 363,341

  ○폐기물처리보조사업 실시 11,000

  ○섬진강 유입 쓰레기 정화사업 4,041

  ○탄소포인트제 운영 600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 400,000

< 산림문화관광과 > 1,412,598 1,421,426 △8,828

  ○경제수 조림 62,555

  ○큰나무조림 2,014

  ○지역특색경관조림 35,000

  ○생태보완조림 5,176

  ○조림지 풀베기사업 42,458

  ○조림사업설계 4,582

  ○농산촌소득증대조림 4,320

  ○유휴토지조림 3,382

  ○관상수토양개량사업 951

  ○임업후계자 지원 14,010

  ○숲길조사관리원 3,377

  ○등산안내서비스지원 1,689

  ○생활권등산로정비지원 22,920

  ○어린나무가꾸기 19,600

  ○덩굴제거 10,763

  ○공공산림가꾸기 56,330

  ○정책숲가꾸기 150,091

  ○산림바이오매스 시설 12,540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23,000

  ○산림작물생산기반 1,500

  ○산불예방 및 진화 52,440

  ○산불 예방장비 7,725

  ○산불 방제장비 4,004

  ○산림 병해충방제 14,761

  ○보호수 정비사업 7,680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6,000

  ○유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2,000



장: 500 보조금
관: 520 시,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산촌개발 지원 18,500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5,067

  ○도시녹지관리단 운영지원 1,689

  ○생활림조성 지원 35,000

  ○와룡자연휴양림 숲해설가 지원 3,378

  ○방화동자연휴양림 숲해설가 지원 3,377

  ○와룡자연휴양림 숲생태관리인지원 1,688

  ○방화동자연휴양림 숲생태관리인지원 1,689

  ○찾아가는 문화활동 10,000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94,000

  ○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지자체) 4,000

  ○도민문화예술 사회교육 5,000

  ○향교일요학교 운영 1,807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7,320

  ○문화재 보수정비(총액사업) 27,150

  ○목조문화재상시감시체제구축 14,500

  ○전통사찰 보존지원 25,000

  ○관광홍보업무 일반지원 1,041

  ○산불방지대책보조 38,424

  ○의암공원 도시숲조성 435,000

  ○생활권 경관림 조성 100,000

  ○학교마을도서관 개방사업 8,100

< 축산과 > 688,032 2,316,796 △1,628,764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11,720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 13,980

  ○학교우우급식지원 5,280

  ○축산인 한마음대회 지원 30,000

  ○청보리배합기지원 15,750

  ○젖소유전자원 관리사업 120

  ○모돈갱신 지원 8,800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4,462

  ○조사료 생산 수확제조비 지원 252,000

  ○연결체 장비지원 사업 75,000



장: 500 보조금
관: 520 시,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풀사료 장려금 지원 111,000

  ○안전 축산물 유통지원 12,500

  ○소고기 이력 추적 9,478

  ○가축전염병근절 23,800

  ○가축방역약품(국비보조) 15,491

  ○공동방제단 운영 26,935

  ○가축전염병 근절방역비 2,250

  ○구제역, 돼지열병 방역 6,300

  ○공수의 관리 7,020

  ○조류사육농가소독시설 지원 4,000

  ○유기동물보호 480

  ○돼지 우행성설사병 경구용 예방약품 1,566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23,400

  ○퇴비살포기 지원 10,500

  ○천적이용해충구제 8,400

  ○액비성분 분석기 지원 4,800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3,000

< 건설과 > 694,722 370,631 324,091

  ○장수소도읍 육성사업 250,000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82,000

  ○밭기반 정비사업 43,750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24,700

  ○수로원인건비 94,272

< 재난안전관리과 > 1,484,016 1,125,918 358,098

  ○민방위 교육 훈련 504

  ○민방위 교육 1,200

  ○재해예방 풍수해보험금 2,930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505,000

  ○재난예방 시설개선사업 3,940

  ○재난예방사업관리 898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지원사업 18,360

  ○지방2급하천 관리 48,000

  ○지방2급하천 하도준설 300,000



장: 500 보조금
관: 520 시,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생태하천 조성 600,000

  ○재난대응훈련 3,184

< 보건사업과 > 158,795 110,753 48,042

  ○보건진료소 신축 지원 32,914

  ○장비개선 지원 6,31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742

  ○국가 예방접종사업 1,396

  ○출산 지원금 2,520

  ○불임부부 지원 2,984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139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철분제) 지원 466

  ○병.의원 접종비 지원 1,590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지원 84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523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지원 49

  ○결핵 예방 및 퇴치사업 지원 50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1,736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지자체 지원 612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지원 1,013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지자체 지원 600

  ○한방의약건강증진 지자체 지원 1,215

  ○아토피 관리 지원 2,624

  ○금연클리닉사업 4,100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3,080

  ○어린이 충치예방 734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17,253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9,579

  ○암 조기검진사업 4,023

  ○암환자 의료비 지원 5,239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 4,575

  ○간질환자 관리 3,000

  ○치매환자 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 1,430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20,288



장: 500 보조금
관: 520 시,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864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6,000

  ○저소득층 건강검진 4,396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 661

  ○전립선 암검진 744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3,000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147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5,417

  ○운동처방사 보수 2,050

  ○신종인플루엔자 관리 3,645

< 기술담당관 > 61,847 451,550 △389,703

  ○후계농업인 육성지원 4,200

  ○양잠생산 지원 477

  ○농업인조직 교육훈련지원 14,970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9,200

  ○웰빙 홍삼 비가림하우스재배 시범 25,000

  ○세계여성농업인날 지원 2,000

  ○천연염료자원화 시범사업 지원 6,000

< 문예체육시설사업소 > 48,769 6,269 42,500

  ○생활체육 교실운영 7,780

  ○생활 체육인 동호인 리그 지원 10,989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30,000

< 환경자원사업소 > 385,000 300,000 85,000

  ○바이오가스열병합시설 38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