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33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

월별 집행내역

단위 천원( : )

월별 집 행 내 역 횟수 금 액 비고

계 11,475,889

월1 소 계 802,262

장흥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 보조 회1 9,977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보조'09 회1 3,458

장애인 예약콜재활상담센터 운영관련 보조 회1 5,750

장애인 물수건작업장 운영지원 보조 회1 5,000

장애인협회 장애인 및 독거노인 빨래사업 보조 회1 1,250

참사랑재가복지봉사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회1 1,350

참사랑재가 복지봉사센터 운영보조 회2 5,307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특별수당 지급 회1 1,920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 회1 61,444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지급 월분(1 ) 회1 78,015

평가인증 민간보육시설 교사수당 지급 월분(1 ) 회1 160

장흥지역자활센터 운영 보조 월분(1 ) 회1 14,689

장흥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월분(1 ) 회1 330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운영보조 회1 5,000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지급 월분(1 ) 회1 517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월분(1 ) 회1 3,303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비 지급 회1 13,529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영유아차등 보육료 지원( ) 회1 74,558

보육시설 운영비 지급 두자녀이상보육료 지원( ) 회1 27,751

보육시설 운영비 지급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회1 28,585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보육료( ) 회1 10,882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조손가정 통합사례관리 보조 회1 1,101



단위 천원( : )

월별 집 행 내 역 횟수 금 액 비고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지원사업 심폐소생술 사업비 지급(CPR ) 회1 3,522

저소득 조손가정 동절기 부식지원 보조 회1 10,795

년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보조2009 회1 13,778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지원사업 사업비 차 평생건강지킴이(3 / ) 회1 20,544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지원사업 사업비 차 아쿠아로빅(3 / ) 회1 14,812

비전청년사업 청소년 약물예방교육상담서비스 보조" " 회1 5,840

년도 장흥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2009 회1 10,000

년도 생활체육 노인전담 지도자배치사업 보조 월분2009 (1 ) 회1 1,744

년도 생활체육 일반지도자배치사업 보조 월분2009 (1 ) 회1 6,976

제 회 정남진장흥 전국마라톤대회 개최경비4 회1 50,000

제 회 장흥군체육회장배 동계전지훈련팀 축구대회 개최 경비11 회1 36,000

슬로시티 다큐제작 지원 보조 회1 20,000

선진형 관광안내정보서비스 구축사업 보조 회1 50,000

슬로시티 사무장 인건비 지원 보조 회1 1,500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사무국 운영 보조 회1 18,402

년도 명절선물상품전 참가 보조2010 회1 2,200

년 설맞이 수산특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보조2009 회1 5,000

년 무산 김 박스 공급사업 보조2009 회1 96,000

김 양식 우량종묘 패각비 공급사업 보조( ) 회1 33,379

년도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보조2009 회2 3,240

년도 수문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사무장 운영 보조2009 회1 1,200

년도 덕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사무장 운영 보조2009 회1 1,200

소등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무장 운영 지원사업 보조 회1 1,200

정남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무장 운영 지원사업 보조 회1 1,200



단위 천원( : )

월별 집 행 내 역 횟수 금 액 비고

년도 서울국제웰빙통학의학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보조2009 회1 2,310

장흥표고 브랜드 상품 홍보사업 보조 회1 12,000

년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보조2009 회1 3,024

년도 농특산물 가공상품 지원사업2009 회1 8,000

대천보건진료소 운영지원금 교부 회1 1,500

주민참여 지렁이농부운동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 회1 10,000

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지급2009 회4 3,020

월2 소 계 1,795,653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보조'08 회1 3,755

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보조2009 회1 20,000

고향 소식지 배부사업 보조 회1 4,000

위스타트 대덕아동행복마을 운영 보조 분기(1/4 ) 회1 50,000

년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지원 운영보조2009 회1 72,300

년 장흥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보조2009 회1 24,900

년 대덕청소년공부방 운영보조2009 회1 10,000

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비 지급2009 회1 9,720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보조 분기( ) (1/4 ) 회1 46,200

장흥군 푸드뱅크지원 상반기 사업비 지급 회1 2,500

청소년 시설운영위원회 운영보조 회1 2,000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월분(2 ) 회1 3,265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지급 월분(2 ) 회1 464

장흥지역자활센터 운영 보조 월분(2 ) 회1 11,586

장흥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월분(2 ) 회1 330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지급 월분(2 ) 회1 78,262

평가인증 민간보육시설 교사수당 지급 월분(2 ) 회1 60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보조 회1 2,700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보조2009 회1 1,500

보육시설 운영비 영유아차등보육료 지급 월분( ) (2 ) 회1 113,566

보육시설 운영비 두자녀이상보육료 지급 월분( ) (2 ) 회1 5,888



단위 천원( : )

월별 집 행 내 역 횟수 금 액 비고

년 월분 보육시설 운영비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월분2009 2 ( ) (2 ) 회1 3,022

년 월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보육료 월분2009 2 ( ) (2 ) 회1 23,213

년도 생활체육 일반지도자배치사업 보조 월분2009 (2 ) 회1 6,976

년도 생활체육 노인전담 지도자배치사업 보조 월분2009 (2 ) 회1 1,744

별곡문학 발간사업 보조 회1 5,000

슬로시티 체험민박사업 보조 회1 16,000

년도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조성지원사업 보조 차2009 (2 ) 회1 630,442

년 양봉 사육농가 화분지원사업 보조'09 회2 4,344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보조2009 회1 32,216

바다살리기 행사 보조2009 회1 5,000

무산 김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 회2 14,800

년도 덕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사무장 운영 보조 월분2009 (1 ) 회1 1,200

년도 수문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사무장 운영 보조2009 회1 1,200

정남진장흥몰 택배비 지원사업 보조2009 회1 3,825

농수산물 신상품 개발사업 보조 최종( ) 회1 2,500

농산물 수출물류비 보조 회1 464

기술제휴 식품업체 포장제 제작 지원사업 보조2009 회1 15,000

년 전남쌀 택배비 지원사업 보조2009 회1 18,594

년 장흥쌀 택배비 지원사업 보조2009 회1 5,238

고품질쌀 브랜드경영체 육성사업 회1 145,466

농특산물 가공상품 지원사업 보조2009 회1 9,000

지리적표시 장흥표고버섯 홍보사업 보조 회1 5,000

생약초 한방상품 홍보 판촉전 지원사업 보조 회1 6,000

년 장흥쌀 시식용 샘플제작 지원사업2009 회1 9,000

유기가공식품 인증취득 지원사업 보조 회1 2,000

년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보조 최종2009 ( ) 회1 339,813



단위 천원( : )

월별 집 행 내 역 횟수 금 액 비고

동신대누리사업건강복지서비스 인력양성사업비 지급 회1 20,000

장흥군 후원회 기금편입 보조4-H 회1 5,000

년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지급2009 회1 600

월3 소 계 895,014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보조'08 회1 2,355

년도 장흥군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비 지급2009 회1 1,500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 보조 회1 9,000

년 분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보조2009 1/4 회1 16,873

장흥종합사회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보조 회1 14,080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보조 회1 31,008

장흥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분기(2 ) 회1 1,320

장흥지역자활센터 운영 보조금 지급 분기(2 ) 회1 63,437

년 경로식당 운영보조2009 회1 52,604

년 월분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지급2009 3 회1 546

년 월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2009 3 회1 3,373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보조 분기( ) (2/4 ) 회1 46,200

년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급2009 회1 7,800

년 월분 평가인증 민간보육시설 교사수당 지급2009 3 회1 60

월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지급2009. 3 회1 79,299

년 상반기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급2009 회1 16,600

청각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재활증진대회 참가 보조 회1 1,000

위스타트 대덕아동행복마을 운영 보조 분기(2/4 ) 회1 50,000

월 보육시설 운영비 지급 영유아차등보육료2009. 3 ( ) 회2 107,531

월 보육시설 운영비 지급 두자녀이상보육료2009. 3 ( ) 회2 5,110

월 보육시설 운영비 지급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2009. 3 ( ) 회2 3,143

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보육료3 ( ) 회1 17,848



단위 천원( : )

월별 집 행 내 역 횟수 금 액 비고

년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보조2009 회1 5,000

제 회 장흥군생활체육 축구 연합회장기 축구대회 개최경비5 회1 3,000

제 회정남진장흥군수배 전남광주동호인테니스대회개최경비3 회1 10,000

전국마라톤대회 참가경비 보조2009 회1 10,000

년도 장흥군 체육회 운영비 지급2009 회1 10,000

어린이체능교실 운영 보조2009 회1 4,400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 보조2009 회1 2,368

청소년체련교실 운영보조2009 회1 4,334

생활체육교실운영보조2009 회1 9,450

제 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 보조48 회1 110,000

장수체육대학운영 보조2009 회1 4,334

전라남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보조2009 회1 40,000

년도 회진면 여자배구동호회 대회참가 경비지급2009 회1 5,000

년도 생활체육 노인전담 지도자배치사업 보조금 지급 월분2009 (3 ) 회1 1,744

년도 생활체육 일반지도자배치사업 보조금 지급 월분2009 (3 ) 회1 6,976

전국마라톤대회 참가 및 동계훈련 유치 홍보비 지급 회1 8,000

정남진장흥표고버섯연합회 보조 회1 7,000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보조 월분2009 (2 ) 회1 2,160

년도 덕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사무장 운영 보조 월분2009 (2 ) 회1 1,200

년도 수문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사무장 운영 보조 월분2009 (2 ) 회1 1,200

년 전남쌀 택배비 지원사업 보조2009 회1 2,321

년 장흥쌀 택배비 지원사업 보조2009 회1 3,863

정남진장흥몰 택배박스 제작 지원사업 보조 회1 5,000

장흥호박향토산업 육성 지원사업 보조2009 회1 10,000

시군 생산자조직 육성사업 보조1 1 회1 1,250

장흥쌀 수도권 직거래 시스템 지원사업 보조 월분2009 (1-2 ) 회1 4,783

농산물 수출물류비 보조 회1 16,200



단위 천원( : )

월별 집 행 내 역 횟수 금 액 비고

고품질쌀 브랜드경영체 육성사업 보조 회1 54,534

보건진료소지원 회1 1,500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예탁금 사회서비스관리센터( ) 회1 14,729

장흥군 동문회 기금편입 보조4-H 회1 1,060

지렁이생태학습장 운영지원 보조 회1 2,921

월4 소 계 2,454,794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혁신관리자과정 운영보조 회1 15,000

고향소식지 발간사업 보조2009 회1 8,022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보조 월'08 (3 ) 회1 2,355

민주평통자문회의 장흥군협의회 통일연수 보조 회1 16,000

영업용 택시 군정 홍보스티커 제작지원 보조 회1 12,480

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보조2009 회1 37,080

년 여성자원봉사협의회 보조금2009 회1 3,500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보조( ) 회1 81,320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 회1 190,348

참사랑재가 복지봉사센터 운영보조 회1 14,693

년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사업 보조2009 회1 9,000

장애인 예약콜재활상담센터 운영관련 보조 회1 5,750

제 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가에 따른 보조29 회1 2,000

년 보육시설 대체교사 지원 사업비 지급2009 회1 6,500

장애인협회 장애인 및 독거노인 빨래사업 보조 회1 1,250

년도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보조2009 ( ) 회1 38,715

제 회 어린이날 행사 운영 보조87 회1 2,500

년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사업 보조2009 회1 3,500

장흥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회1 1,980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운영보조금 지급 회1 15,000

월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2009. 4 회1 79,463



단위 천원( : )

월별 집 행 내 역 횟수 금 액 비고

위스타트 대덕아동행복마을 운영 보조 회1 100,000

년 월분 평가인증 민간보육시설 교사수당 지급2009 4 회1 60

장흥군 푸드뱅크지원 사업비 지급 회1 2,500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보조 회1 2,700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보조 회1 1,500

년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지원 운영보조2009 회1 72,300

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비 지급2009 회1 9,720

년 장흥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보조2009 회1 25,000

년 대덕청소년공부방 운영보조2009 회1 10,000

서울 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 참가에 따른 보조 회1 1,000

제 회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보조17 회1 9,000

전라남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에 따른 보조 회1 1,000

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2009 회2 26,790

년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지급2009 회2 4,304

자원봉사단체 지원보조 회1 4,000

여성지도자 워크샵 사업비 회1 6,400

전문자원봉사단체 이동봉사대 보조( ) 회1 3,000

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지원 보조2009 회1 198,299

장흥지역자활센터 운영 보조 회1 79,438

월분 보육시설 보육료 지급 영유아차등보육료2009. 4 ( ) 회2 112,508

월분 보육시설 보육료 지급 두자녀이상보육료2009. 4 ( ) 회2 6,069

월분 보육시설 보육료 지급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2009. 4 ( ) 회2 3,186

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보육료4 ( ) 회2 19,300

년도 장흥군게이트볼연합회 대회 참가경비 보조2009 회1 7,000

제 회 동서한마음 친선축구대회 참가경비8 회1 1,000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보조 회1 44,616

관산읍지 발간 보조2009 회1 30,000



단위 천원( : )

월별 집 행 내 역 횟수 금 액 비고

제 회 전라남도민의날 및 제 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13 21 회1 45,000

년도 생활체육 노인전담 지도자배치사업 보조 월분2009 (4 ) 회1 1,744

년도 생활체육 일반지도자배치사업 보조 월분2009 (4 ) 회1 6,976

정남진 엄마 연극단 활동지원 보조" " 회1 10,000

제 회 전국소년체전 태권도대회 개최경비38 회1 50,000

전라남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2009 회1 10,000

방촌유물전시관 기획 전시전 보조 회1 30,000

탐진둔치공원 생활체조광장 사업 경비2009 회1 3,000

제 회 전라남도 노인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4 회1 5,000

군민과 향우의 어울림 마당 행사 보조 회1 70,000

문화예술행사지원사업 보조금 장흥향교 기로연( ) 회1 6,000

팔문장 전통문화마을 기산문집 발간비 지원사업 보조 회1 5,000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 이동식시화전시대 및 시화제작 보조 회1 5,000

제 회 전남도민체전 축구우승 기념행사 개최경비48 회1 7,000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보조 회1 40,000

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보조2009 회1 38,556

년 생물학적 방제 천적 지원사업 보조2009 ( ) 회2 59,885

년도 경운기 채양구 설치지원사업 보조2009 회1 15,045

명품한우 개량사업 보조 차2009 (1 ) 회1 14,505

웰빙표고넙치 브랜드개발 표고버섯 추출발효제공급 사업 보조( ) 회1 93,600

수산특산품 홍보용 시식샘플제작 사업 보조 회1 3,500

년 갑각류양식장 소독제지원사업 보조2009 회1 5,400

년 수산동물질병예방백신지원사업 보조 차2009 (1 ) 회1 11,104

년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 보조급 차2009 (1 ) 회1 8,470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팀장 활동 지원사업 월분2009 (4 ) 회1 1,000

읍면 기업유치위원회 업무수행 보조 회1 5,000

생약초한방관련제품 경진대회 보조 회1 74,800



단위 천원( : )

월별 집 행 내 역 횟수 금 액 비고

메디테인먼트 기업육성 컨설팅 사업 보조 회1 100,000

메디테인먼트 산업화 네트워크 구축사업 보조 회1 125,000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보조2009 회2 4,320

년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보조2009 회3 148,055

년도 덕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사무장 운영 보조2009 회2 2,400

소등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무장 운영 지원사업 보조 회2 2,400

년 전남쌀 시식용 샘플제작 지원사업 보조2009 회1 15,775

장흥표고버섯 지리적표시 특산품 차별화 사업 보조 회1 10,000

년도 수문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사무장 운영 보조2009 회2 2,400

농수산물 신상품 개발사업 보조 회2 17,500

수도권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간접비용 지원 보조 회2 10,000

장흥쌀 수도권 직거래 시스템 지원사업 보조2009 회2 4,784

시군 생산자조직 육성사업 보조1 1 회1 1,250

년 전남쌀 택배비 지원사업 보조2009 회2 8,195

년 장흥쌀 택배비 지원사업 보조2009 회2 12,445

브랜드쌀 이미지 홍보용 소포장재 제작사업 보조 회1 3,990

도농교류 자매결연사업 사고 보조( ) 회1 4,500

장흥호박향토산업 육성 지원사업 보조2009 회1 15,000

입식테이블 등 시설개선사업비 지급 회1 2,000

고품질벌꿀 브랜드화 지원사업 보조 회1 10,000

정남진생약초체험학습장 운영 보조 회1 10,000

월5 소 계 337,074

향우와 어울림의 날 행사 지원 보조 회1 2,000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보조'08 회1 2,519

향우 세 하계수련 캠프 운영보조2-3 회1 4,000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특별수당 지급 회1 1,920



단위 천원( : )

월별 집 행 내 역 횟수 금 액 비고

참사랑재가복지봉사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회1 300

월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2009. 5 회1 78,202

월분 평가인증 민간보육시설 교사수당 지급2009. 5 회1 60

월분 관외분 보육료지원 영유아차등보육료2009. 5 ( ) 회2 111,434

월분 관외분 보육료지원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2009. 5 ( ) 회2 5,743

월분 관외분 보육료지원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2009. 5 ( ) 회2 645

월 보육시설 운영비 지급 보육료5 ( ) 회1 18,899

군민화합을 위한 대동제 보조 회1 35,000

슬로시티 사무장 인건비 지원 보조 회1 1,200

제 회교육장기및제 회협회장배어린이장사씨름대회개최경비16 17 회1 5,000

전라남도씨름왕선발대회 참가경비2009 회1 12,000

국제라이온스클럽 지구 지역 지대 관산라이온스클럽 체육행사 경비355-B2 6 3 회1 4,000

년도 생활체육 노인전담 지도자배치사업 수당 지급 월분2009 (5 ) 회1 1,744

년도 생활체육 일반지도자배치사업 수당 지급 월분2009 (5 ) 회1 6,976

슬로시티 다큐제작 지원 보조 회1 20,000

제 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우리군 출신 선수 참가경비 지원38 회1 3,000

장흥군축구 동호회 운영경비 지급O.B 회1 10,000

년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 보조2009 회1 3,080

년 수산동물질병예방백신지원사업 보조2009 회1 4,352

농수산물 신상품 개발사업 보조 회1 5,000

월6 소 계 3,094,624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보조 월분'09 (5 ) 회1 1,939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보조 월분'08 (6 ) 회1 1,466

년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보조2009 ( ) 회1 10,268

년 보육시설 운영비 하반기 차량운영비 보조2009 ( ) 회1 13,600

월분 평가인증 민간보육시설 교사수당 지급2009. 6 회1 60

월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지급2009. 6 회1 78,240



단위 천원( : )

월별 집 행 내 역 횟수 금 액 비고

장애인 물수건작업장 운영지원 보조 회1 5,000

장애인협회 장애인 및 독거노인 빨래사업 보조 회1 2,500

장애인 예약콜재활상담센터 운영관련 보조 회1 11,500

년 월분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지급2009 7 회1 77,240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보조 회1 8,050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보조 회1 9,700

월 보육시설 보육료 보조 영유아차등보육료지원2009. 6 ( ) 회1 113,302

월 보육시설 보육료 보조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2009. 6 ( ) 회1 4,943

월 보육시설 보육료 보조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2009. 6 ( ) 회1 383

월 추가분 보육시설 보육보조 영유아차등보육료2009. 5 ( ) 회1 506

월 보육시설 운영비 지급 보육료6 ( ) 회1 17,931

장흥군 여성단체협의회 한마음 어울마당 체육행사 경비 회1 10,000

치따슬로 장흥 주민협의체 운영지원 보조 회1 2,374

슬로시티 사무장 인건비 지원 보조 월분(5 ) 회1 1,200

년 장흥군 교직자 체육행사 경비 지급2009 회1 12,000

제 회전라남도 노인생활체육대회 참가 훈련경비 지원4 회1 3,000

년도 생활체육 노인전담 지도자배치사업 보조 월분2009 (6 ) 회1 1,744

년도 생활체육 일반지도자배치사업 보조 월분2009 (6 ) 회1 6,976

정남진 장흥군수기 게이트볼대회 개최경비 지급 회1 10,000

제 회 새재기 전국 정구대회 출전경비 지급19 회1 2,000

년 제암산악회 체육행사 경비지급2009 회1 5,000

제 회 교육장기 및 제 회협회장배 태권도대회 개최 경비 지급6 14 회1 5,000

제 회 전라남도지사배 태권도 품새대회 개최경비 지급4 회1 30,000

제 회 정남진 비치발리볼 대회 개최경비 지급1 회1 30,000

정남진 물축제기념 제 회 장흥군수배 족구대회 개최경비 지급1 회1 5,000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보조 회1 15,000

슬로시티관 운영 보조 회1 22,200



단위 천원( : )

월별 집 행 내 역 횟수 금 액 비고

제 회 친환경 유기농박람회 참가 보조8 회1 2,200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사무국 운영 보조 회1 34,790

명품한우 개량사업 보조2009 회1 12,379

년 생물학적 방제 천적 지원사업 보조2009 ( ) 회2 30,650

년도 가축분뇨처리시설 돼지분뇨액비 악취제거 지원사업비 지급2009 ( ) 회1 21,560

버섯재배사 개보수사업 보조 회1 22,500

년도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조성지원사업 보조 차2009 (1 ) 회1 1,723,737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지원비 보조2009 회3 15,600

년도 천적이용 해충제 지원사업 보조2009 회2 16,896

년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 보조2009 회2 7,700

년 수산동물질병예방백신지원사업 보조2009 회2 10,944

년 수산특산품 규격출하 사업 보조2009 회3 17,400

어구실명제 관련 통발어구 깃발제작사업 보조 회1 30,000

웰빙표고넙치 브랜드개발 표고버섯 추출발효제공급 사업 보조( ) 회1 120,960

년산 무산 김 띠지 공급사업 보조2010 회1 48,000

메디테인먼트 기업육성컨설팅 보조 회1 45,000

메디테인먼트 산업화 네트워크 구축사업 보조 회1 37,500

농수산물 신상품 개발사업 보조 회2 10,000

년 전남쌀 택배비 지원사업 보조2009 회2 10,664

년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2009 회3 146,843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보조2009 회2 4,320

장흥쌀 수도권 직거래 시스템 지원사업 보조2009 회2 4,784

년 전남쌀 시식용 샘플제작 지원사업 보조2009 회1 7,250

년 장흥쌀 택배비 지원사업 보조2009 회2 7,648

장흥표고버섯 대도시 직거래 활성화 사업 보조 회1 10,000

소등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무장 운영 지원사업 보조 회2 2,400



단위 천원( : )

월별 집 행 내 역 횟수 금 액 비고

장흥호박향토산업 육성 지원사업 보조2009 회1 25,000

년도 수문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사무장 운영 보조2009 회2 2,400

년도 덕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사무장 운영 보조2009 회2 2,400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농산물 고정고객 확보 보조 회1 5,000

정남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무장 운영 지원사업 보조 회1 1,200

농산물 수출물류비 보조 회1 916

장흥표고 브랜드 상품 홍보사업 보조 회1 12,000

상반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비 지급2009. 회1 580

월7 소 계 231,843

양주시 장흥면 물축제 참가단 초청행사 보조 회1 2,000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지급 월(7 ) 회1 4,923

평가인증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수당 지급 월(7 ) 회1 60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급 회1 1,000

물축제 연계 사회복지홍보관 운영 보조 회1 8,000

월 보육시설 보육료 지급 영유아차등보육료지원7 ( ) 회1 91,885

월 보육시설 보육료 지급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7 ( ) 회1 2,291

월 보육시설 운영비 지급 보육료7 ( ) 회1 12,844

슬로시티 사무장 인건비 지원 보조 월분(6 ) 회1 1,200

년도 생활체육 노인전담 지도자배치사업 보조 월분2009 (7 ) 회1 1,744

년도 생활체육 일반지도자배치사업 보조 월분2009 (7 ) 회1 6,976

동학농민혁명 제 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대회 보조115 회1 20,000

정남진 물축제기념 제 회 장흥군수배 전국남녀궁도대회 개최 경비1 회1 30,000

연예인축구단 슈퍼레즈시스템 초청 친선경기 개최 보조FC 회1 10,000

연예인축구단 슈퍼레즈시스템 초청 친선경기 개최 보조FC 회1 15,000

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보조2009 회1 11,444

장흥 전통서각전 및 목판인출 시연회 행사 보조 회1 11,516

년도 천적이용 해충제 지원사업 보조 최종2009 ( ) 회1 960



단위 천원( : )

월별 집 행 내 역 횟수 금 액 비고

월8 소 계 258,765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보조 월분'08 (7 ) 회1 2,358

장흥위씨 대학생 하계수련회 운영 보조 회1 1,000

주한외교사절단 물축제 방문사업 보조 회1 8,000

년도 청소년예절교실 운영보조2009 회1 2,000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전략을 통한 실버2009 (new start
건강관리 서비스 비 지급)

회1 14,568

참사랑재가복지봉사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회1 390

비전청년사업 청소년 약물예방교육상담서비스 보조" " 회1 3,247

년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보조2009 회1 16,500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지원사업 평생건강지킴이 비 지급( ) 회1 25,920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지원사업 아쿠아로빅 비 지급( ) 회1 11,570

월분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지급8 회1 82,249

월분 평가인증 민간보육시설 교사수당 지급8 회1 60

월 보육시설 보육료 보조 지급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8 ( ) 회1 3,295

월 보육시설 보육료 보조 지급 영유아차등보육료지원8 ( ) 회1 141,625

월 보육시설 운영비 지급 보육료8 ( ) 회1 17,599

슬로시티 사무장 인건비 지원 보조 회1 2,400

년도 생활체육 일반지도자배치사업 보조 월분2009 (8 ) 회1 6,976

년도 생활체육 노인전담 지도자배치사업 보조 월분2009 (8 ) 회1 1,744

회진관산대덕 게이트볼 친선 체육행사 경비 지급 회1 1,000

년 수산특산품 규격출하 사업 보조2009 회1 3,080

소등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무장 운영 지원사업 보조 월분(7 ) 회1 1,200

년도 덕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사무장 운영 보조2009 회1 1,200

년도 수문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사무장 운영 보조2009 회1 1,200



단위 천원( : )

월별 집 행 내 역 횟수 금 액 비고

정남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무장 운영 지원사업 보조 월분(7 ) 회1 1,200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보조 월분2009 (7 ) 회1 2,160

농수산물 신상품 개발사업 보조 차(6 ) 회1 2,500

신선농산물 포장재 제작사업 보조 회1 5,000

16,062회1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예탁금 차분2

월9 소 계 300,581

장흥지원 지청개원 주년기념사업 보조. 100 회1 32,050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보조 월분'08 (8 ) 회1 2,471

민주평통자문회의 보조 회1 9,000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전략을 통한2009 (NEW START
실버건겅서비스 보조)

회1 12,300

년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보조2009 회1 16,500

제 회 장흥군사회복지인 한마음대회 행사추진 운영보조5 회1 2,800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보조 회1 5,280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보조 조손가정 사례관리( ) 회1 10,656

월분 평가인증 민간보육시설 교사수당 지급2009. 9 회1 60

월분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지급9 회1 82,226

년 물축제행사관련 수화통역사 배치사업 보조2009 회1 300

년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보조 월분2009 (9 ) 회1 16,500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보조 회1 6,220

보육료 소급지급분 지급 영유아차등보육료지원2009. ( ) 회1 8,691

보육료 소급지급분 지급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2009. ( ) 회1 86

월 보육시설 보육료 보조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8 ( ) 회1 766

보육시설 운영비 소급분 지급 보육료( ) 회1 1,720

슬로시티 사무장 인건비 지원 보조 월분(8 ) 회1 1,500

제 회 영호남 축구연합회 친선 축구대회 참가 지원9 회1 2,000



단위 천원( : )

월별 집 행 내 역 횟수 금 액 비고

제 회 전남 어르신 정구대회 개최경비 지급9 회1 2,000

년 한일친선 배구동호인 배구대회 개최경비2009 회1 2,000

제 회 서남부 연합회장기 친선 게이트볼대회 개최지원30 회1 5,000

제 회전라남도민의날 제 회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훈련용품구입 경비 지급13 21 회1 10,000

년도 생활체육 일반지도자배치사업 보조 월분2009 (9 ) 회1 6,976

년도 생활체육 노인전담 지도자배치사업 보조 월분2009 (9 ) 회1 1,744

영호남 새마을협의회 한마음 친선체육대회 개최 경비 회1 3,500

대덕고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개장기념 마을대항친선축구대회 개최경비 지급 회1 3,000

우드랜드 사이프러스 누드 사진전 보조 회1 8,000

명품한우 개량사업 보조 차2009 (3 ) 회1 17,775

년 불가사리 구제사업 보조2009 회1 20,000

년도 덕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사무장 운영 보조2009 회1 1,200

소등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무장 운영 지원사업 보조 회1 1,200

년도 수문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사무장 운영 보조2009 회1 1,200

정남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무장 운영 지원사업 보조 월분(8 ) 회1 1,200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보조2009 회1 2,160

농수산물 신상품 개발사업 보조 차(7 ) 회1 2,500

월10 소 계 364,211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보조 월분'08 (9 ) 회1 2,358

청년사업단 다문화가정 아동적응 지원 보조 회3 20,045

재활증진대회 및 장애인부부 합동결혼식에 따른 보조 회1 2,000

다문화 건강가정지원 보조 회1 10,000

월분 평가인증 민간보육시설 교사수당10 회1 60

월분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지급10 회1 82,208

슬로시티 사무장 인건비 지원 보조 월분(9 ) 회1 1,500



단위 천원( : )

월별 집 행 내 역 횟수 금 액 비고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보조 회1 16,000

년도 생활체육 노인전담 지도자배치사업 보조2009 회1 1,744

년도 생활체육 일반지도자배치사업 보조2009 회1 6,976

제 회 전국체육대회 우리군 출신선수 참가경비 지원90 회1 4,000

제 회 전남학생종합체육대회 태권도 개최경비 지원34 회1 3,000

제 회 장흥군축구협회장기 직장및사회단체축구대회 개최 경비35 회1 12,000

장흥 석대들전적지 사적지정 기념 학술대회 보조 회1 30,000

제 회 전라남도새마을부녀회 한마음 체육행사 참가경비9 회1 3,000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지원비 지급2009 회1 10,400

년 수산특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보조2009 회1 5,000

웰빙표고넙치 브랜드개발 표고버섯 추출발효제공급 사업 보조( ) 회1 85,440

메디테인먼트 기업육성컨설팅 보조 차(3 ) 회1 10,000

정남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무장 운영 지원사업 보조 월분(9 ) 회1 1,200

소등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무장 운영 지원사업 보조 월분(9 ) 회1 1,200

년도 수문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사무장 운영 보조 월분2009 (9 ) 회1 1,200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보조 월분2009 (9 ) 회1 2,160

년도 덕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사무장 운영 보조 월분2009 (9 ) 회1 1,200

도농교류 자매결연사업 사고 보조금 지급( ) 회1 4,500

년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2009 회1 47,020

월11 소 계 341,049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보조금 월분'09 (10 ) 회1 2,358

비전청년사업 청소년 약물예방교육상담서비스 보조금 지급" " 회1 2,436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지원사업 사업비 지급(CPR) 회1 4,230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특별수당 지급 회1 3,840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지원사업 사업비 지급 회1 12,493



단위 천원( : )

월별 집 행 내 역 횟수 금 액 비고

여성자원봉사협의회 보조금 지급2009. 회1 2,000

년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월분2009 (10 ) 회1 16,500

청소년배움터지킴이 과학현장 체험교육 운영보조금 지급( ) 회1 4,800

년 분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급2009 4/4 회1 18,540

지역서비스 청년사업단 조손가정 통합사례관리 보조금 지급 회1 7,170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전략을 통한 실2009 (NEW START
버건강관리 서비스 비 지급)

회1 13,308

월분 평가인증 민간보육시설 교사 수당지급11 회1 60

월분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지원11 회1 83,478

보육시설 특별프로그램 운영지원 회1 10,000

년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2009 회1 16,500

장흥군지회 노인지도자 연찬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 지급 회1 5,000

보육시설 보육료 월 소급분 지급 영유아차등보육료지원(7-8 ) ( ) 회1 3,342

월 보육시설 운영비 영유아 차등보육료11 ( ) 회1 932

보육시설 운영비 소급분 지급 보육료( ) 회2 688

자매구군 초청 친선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회1 5,000

느림의 미학을 담는 장흥 슬로시티 걷기여행 운영비 지급 회1 13,300

동학농민혁명 제 주년 기념대회 보조금 지급115 회1 30,000

슬로시티 사무장 인건비 지원 보조금 지급 월분(10 ) 회1 532

제 회 남해안권 시군생활체육 축구대회 참가 경비3 회1 2,500

장흥초중학교 축구부 후원행사 개최 경비 회1 1,000

제 회 장흥군 배구협회장기 배구대회 개최 경비42 회1 10,000

년도 생활체육 일반지도자배치사업 보조금 지급 월분2009 (11 ) 회1 6,976

년도 생활체육 노인전담 지도자배치사업 보조금 지급 월분2009 (11 ) 회1 1,744

년 수산특산품 규격출하 사업 보조금 지급2009 회1 2,200

미역양식 우량종묘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 로프( ) 회1 34,620

김 양식 우량종묘 패각비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 ) 회1 14,880



단위 천원( : )

월별 집 행 내 역 횟수 금 액 비고

년도 덕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사무장 운영 보조 월분2009 (10 ) 회1 1,200

소등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무장 운영 지원사업 보조 월(10 ) 회1 1,200

정남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무장 운영 지원사업 보조 월분(10 ) 회1 1,200

년도 수문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사무장 운영 보조 월분2009 (10 ) 회1 1,200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보조 월분2009 (10 ) 회1 1,777

정남진장흥몰 택배비 지원사업 보조2009 회1 4,045

월12 소 계 600,019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보조 월분(11 ) 회1 2,471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다문화가정 아동적응 지원 보조( ) 회1 20,080

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2009 회1 39,922

년 월분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지원2009 12 회1 457

월분 평가인증 민간보육시설 교사수당 지급12 회1 60

월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지급12 회1 91,683

년도 사회단체보조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장흥지회2009 ( ) 회1 3,000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급 회1 200

노인의료복지시설 김장비 지원사업 보조 회1 780

년 청소년예절교실 운영2009 회1 2,000

슬로시티 사무장 인건비 지원 보조 회1 1,500

장흥군 지역 영화제작 홍보 지원사업 보조 은어 선급금( )( ) 회1 100,000

년 청소년클럽대항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2009 회1 2,000

장흥 석대들 전적지 사적지정 기념 총서 발간 보조 회1 20,000

년도 생활체육 일반지도자배치사업 보조급 월분2009 (12 ) 회1 6,976

년도 생활체육 노인전담 지도자배치사업 보조 월분2009 (12 ) 회1 1,744

장흥군생활체육동호인 친선체육대회 개최경비 회1 3,000

년 지역체육우수선수육성 송년의 밤 행사 개최 경비2009 회1 4,000



단위 천원( : )

월별 집 행 내 역 횟수 금 액 비고

년도 전국바다낚시대회 개최경비2009 회1 24,000

장흥군 배드민턴 동호인 친선체육대회 개최경비 회1 5,000

년 양봉 사육농가 화분지원사업 보조 차'09 (1 ) 회1 25,656

명품한우 개량사업 보조2009 회1 15,341

김 양식 우량종묘 패각비 공급사업 보조( ) 회1 528

미역양식 우량종묘 공급사업 보조 회1 54,980

무산 김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 회2 35,200

년 수산특산품 규격출하 사업 보조2009 회1 1,320

메디테인먼트 기업육성컨설팅 보조 차(4 ) 회1 10,000

신활력사업 생약초 한방가공상품 시제품 제작지원사업 보조 회1 80,000

년도 덕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사무장 운영 보조 월분2009 (11 ) 회1 1,200

년도 수문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사무장 운영 보조 월분2009 (11 ) 회1 1,200

정남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무장 운영 지원사업 보조 월분(11 ) 회1 1,200

소등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무장 운영 지원사업 보조 월분(11 ) 회1 1,200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보조 월분2009 (11 ) 회1 1,080

광주 국제식품산업전 참가 지원사업2009 회1 7,150

년 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사업 보조2009 회1 3,622

농특산물 가공상품 지원사업 보조2009 회1 8,000

장흥쌀 수도권 직거래 시스템 지원사업 보조2009 회1 14,349

신생아건강보험가입비 지급 삼성화재- 회1 1,200

신생아건강보험가입비 지급 회1 120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지급2009 회9 7,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