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64,314   6,373,987  

○농촌현장포럼지원(신규지구) 유림면 손곡마을, 지곡면 두동마을, 서하면 은행마을 21,000           21,000         

○소상공인 채용 장려금 ㈜링크로드 외 11개소 11,200           11,200         

○중소기업 채용 장려금 ㈜인산가 외 11개소 89,345           89,345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에덴영농조합법인,도리촌영농조합법인 159,585          159,585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에덴영농조합법인, 도리촌영농조합법인 20,400           20,400         

○지식재산 창출 지원 특허청 매칭사업 진주상공회의소(진주지식재산센터) 50,000           50,000         

○전통시장 화장실 유지관리 마천시장상인회, 서상시장상인회 1,200 1,200 

○전통시장 화장실 관리 운영(지리산함양시장) 지리산함양시장상인회 2,400 2,400 

○특화 전통시장 육성지원 사업 지리산함양시장상인회 20,000 20,000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이석민피자 외 26개소 39,273           39,273         

○화재공제사업 지원 홍*임 외 36명 2,114 2,114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사업 숙이분식 장*남 2,400 2,400 

○공예품 개발 장려비 도담스토리공방 이*희 2,400 2,400 

○이장단 화합한마당 함양군이장단 협의회(박*서) 25,000           25,000         

○모범이통장 및 읍면동 회장 연수(11명) 함양군이장단 협의회(박*서) 24,103           24,100         

○평화 안보시찰 유적지 체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23,000           23,000         

○민간우호교류단 운영 농협중앙회함양군지부(노*창) 9,950             9,950           

○법사랑함양지구협의회사업비 지원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정*상) 30,000           30,000         

○재향경우회 함양군지회 지원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함양군지회(최*희) 3,000             3,000           

○자유총연맹 나라사랑 실천운동 지원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회(박*웅) 5,000             5,000           

○새마을문고 활성화사업 새마을문고 함양군지부(맹*철) 10,000           10,000         

○생명살림 맑고 푸른함양가꾸기 새마을운동 함양군지회(박*옥) 2,800             2,800           

○새마을협의회 해외협력사업 새마을운동 함양군지회(박*옥) 10,000           10,000         

○정보화마을활성화 사업비 음정토봉정보화마을 9,500             9,500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운영비 함양지역자활센터 2,000             2,000           

○2019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남지역대회 개최 함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21,716 21,716 

○노인의 날 행사(도) 참석 대한노인회함양군지회 1,736             1,736           

○도 실버체육대회 참석 대한노인회함양군지회 5,627             5,627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함양군여성단체협의회 3,000             3,000           

○지리산문학지 발간 지리산문학회 3,000             3,000           

○어르신 전통미술교실 운영 함양군사군자사랑회 5,660             5,660           

○문화학교 운영 함양문화원 50,000           50,000         

○함양문화 발간 함양문화원 15,000           15,000         

○함양산성 책자 발간 함양문화원 20,000           20,000         

○무료 강습교실 운영 함양예총 7,200             7,200           

○함양예총 소식지 발간 함양예총 1,500             1,500           

○함양문학 발간 함양문화원 3,500             3,500           

○읍면 농악대 지원 11개읍면 33,000           33,000         

○민속예술 보존회 활성화 등 민속보존협회 10,000           10,000         

○나고자란 우리함양 책자 발간 함양문화원 20,000           20,000         

○생생문화재사업 함양문화원 92,500           92,500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남계서원 42,000           42,000         

○문화원 문화행사,향토사료조사  함양문화원 15,500           15,500         

○향교 운영관리(충효교실 운영), 향교전통 문화계승사업  함양향교, 안의향교 44,000           44,000         

○함양유교대학 운영  함양유도협회 15,000           15,000         

○무형문화재 전승자 교육 및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송순주, 방짜유기) 송순주 방짜유기 24,800           24,800         

○농산어촌 유청소년 선진축구 체험사업 지원 함양군체육회 25,000           25,000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함양군체육회 109,152          109,152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함양군체육회 191,016          191,016        

○생활체육교실 운영(12교실) 함양군체육회 12,096           12,096         

○생활체육대회 육성,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 함양군체육회 9,652             9,652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함양군체육회 9,792             9,792           

○학교체육 및 우수선수 선발육성 함양군체육회 28,000           22,100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함양스포츠클럽 19,981           19,981         

○경남도민체육대회 출전선수 육성지원 함양군체육회 100,000          95,733         

○노인 바둑교실 운영 함양군체육회 10,000           10,000         

○방과후 바둑교실 운영 함양군체육회 15,000           15,000         

○여성 바둑교실 운영 함양군체육회 10,000           10,000         

○지방체육회 선거 운영 지원 함양군체육회 3,600             3,600           

2019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민간경상보조)

(단위 : 천원)

총  계

보조사업자 보조금집행액 최종정산액보조사업명



○고등학생 기숙프로그램 지원 함양고, 안의고,안의중 160,120          109,520        

○고등학생 학력증진 프로그램 지원 함양고, 함양제일고, 안의고, 서상고 179,085          160,365        

○원거리 고등학생 지원 안의고 35,000           35,000         

○군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함양군 의용소방대연합회 15,000           15,000         

○지역자율방재단 기타운영비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7,300             7,300           

○택시업계 운전자 피복구입 지원 세일택시 외 3 22,200 16,650 

○대중교통소외지역(브라보행복택시운영) 함양콜택시 외 3 27,500 19,989 

○택시업계 운전자 피복구입 지원 개인택시 함양군지부 외 3개업체 27,500 26,640 

○버스업계 운전자 피복구입 지원 ㈜함양지리산고속 18,750 18,750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 세일택시 외 11 205,060 153,144 

○교통봉사활동단체 지원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함양지회 5,000 5,000 

○안의시외버스터미널 운영비 지원 안의시외버스터미널 24,000 24,000 

○서상버스터미널 운영비 지원 서상버스터미널 21,600 21,600 

○임업후계자협회 등 사회단체 지원 임업후계자협회 1,400             1,400           

○자연보호협의회 단체지원 사)자연보호중앙연맹 함양군협의회               5,200 5,200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인건비지원 함양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10,943 10,943

○산삼항노화제품 수출시장개척 함양6차산업사업단 13,831 13,831

○산양삼 가공제품 개발 HY JIN, 지리산산삼수 79,369.5 49,369.5

○산양삼제품 포장재 개발 HY JIN, 지리산산삼수, 함양산삼팜 41,939.5 26,939.5

○산삼활력화 지원사업 함양군농촌마을관광협동조합 외3 65,500 65,500

○축산활동 활성화 지원(한마음행사)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 10,000           10,000         

○말산업(승마) 육성 지원사업 함양승마클럽 72,000           72,000         

○한우지예 고급육생산 장려금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 2,800             2,800           

○가금 생산성 향상 및 AI차단 지원사업(위생난좌) 김*수 3,760             3,760           

○축사시설 전기 안전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 1,058             1,058           

○학생승마활성화지원 함양승마클럽외 1 9,318             9,318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노*한 외 17명 108,000          108,000        

○구제역(전업농) 예방접종 노*현 외 75명 211,716          211,716        

○공동방제단 재료구입 함양산청축협장 84,896           84,896         

○공동방제단 운영비 함양산청축협장 98,324           98,324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정*웅, 윤*영 12,000           12,000         

○사육단계 HACCP컨설팅 지원 서*은 외 4명 30,800           30,800         

○축산관계차량 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김*환 외 269명 15,969           15,969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조*제 외 3명 24,000           24,000         

○안전관리인증 농가 및 영업장 지원 손*우 3,000             3,000           

○축산물영업장 위생시설 개선 김*덕 외 3명 24,000           24,000         

○농촌희망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계*은 외 26명 29,474           29,474         

○귀농하기 좋은마을 주민화합 행사지원 추상마을외10개소 8,800             8,800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지원 김*성외 29명 87,600           87,600         

○귀농인 영농비 지원사업 곽*자 외 13명 9,893             9,893           

○경남 공익형직불제 대병마을 외 27개소 80,999           80,999         

○쌀전업농 정보신문 구독료 지급 쌀전업농함양군연합회 5,040             5,040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지원 척지들 외 10개소 87,750           87,750         

○사과마이스터 대학 운영지원 이* 외 11명 6,000             6,000           

○아로니아 과원정비사업 공*자 외 8명 1,336             1,336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사업 공*자 외 8명 5,572             5,572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 박*식 외 16명 17,828           17,828         

○채소류안정생산지원사업(양파)

○2019년산 중만생종 양파 사전적 면적조절 사업

○2019년산 중만생종 포전거래(야적)양파 추가 수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 경상대학교 외 1개소 8,000             8,000           

○학교4-H과제활동 함양제일고등학교, 서상고등학교 2,000             2,000           

○영농정착자금 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43,774          143,774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경남도청서부청사출장소장 72,000           72,000         

○3대작목 특판행사지원 함양곶감영농조합법인(박*기) 40,000           40,000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고랭지사과작목반 외 138,700          138,700        

○해외마케팅 지원[특판행사 개최(미주, 유럽, 아시아 등),해외미디어홍보] 농협경제지주㈜ 함양군연합사업단 164,396          164,396        

○페이스샵 운영홍보 함양농식품수출진흥협회(김*교) 59,997           59,997         

해외신시장개척 마케팅비 지원사업 농협경제지주㈜ 함양군연합사업단 25,000           25,000         

○공동선별.출하 생산조직 육성사업,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농협경제지주㈜ 함양군연합사업단 51,100           51,100         

○경남 수출농업단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함양지리산수출농업단지(김*진) 15,530           15,530         

○공공비축미 포대 지원(40kg, 800kg) 농협중앙회함양군지부 30,000           30,000         

○작목별 농작업 안전관리 컨설팅 안의농협사과작목반(이*준)              10,000 10,000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활동 지원사업 하대평마을(황*환)               5,210 5,210           

      1,200,005        1,200,005농협경제지주 경남지역본부



○향토음식 육성사업 상림외식업협의회(김*애)               3,675 3,675           

○농업농촌체험과 연계한 바른식생활 교육 마천초등학교외 5개소 9,500             9,500           

○농산물가공 포장재 개발사업 미덤푸드(윤*숙) 10,000           10,000         

○전통생강차 기능 및 포장 개선사업 그농부(김*균) 20,000           20,000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안심마을, 개평마을, 송전마을 53,550           53,550         

○농촌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 (사)경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3,600             3,600           

○농촌재능나눔활동 지원 한국플라워아트협회(백*현) 5,000             5,000           

○농촌체험휴양마을 인적역량강화 지원 (사)경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960                960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비 지원 (사)경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2,526             2,526           

○전문가 컨설팅 및 주민역량강화 워크숍 한남마을(안*구) 60,000           60,000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 지리산산골흑돼지 외 2개소 24,000           24,000         

○농번기 마을급식 지원사업 시목마을 외 14개소 28,000           28,000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송평마을 외 17개소 34,000           34,000         

○간병인 인건비 지원 함양성심병원 281,574          281,574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회보장정보원 400                400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금호마을, 성애마을 69,888           69,888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함양성심병원 255,000          255,000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함양성심병원 165,000          16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