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첨 2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합 계 18,279 16,351
투자기업 지원 주식회사 덕신 142 142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김** 외 5명 10 10.5

전남인구 희망찾기 프로젝트

(청년점포 챌린지숍 공동쿠폰북 제작 지원사업)
강** 외 5명 5 5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작당모의 2 2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녹색원영농조합법인 13 13

마을기업육성사업 포서마을공동체 20 20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북적북적책마을 외 8개소 54 48.5

4050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 (유)해강로프 외 9명 21.5 21.5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대신산업(주) 외 8개소 56 56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매니저 운영 산들바람작목반영농조합법인 
외 1개소 26 26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사)진도군광광협의회 33 30

청년 온라인 비즈니스 관리자 지원사업 ㈜진도큰집 외 11개소 306.7 306.7

다문화가정우리글이름갖기지원사업 진도군행정동우회 9 2.8

행복나눔봉사활동사업 진도행복나눔봉사협회 10 9.8

진도군새마을회사업 진도군새마을회 18 18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군내면주민자치회 12.5 12.5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행복한섬마을 외 2 63 63

정보화마을 운영비 보조사업 접도웰빙마을 외 2 10.8 10.8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사)한국효도회전남지부진도지회 보조금 효실천운동지원 5.6 3.8

해남·완도·진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사)해남완도진도범죄피해자지원센터 30 29.9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 농협은행(주) 진도군지부 강** 9 9

한부모가족 道자체 자녀양육비 고** 외 2명 1.4 1.4

2021년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 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단 26.4 24

진도군관광협의회 운영지원 진도군관광협의회 171 142

진도의 흥미락Ⅱ, 진도의 사랑방야행 국악앙상블아리락 37.5 37

당산문학 발간 당산문학회 3 3

등록 사립미술관(3개소) 운영 나절로미술관외 2개소 66 66

민속전수관 운영비(9개소)
(사)진도민속문화예술단외

8개소 
45 45

읍·면 게이트볼장 운영비 (군내면 어울림분회) 진도군체육회 1.9 1.9

전라남도지사기 생활체육 야구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 1

진도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등 활동비 진도군체육회 28 28

진도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설 명절 상여금 김**(체육회)외5 명 6 6

진도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1월) 김**(체육회)외6 명 2.1 2.1

진도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2월) 김**(체육회)외7 명 2.5 2.5

진도문학 발간 한국문인협회 진도지부 3 3

 생활체육 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 진도군체육회 16 16

우수선수 육성지원 진도군체육회 30 29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비 진도군체육회 3 3

문화유산 기록화사업 진도문화원 22 22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읍·면 게이트볼장 운영비 진도군체육회 31.9 31.9

전남 장애인생활체육 파크골프 어울림대회 출전 사)지체장애인진도군지회 0.8 0.8

인성교육 사업 재단법인 진도향교재단 4 4

2021 행복전남 문화지소 운영 전남미술발전연구회 50 50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 진도군체육회 117 117

진도군체육회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 진도군체육회 87.7 73

전라남도지사기 배구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5 1.5

진도아리랑 시네마 운영 진도문화원 130 122

진도예술아카데미 운영비 (사)한국예총 진도지회 30 30

체육동호회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진도군체육회 9.6 9.6

미술관 전시작품 해설지원 진도문화원 7.4 7.39

상만리 오층석탑 주변정비사업 구암사 60 60

진도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명절 상여금 진도군체육회 7 7

제16회 전라남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 1

전국 및 전남 축구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5 5

제29회 전라남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0.7 0.7

제19회 백운산 광양시장기 족구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 1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2 2

제7회 나주시장배 생활체육 족구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 1

진도 문화예술인 총람 발간 사업 진도문화원 30 30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 진도문화원 44 44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향토사료 기록화, 문화학교 운영 지급 진도문화원 30 30

진도문화원 운영비 진도문화원 30 30

전통교육기관, 향토사료, 문인작가, 향토사 진도문화원 56 56

진도문화원 진도문화지 발간 진도문화원 20 20

공공미술 프로젝트 하태환한국화연구소 120 120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한국국악협회전라남도지회 9.8 9.8

생생 문화재 진도소포걸군농악보존회 50 50

모범운전자연합회 진도지회 운영비 전남진도모범운전자회 5 5

운수업체 영상녹화장치 구입
진도인택시외 1개소

김**외 21명
42.9 42.5

진도군 녹색어머니회 보조금 허** 3 3

택시 카드결제기 통신료 지원사업비 
(유)중앙택시외 5개소

강**외 44명
4.95 4.95

농어촌버스 운수종사자 피복구입 지원금 옥주여객외 2개소 10 10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금골마루협동조, 길은푸르미체험관,

동녘마루영농조합법인
78.3 78.3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여객) 서진도농협외 3개소 230 230

섬 주민 차량 운임지원 서진도농협외 2개소 241.1 241.1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서진도농협외 2개소 85 85

도선 운영비 지원 모도마을회외 1개소 70 70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지원 서진도농협외 2개소 28.5 28.5

일반여객항로 결손금 지원 서진도농협외 1개소 554.5 554.5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지원 접도어촌체험마을외 1개소 37.4 37.4

TV홈쇼핑 등 지원 서진도농협 10 10

TV홈쇼핑 등 지원사업 (사)진도군전복협회 외 1 18 18

김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유)선일식품 외 1 17 17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마른김 협회 포장재 지원사업 진도마른김협회 150 150

군수품질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농업회사법인 잠(유) 외 9 5 5

수출 전용 포장재 지원사업 동해영농조합법인 외 4 60 60

원예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농협중앙회 진도군지부 60 60

지리적표시제 사후관리 사업 진도울금생산자단체협의회 30 30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 ㈜남포물산 외 109 183 183

GAP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사업 고** 외 6 3.9 3.9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김** 외 3 11.5 11.5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 가가호직거래영어조합 외 4 2.3 2.3

도지사품질인증제품 포장디자인 제작 지원사업 대대로영농조합법인 외 1 10 10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용** 외 10 11.3 11.3

온라인 판매확대 지원사업 ㈜리얼커머스 9.6 9.6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 ㈜진도군친환경 외 5 23.9 23.9

진도아리랑 농수산물 택배비 지원 박** 외 75 22 22

`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박** 외 29명 27.7 27.7

청년점포 챌린지숍 지원사업(임차료) 강** 외 6 16.8 16.8

청년점포 챌린지숍 지원사업(임대료) 강**외 6 24.6 24.6

쌀 전업농 한국농업신문 보급지원 ㈜한국농업신문사 17.8 17.8

개량물꼬 지원 농협중앙회 진도군지부장 40.7 40.7

전업농신문 지원사업 ㈜전업농신문사 4.7 4.7

라이스랩 운영지원 사업 김** 70 70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김** 외 6명 3 3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특용작물(녹차, 버섯 등)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김** 외 1명 17.7 17.7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삼계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19 19

원예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강** 외 37명 78.5 78.5

2019년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서진도농협 13 13

구기자 수정벌 지원 강** 외 8명 1 1

대파 품질향상을 위한 기계 정식용 포트 지원사업 강** 외 39명 34.5 34.5

소득특화작목 육성 지원사업 강** 외 150명 84 84

지초 재배 특화품목 육성 재배 시범사업 곽** 5 5

채소가격안정제 물류비 지원 농협중앙회 진도군지부 203 203

카무트(호라산 밀) 시범재배 지원 사업 김** 외 9명 7 7

한파피해 농작물 영양제 지원사업 강** 외 88명 15 15

전통주 국내외 판촉 및 수출지원 대대로영농조합법인 6 6

전통주 홍보물 제작지원 대대로영농조합법인외 4개소 10 10

검정쌀 건강기능성 원재료개발 지원사업 농어농업회사법인 잠(유) 60 60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 꾸러미 지원사업 국제지역아동센터외 9개소 14 14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 주헌유기농외 1개소 1.6 1.6

농촌공동체우수사업 지원사업 진도시골김치 37.5 37.5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강** 외 49명 70.9 70.9

농정신문 구독료 지원 (주)한국농정신문 12 12

여성농업인 신문보급 주식회사 농업인신문 7.7 7.7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의신사천마을, 길은푸르미 14 14

농촌인력 지원센터 지원사업 서진도농협 80 80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진도군지부, 진도농협 의신지점, 

선진농협, 서진도농협
545 545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진도읍 410민박 외 75개소 16 6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농협진도군지부 1,611.5 1,611.5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농협진도군지부 355 355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 강** 외 201명 285 285

친환경 생분해 멀칭필름 지원 강** 외 103명 78.5 78.5

벼 포트 육묘상자 지원 한** 외 44명 63.5 63.5

새끼 우렁이 공급지원 송학농수산 영농조합 법인 외 1개소 192.7 192.7

월동우렁이 방제 지원사업 홍** 외 83명 8.9 8.9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권** 3 3

한국농업경제학회 연례 학술대회 한국농업경제학회 20 20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사업 김** 외 14명 158.4 158.4

꽃게통발 로프 지원사업 진도꽃게통발협회 60 60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조** 146.8 146.8

어선항해장비 지원 정** 외 31명 60 22.9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진도군수협 110 110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진도군수협 141 124.3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진도군수협 25 17.4

잡는 어업 어망 구입비 지원사업 김** 외 3명 4.7 4.7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김** 외 21명 220 198

낭장망어업 로프 지원사업 사)한국낭장망협회
진도군지회 73.5 73.5

낙지통발 어업 육성 지원 사업 진도군낙지통발협회 50 50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낭장망 어업 닻 지원 사업 사)한국낭장망협회
진도군지회 80 80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 공급 어류양식협회 외 2명 67.8 67.8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나*영어조합법인
외 36명 186.6 63.9

김 육해상 채묘 지원 사)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진도군지회 250 250

물김 폐기비용 지원사업 사)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진도군지회 47 47

친환경 부표 보급지원 청룡어촌계 외 63명 2,236.5 2,208.3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김** 외 10명 1,232 추진중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인버터) 김** 외 3명 94.3 추진중

친환경 전복산업 육성 진도군전복협회 220 220

톳 양식장 로프 지원사업 진도군톳생산자협회 50 50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도우미 지원사업 도목자율관리공동체
외 2명 48.6 48.6

수산물 ASC 인증 비용 지원 진도전복영어조합법인 50 0

육상 어류양식장 경쟁력 강화사업 진도군어류양식협회 100 100

유망양식품종 종자공급사업 문** 외 7명 26.4 26.4

수산양식 및 어민현장 지도사업 사)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진도군지회 50 0

전복 먹이 종자 공급 사업 산*어촌계 외 27명 99.5 99.5

해삼 양식용 세척기 지원사업 사)한국해삼협회
진도군지회 5 5

굴 양식 로프 지원 사업 금*어촌계 외 7명 27 27

전복 우량 종자 지원 사업 김** 외 65명 1,305 1,305

재해예방형 가두리 지원사업 김** 외 13명 184 184

천일염 포장재 지원 정** 3 3

불가사리 구제사업 낙지통발자율관리공동체 8.9 8.9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유소년 승마단 지원 진도승마클럽 40 40

꿀벌산업 육성 지원사업 박** 외 81명 38 38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사업 박** 외 2명 9.6 9.6

FTA 관련 축산농가 지원 정** 외 112명 86 86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 ㈜진피그팜 외 18명 37.4 37.4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진피그팜 외 1명 11 11

가축분뇨처리지원(축산악취개선) 김** 외 9명 5.8 5.8

돼지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 ㈜진피그팜 외 3명 12 12

돼지 질병관리 강화 김** 외 1명 16 16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그린진도21협의회장 6 0

산림소득사업 박** 외 36명 87 87

전문임업인 임업신문보급사업 ㈜한국임업신문 외 1 6 6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이** 외 1 5 5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관리 진도군노인전문요양병원 156 156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 진도한국병원 298.9 298.9

민간병원 운영관리 사업 남우의료재단 진도전남병원외 1개소 520.8 520.8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진도군노인전문요양병원 90 67.5

소규모 치유농장 조성 모델화 시범 장** 7 7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채** 45 40.5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 사업 이** 18 18

강소농 지원 모델화 사업 월일회(자율모임체) 5 5

관상산림식물 보존 전시회 사업 진도난우회 8 8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농촌지도자진도군연합회 활성화 지원사업 농촌지도자진도군연합회 2 2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사업 허** 3.12 3.12

4-H 중앙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 진도군 4-H연합회 10 10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21.4 221.4

품목별 생산자 조직 경영마케팅 협력시스

템 구축 사업
성원영농조합법인 10 10

`21 농촌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사업 상보전리마을회 20 20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발 생활화 금성마을회 30 30

도시민 농촌 체험농장 조성사업 길은푸리미체험관 영농조합법인 10 10

귀농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 박** 외 2명 3 3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길은푸리미체험관 영농조합법인 54.7 54.7

진도군귀농귀촌연합회 운영비 사단법인 진도군 귀농귀촌 연합회 5 4.46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김** 외 1명 25 25

귀농인 이사비 지원사업 박** 외 6명 7 7

귀농인 영농자재 지원사업 강** 외 19명 58.9 58.9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김** 외 3명 37.4 37.4

고품질 쌀 생산 실증시범 김** 외 9명 14 14

흑미 우량 품종 실증시범 김** 외 13명 28 28

진도 명품 브랜드쌀 재배단지 조성 선진농협미곡처리장 182 182

드론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 하루에 세끼 영농조합법인
외 1개 법인 20 20

잡곡류 생산비 절감 기계화 시범 김** 18.9 18.9

콩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 시범 정** 17.9 17.9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 김** 외 2명 53.8 53.8



민간행사보조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신품종 마늘 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 김** 외 5명 34.9 34.9

휴경지 및 명승지 경관조성 시범 지산 관마마을회외 1개마을 20 20

행사명
행사
시기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합 계 708 703

진도군 재향군인회 사업 `21. 진도군재향군인회 6.8 2.7

`21년 전라남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 `21.7.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장

0.74 0.74

노인의 날 기념식 `21.10 사)대한노인회진도군지회 20 20

여성리더십 교육 `21.11. 진도군여성단체협의회 10 10

지역사회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상담 보호활동 `21.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진도지구협의회
2 2

`21 관광진도 사진공모전 보조금 2̀1. 11.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진도지부 35 35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21. 남도잡가보존회외 5개소 21.5 21.5

일요상설공연 지원 `21. (사)진도민속문화예술단 20 20

진도문화예술제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초청공연 운영보조금 지원

`21. 김** 8 8

진도인 미술작품 특별전시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21. 한국미술협회진도지부 50 50

굴포마을 당제 및 고산 윤선도 선생 추모제 `21. 윤** 1.5 1.5

관내 등록 사립미술관 '미술관에서 길을 
묻다' 전 기획전 개최

`21. 박** 10 10

`21년 단군 성조 봉행식 개최 `21. 양** 2 2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 홍보비 `21. 진도군체육회 15 15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 지원 `21. 진도군체육회 100 100

석전대제 봉행식 개최 `21. 진도향교재단 6 6



행사명
행사
시기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스포츠 주말리그 운영 `21. 진도군체육회 2 2

제21회 진도예술인의 날 행사 운영 `21. 사단법인 한국예총 진도지부 4.5 4.5

제8회 대한민국 청소년 국악제 운영 `21. 사단법인 한국예총 진도지부 35 35

3개 시도 아리랑 합동공연 `21. 전남일보 80 80

사진작가협회 진도지부 영호남 교류전 `21.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진도지부 1.5 1.5

제16회 대한민국소치미술대전 개최 `21. 한국미술협회 진도지부 70 70

제20회 찾아가는 시화전 `21. 한국문인협회 진도지부 2 2

제21회 진도군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대회 개최 `21. 진도군체육회 5 5

제23회 대한민국 남도민요경창대회 및 

제14회 대한민국고수대회
`21. 한국국악협회 진도지부 132 132

제24회 전국전통무용경연대회 `21. 사)진도한춤보존회 3 3

제42회 전라남도 국악제 참가 지원 `21. 한국국악협회 진도지부 7 7

제4회 진도군수배 파크골프대회 개최 `21. 진도군체육회 7 7

제7회 전국 한시 지상백일장 대회 `21. 진도문화원 25 25

진도문화예술제 전국사진촬영대회 `21. (사)한국사진작가협회 15 15

진도출신 문화예술인의 재조명 `21. 진도학회 10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