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보조금 집행 현황

조직 - 분야 - 부문 부 처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단 위

목 사업명
세 부

(단위:원)( 이월(명시) ) 일반회계

합 계

계 3,147,381,320 계 3,147,381,320 계 2,825,674,620 계 계 321,706,700

국비 2,081,297,160 국비 2,081,297,160 국비 1,905,296,130 국비 국비 176,001,030

시도비 456,410,800 시도비 456,410,800 시도비 391,818,900 시도비 시도비 64,591,900

시군구비 609,673,360 시군구비 609,673,360 시군구비 528,559,590 시군구비 시군구비 81,113,770

소 계

계 147,600,000 계 147,600,000 계 146,180,350 계 계 1,419,650

국비 73,800,000 국비 73,800,000 국비 73,090,170 국비 국비 709,830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73,800,000 시군구비 73,800,000 시군구비 73,090,180 시군구비 시군구비 709,820

관광과-문화및관광-관광

문화체육관광부
계 147,600,000 계 147,600,000 계 146,180,350 계 계 1,419,650

국비 73,800,000 국비 73,800,000 국비 73,090,170 국비 국비 709,830

문화관광해설사육성(지자체,

사회서비스)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73,800,000 시군구비 73,800,000 시군구비 73,090,180 시군구비 시군구비 709,820

관광홍보 401-01
계 147,600,000 계 147,600,000 계 146,180,350 계 계 1,419,650

국비 73,800,000 국비 73,800,000 국비 73,090,170 국비 국비 709,830

관광안내소 운영 시설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73,800,000 시군구비 73,800,000 시군구비 73,090,180 시군구비 시군구비 709,820

소 계

계 2,172,876,000 계 2,172,876,000 계 1,861,377,000 계 계 311,499,000

국비 1,610,567,000 국비 1,610,567,000 국비 1,435,275,800 국비 국비 175,291,200

시도비 407,405,800 시도비 407,405,800 시도비 342,813,900 시도비 시도비 64,591,900

시군구비 154,903,200 시군구비 154,903,200 시군구비 83,287,300 시군구비 시군구비 71,615,900

어업진흥과-농림해양수산-해양수산ㆍ어촌

농림수산식품부
계 42,270,000 계 42,270,000 계 42,270,000 계 계

국비 10,567,000 국비 10,567,000 국비 10,567,000 국비 국비

친환경 어구보급
시도비 9,509,000 시도비 9,509,000 시도비 9,509,000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22,194,000 시군구비 22,194,000 시군구비 22,194,000 시군구비 시군구비

양식기반조성 402-01
계 42,270,000 계 42,270,000 계 42,270,000 계 계

국비 10,567,000 국비 10,567,000 국비 10,567,000 국비 국비

굴패각처리비지원 민간자본보조
시도비 9,509,000 시도비 9,509,000 시도비 9,509,000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22,194,000 시군구비 22,194,000 시군구비 22,194,000 시군구비 시군구비

어업진흥과-농림해양수산-해양수산ㆍ어촌

농림수산식품부
계 1,875,000,000 계 1,875,000,000 계 1,780,886,000 계 계 94,114,000

국비 1,500,000,000 국비 1,500,000,000 국비 1,424,708,800 국비 국비 75,291,200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시도비 331,250,000 시도비 331,250,000 시도비 321,838,600 시도비 시도비 9,411,400

시군구비 43,750,000 시군구비 43,750,000 시군구비 34,338,600 시군구비 시군구비 9,411,400

연안어업자생력확보 201-01
계 29,650,000 계 29,650,000 계 16,865,000 계 계 12,785,000

국비 22,400,000 국비 22,400,000 국비 11,904,380 국비 국비 10,495,620

연근해어업구조조정 사무관리비
시도비 4,450,000 시도비 4,450,000 시도비 2,529,750 시도비 시도비 1,920,250

시군구비 2,800,000 시군구비 2,800,000 시군구비 2,430,870 시군구비 시군구비 369,130

연안어업자생력확보 402-01
계 1,845,350,000 계 1,845,350,000 계 1,764,021,000 계 계 81,329,000

국비 1,477,600,000 국비 1,477,600,000 국비 1,412,804,420 국비 국비 64,795,580

연근해어업구조조정 민간자본보조
시도비 326,800,000 시도비 326,800,000 시도비 319,308,850 시도비 시도비 7,491,150

시군구비 40,950,000 시군구비 40,950,000 시군구비 31,907,730 시군구비 시군구비 9,042,270

어업진흥과-농림해양수산-해양수산ㆍ어촌

농림수산식품부
계 200,000,000 계 200,000,000 계 계 계 200,000,000

국비 100,000,000 국비 100,000,000 국비 국비 국비 100,000,000

적조피해 발생직전 양식어류

방류(지자체)

시도비 50,000,000 시도비 50,000,000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50,000,000

시군구비 50,000,000 시군구비 50,000,000 시군구비 시군구비 시군구비 50,000,000



조직 - 분야 - 부문 부 처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단 위

목 사업명
세 부

(단위:원)( 이월(명시) ) 일반회계

수산자원회복 402-01
계 200,000,000 계 200,000,000 계 계 계 200,000,000

국비 100,000,000 국비 100,000,000 국비 국비 국비 100,000,000

적조피해발생직전양식어류방류지원 민간자본보조
시도비 50,000,000 시도비 50,000,000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50,000,000

시군구비 50,000,000 시군구비 50,000,000 시군구비 시군구비 시군구비 50,000,000

어업진흥과-농림해양수산-해양수산ㆍ어촌

경상남도
계 22,156,000 계 22,156,000 계 22,156,000 계 계

국비 국비 국비 국비 국비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자

체)
시도비 6,646,800 시도비 6,646,800 시도비 6,646,800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15,509,200 시군구비 15,509,200 시군구비 15,509,200 시군구비 시군구비

수산자원회복 401-01
계 22,156,000 계 22,156,000 계 22,156,000 계 계

국비 국비 국비 국비 국비

맞춤형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시설비
시도비 6,646,800 시도비 6,646,800 시도비 6,646,800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15,509,200 시군구비 15,509,200 시군구비 15,509,200 시군구비 시군구비

어업진흥과-농림해양수산-해양수산ㆍ어촌

경상남도
계 33,450,000 계 33,450,000 계 16,065,000 계 계 17,385,000

국비 국비 국비 국비 국비

지정해역 소각식 화장실 유지

보수

시도비 10,000,000 시도비 10,000,000 시도비 4,819,500 시도비 시도비 5,180,500

시군구비 23,450,000 시군구비 23,450,000 시군구비 11,245,500 시군구비 시군구비 12,204,500

양식기반조성 201-01
계 33,450,000 계 33,450,000 계 16,065,000 계 계 17,385,000

국비 국비 국비 국비 국비

지정해역위생관리 사무관리비
시도비 10,000,000 시도비 10,000,000 시도비 4,819,500 시도비 시도비 5,180,500

시군구비 23,450,000 시군구비 23,450,000 시군구비 11,245,500 시군구비 시군구비 12,204,500

소 계

계 491,980,320 계 491,980,320 계 491,980,320 계 계

국비 230,990,160 국비 230,990,160 국비 230,990,160 국비 국비

시도비 9,000,000 시도비 9,000,000 시도비 9,000,000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251,990,160 시군구비 251,990,160 시군구비 251,990,160 시군구비 시군구비

건설방재과-국토및지역개발-수자원

소방방재청
계 461,980,320 계 461,980,320 계 461,980,320 계 계

국비 230,990,160 국비 230,990,160 국비 230,990,160 국비 국비

소하천정비(보조)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230,990,160 시군구비 230,990,160 시군구비 230,990,160 시군구비 시군구비

소하천 401-01
계 461,980,320 계 461,980,320 계 461,980,320 계 계

국비 230,990,160 국비 230,990,160 국비 230,990,160 국비 국비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230,990,160 시군구비 230,990,160 시군구비 230,990,160 시군구비 시군구비

건설방재과-공공질서및안전-재난방재ㆍ민방위

경상남도
계 30,000,000 계 30,000,000 계 30,000,000 계 계

국비 국비 국비 국비 국비

화생방 장비물자 보급
시도비 9,000,000 시도비 9,000,000 시도비 9,000,000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21,000,000 시군구비 21,000,000 시군구비 21,000,000 시군구비 시군구비

민방위 운영 405-01
계 30,000,000 계 30,000,000 계 30,000,000 계 계

국비 국비 국비 국비 국비

방독면 보급 자산및물품취득비
시도비 9,000,000 시도비 9,000,000 시도비 9,000,000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21,000,000 시군구비 21,000,000 시군구비 21,000,000 시군구비 시군구비

소 계

계 270,125,000 계 270,125,000 계 261,336,950 계 계 8,788,050

국비 114,100,000 국비 114,100,000 국비 114,100,000 국비 국비

시도비 33,525,000 시도비 33,525,000 시도비 33,525,000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122,500,000 시군구비 122,500,000 시군구비 113,711,950 시군구비 시군구비 8,788,050

보건과-보건-보건의료

보건복지부
계 242,625,000 계 242,625,000 계 241,786,950 계 계 838,050

국비 114,100,000 국비 114,100,000 국비 114,100,000 국비 국비

농어촌보건 등 이전신축(농특)
시도비 28,525,000 시도비 28,525,000 시도비 28,525,000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100,000,000 시군구비 100,000,000 시군구비 99,161,950 시군구비 시군구비 838,050



조직 - 분야 - 부문 부 처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단 위

목 사업명
세 부

(단위:원)( 이월(명시) ) 일반회계

지역보건강화 401-01
계 242,625,000 계 242,625,000 계 241,786,950 계 계 838,050

국비 114,100,000 국비 114,100,000 국비 114,100,000 국비 국비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시설비
시도비 28,525,000 시도비 28,525,000 시도비 28,525,000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100,000,000 시군구비 100,000,000 시군구비 99,161,950 시군구비 시군구비 838,050

보건과-보건-보건의료

경상남도
계 27,500,000 계 27,500,000 계 19,550,000 계 계 7,950,000

국비 국비 국비 국비 국비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
시도비 5,000,000 시도비 5,000,000 시도비 5,000,000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22,500,000 시군구비 22,500,000 시군구비 14,550,000 시군구비 시군구비 7,950,000

지역보건강화 401-01
계 27,500,000 계 27,500,000 계 19,550,000 계 계 7,950,000

국비 국비 국비 국비 국비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사업 시설비
시도비 5,000,000 시도비 5,000,000 시도비 5,000,000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22,500,000 시군구비 22,500,000 시군구비 14,550,000 시군구비 시군구비 7,950,000

소 계

계 64,800,000 계 64,800,000 계 64,800,000 계 계

국비 51,840,000 국비 51,840,000 국비 51,840,000 국비 국비

시도비 6,480,000 시도비 6,480,000 시도비 6,480,000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6,480,000 시군구비 6,480,000 시군구비 6,480,000 시군구비 시군구비

농정과-농림해양수산-농업ㆍ농촌

농림수산식품부
계 4,800,000 계 4,800,000 계 4,800,000 계 계

국비 3,840,000 국비 3,840,000 국비 3,840,000 국비 국비

농어업경영컨설팅(지자체)
시도비 480,000 시도비 480,000 시도비 480,000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480,000 시군구비 480,000 시군구비 480,000 시군구비 시군구비

농업인력육성 307-02
계 4,800,000 계 4,800,000 계 4,800,000 계 계

국비 3,840,000 국비 3,840,000 국비 3,840,000 국비 국비

농업경영컨설팅 민간경상보조
시도비 480,000 시도비 480,000 시도비 480,000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480,000 시군구비 480,000 시군구비 480,000 시군구비 시군구비

농정과-농림해양수산-농업ㆍ농촌

농림수산식품부
계 60,000,000 계 60,000,000 계 60,000,000 계 계

국비 48,000,000 국비 48,000,000 국비 48,000,000 국비 국비

한발대비용수개발
시도비 6,000,000 시도비 6,000,000 시도비 6,000,000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6,000,000 시군구비 6,000,000 시군구비 6,000,000 시군구비 시군구비

농업기반확충 401-01
계 60,000,000 계 60,000,000 계 60,000,000 계 계

국비 48,000,000 국비 48,000,000 국비 48,000,000 국비 국비

한발대비용수개발 시설비
시도비 6,000,000 시도비 6,000,000 시도비 6,000,000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6,000,000 시군구비 6,000,000 시군구비 6,000,000 시군구비 시군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