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민간경상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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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8,364,309,680 18,276,962,780

2019년 청소년선도육성지원 운영보조금 교부결

정 및 교부
BBS연맹의성군지회 5,000,000 5,000,000

2019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교부결

정 및 교부

의성군위청송범죄피해자

지원센터
18,000,000 18,000,000

2019년 청소년선도육성지원 운영보조금 교부결

정 및 교부

법사랑위원의성지역연합

회
20,000,000 20,000,00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결

정 및 교부

(주)제월아트체험센터외

2
95,877,850 95,877,850

2019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군비) 보조금 교부결

정 및 교부

의성군마을평생교육지도

자협의회
190,500,000 190,500,000

2019년 1분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의성군체육회 6,822,000 6,822,000

2019년 1분기 일반생활체육지도자운영 사업 보조

금
의성군체육회 32,010,000 32,010,000

2019년도 1분기 어르신전담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사업 보조금
의성군체육회 25,608,000 25,608,000

2019년 생활체육지도자교통비 보조금 교부결정 의성군체육회 2,700,000 2,700,000

3.1절 기념 연합예배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안평면기독교연합회 3,000,000 3,000,000

2019년 공동방제단운영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

정
의성축산농협 207,224,000 207,224,000

2019년 향군읍면회장 안보교육 보조금 교부 의성군재향군인회 7,000,000 7,000,000

6.25참전유공자 안보교육 및 순국선열유적지환경

정비활동 보조금 교부

6.25참전유공자회의성군

지회
10,000,000 10,000,000

2019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도비) 보조금 교부결

정 및 교부

의성군마을평생교육지도

자협의회(도비)
12,000,000 12,000,000

2019년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의성토종마늘마을외 3 28,000,000 28,000,000

2019년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추진 운영 지원 보

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바르게살기운동의성군협

의회
10,000,000 10,000,000

2019년 민주의식 함양 및 안보의식 고양 사업지

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한국자유총연맹의성군지

회
20,000,000 20,000,000

2019년 자원봉사활동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

부

(사)의성군종합자원봉사

센터
12,240,000 12,240,000

2019년 상반기 집수리전문봉사단활동지원 보조

금 교부결정 및 교부

(사)의성군종합자원봉사

센터
25,000,000 25,000,000

2019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보

조금 교부결졍 및 교부
의성토종마늘마을외 3 71,888,610 71,888,610

의성사촌문화공간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의성사촌문화공간 58,770,000 58,770,000

2019년 경북북부권 문화정보교류사업 보조금 교

부결정 및 교부(1차)

(사)경북북부권문화정보

센터
20,000,000 20,000,000

지방보조금 집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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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연보호운동육성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자연보호의성군협의회 15,000,000 15,000,000

2019년 안계여성자율방범대봉사활동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안계여성자율방범대 3,000,000 3,000,000

2019년 의성읍여성자율방범대봉사활동사업 보조

금 교부결정 및 교부
의성읍여성자율방범대 3,000,000 3,000,000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1차)
의성문화원 3,750,000 3,750,000

2019년 의성군립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의성군립농촌보육센터 120,000,000 120,000,000

전통문화계승발전사업(비안향교) 보조금 교부 비안향교 8,000,000 8,000,000

유교문화계승발전사업(성균관유도회비안지부) 보

조금교부
성균관유도회 3,000,000 3,000,000

3.1절 독립만세운동 100주년 재현 및 기념행사 보

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기미삼일독립만세운동재

현행사추진위원회
35,000,000 35,000,000

2019년 해병대전우회의성지회봉사활동사업 보조

금 교부결정 및 교부
해병대전우회의성군지회 3,000,000 3,000,000

전통문화교육사업(담수회 의성군지부) 보조금 교

부 결정 및 교부
담수회 의성지회 3,000,000 3,000,000

제57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의성군체육회 206,000,000 206,000,000

2019년 의성군안전지킴이단 활동지원사업 보조

금 교부결정 및 교부(의성읍안전지킴이단 외 17

신평면 안전지킴이단외

17
25,500,000 25,500,000

2019년도 행복한보금자리만들기 사업 보조금 교

부결정 및 교부
사)의성군새마을회 16,000,000 16,000,000

2019년 진민사 향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진민사향사보존위원회 2,000,000 2,000,000

2019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1월)

(주)제월아트체험센터외

2
21,753,700 21,753,700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차)

금수문화예술마을운영협

의회
33,825,840 33,825,840

2019 세계유교문화축전 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1차)
(재)세계유교문화재 130,000,000 130,000,000

2019년 1분기 생활체육지도자 장기근속수당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의성군체육회 1,700,000 1,700,000

2019년 명곡서원 향사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함양박씨정헌공파종회명

곡서원보존회
2,000,000 2,000,000

2019년 1분기 생활체육교실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의성군체육회 7,200,000 7,200,000

2019년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안동상공회의소 60,000,000 60,000,000

의성진민사 고문서 국역 및 학술대회 보조금 교부 의성김씨오토재종중 100,000,000 100,000,000

지역사회복지 역량강화지원(워크숍)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의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

체
6,000,000 6,000,000

사회서비스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보조금 교부결

정 및 교부

의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

체
5,000,000 5,000,00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대규모,권역

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의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

체
7,000,000 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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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구제역백신(전업농)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의성축협 142,500,000 142,500,000

2019년 교통캠페인행사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북의성지회외 1
9,000,000 9,000,000

2019 생생문화재사업 보조금교부 (주)제월아트체험센터 47,500,000 47,500,000

2019년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관리비 지원 보조

금 교부결정
새의성농업협동조합외 2 54,100,000 46,500,000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2차)
의성문화원 8,800,000 8,800,000

2019년 전통연등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의성불교사암연합회 10,000,000 10,000,000

2019년 봉축연등탑설치지원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의성불교사암연합회 10,000,000 10,000,000

2019년 원예농산물유통지원 농가조직화지원사업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

농협경제지주(주)의성군

연합사업단
100,000,000 100,000,000

2019년 원예농산물유통지원 홍보마케팅지원사업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

농협경제지주(주)의성군

연합사업단
25,000,000 25,000,000

조문국경덕왕릉 향사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경덕왕릉보존회 2,500,000 2,500,000

2019년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이○○ 외 19명 97,332,000 97,332,000

'19년 의성군 맞춤형 요양보호사 인력양성 "차분

나래 케어사업"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 40,000,000 40,000,000

2019년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사업 보조금 교

부결정 및 교부
그레이파크외 9 15,000,000 15,000,000

2019년 이장연합회 산불예방홍보사업 보조급 교

부
의성군이장연합회 5,000,000 5,000,000

2019년 2분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의성군체육회 6,822,000 6,822,000

2019년 봄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의성중부농협 외 1개 농

협
6,764,000 6,764,000

2019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2월)

(주)제월아트체험센터외

2
21,450,060 21,450,060

2019년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보조금
플레이스커뮤니티사회적

협동조합
21,960,000 21,960,000

전통문화 계승발전사업보조금(성균관유도회 의성

지부) 교부
성균관유도회 의성지부 3,000,000 3,000,000

2019년 의성군 자연환경보전사업 교부 결정 및

교부
푸른의성21추진협의회 5,000,000 5,000,000

2019년 소비자초청녹색체험지원사업(도비) 보조

금 교부결정
정○○ 외 9명 55,567,800 55,567,800

2019년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김○○외 36명 95,544,440 95,544,440

채소류 가격(생산)안정제(마늘)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농협경제지주(주)경북지

역본부
507,240,000 507,240,000

채소류 가격(생산)안정제(양파)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농협경제지주(주)경북지

역본부
32,555,000 32,555,000

마늘 결속끈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의성군마늘생산자연합회

대표 신일연
40,000,000 4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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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지원사업 보조금 교

부결정
신○○ 외 2명 14,775,000 14,775,000

2019년 2분기 생활체육지도자 장기근속수당지원

보조금 교부
의성군체육회 1,700,000 1,700,000

2019년 노인교육문화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

부
평생교육진흥회 6,000,000 6,000,000

2019년 의성마늘목장(공동브랜드) 육성사업 보조

금 지급
의성축협 108,467,200 108,467,200

2019년 2분기 생활체육지도자교통비지원 보조금

교부
의성군체육회 2,700,000 2,700,000

제29회 군민건강걷기대회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의성군체육회 10,000,000 10,000,000

2019년 의성문화학교 운영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의성문화원 11,000,000 11,000,000

2019년 지역문화학교 운영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의성문화원 54,000,000 54,000,000

2019년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사업 보조금교

부결정 및 교부

농협경제지주(주)의성군

연합사업단
133,600,000 133,600,000

2019년 친환경사과적화제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신○○ 외 97명 80,500,000 75,165,000

2019년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수련대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사)의성군새마을회 30,000,000 30,000,000

2019년도 2분기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보조금 교부
의성군체육회 25,608,000 25,608,000

2019년 2분기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보조

금 교부
의성군체육회 32,010,000 32,010,000

2019 지역문화사랑방(안계교회) 보조금 교부 안계교회 6,000,000 6,000,000

2019년 수난구조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의성군 수난구조대 2,500,000 2,500,000

2019년 애견미용사 및 반려동물행동교정사 전문

인력 양성과정
대경대학교산학협력단 40,000,000 40,000,000

'19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

사업 보조급 선급금 지급
안동대학교산학협력단 100,000,000 100,000,000

2019년 고품질 명품고추생산 지원사업 보조금 교

부결정

의성농협남부지점 외 16

개 농협외 1
88,911,100 88,911,100

2019년 고추비닐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의성농협남부지점 외 17

개 농협
95,669,340 95,608,680

2019년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한우협회의성군지부영농

조합법인
60,000,000 60,000,000

2019년 음수처리및투약기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김○○ 외 5명 33,600,000 33,600,000

2019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의성축산업협동조합 930,000 930,000

2019년 조사료생산용종자구입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의성축협 84,368,700 84,368,700

2019년 전문단지조성용사일리지제조지원사업 보

조금 지급
의성축협 72,377,740 72,377,740

2019년 전문단지조성용종자구입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의성축협 3,833,600 3,8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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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문단지조성용퇴액비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의성축협 28,000,000 28,000,000

2019년 조사료품질관리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의성축협 800,000 800,000

2019년 조사료전문단지육성지원사업 보조금 지

급
의성축협 14,050,000 14,050,000

2019년 의성군새마을합창단 지원 보조금 교부결

정 및 교부
사)의성군새마을회 12,000,000 12,000,000

2019년 빙계서원 향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빙계서원운영위원회 2,500,000 2,500,000

토종벌 종보전, 벌통 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벌통1

차) 지급
김○○외 18 5,280,000 5,280,000

토종벌 종보전, 벌통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벌통2

차) 지급
김○○외 3 1,200,000 1,200,000

토종벌 종보전, 벌통 구입 지원사업  보조금(벌통3

차) 지급
김○○ 480,000 480,000

토종벌 종보전, 벌통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벌통4

차) 지급
임○○ 240,000 240,000

토종벌 종보전사업 김○○ 외 28명 68,000,000 68,000,000

시설원예 품질고급화 보조금 교부결정 의성원예작목반외 20 46,468,000 46,295,500

2019년 과수유인자재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백○○ 외 86 60,000,000 58,720,000

2019년 한우유혈거세비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

정
의성축협 50,000,000 50,000,000

제21회 경북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 보조금 교

부

경북지체장애인협회의성

군지회
12,000,000 12,000,000

2019년 의성군수기 종목별체육대회 개최지원 보

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의성군체육회 25,000,000 25,000,000

제11회 의성마늘배 전국 개인복식 테니스대회 개

최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의성군체육회 6,000,000 6,000,000

2019년 농업법인통합브랜드생산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유니온영농조합법인 30,000,000 30,000,000

2019년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

농협경제지주(주)의성군

연합사업단
2,040,000 2,040,000

2019년 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제조지원사업 보조

금 교부결정
백○○ 외 1 42,406,200 42,406,200

전통문화계승발전사업(의성향교) 보조금 교부 및

교부
의성향교 5,000,000 5,000,000

통합문화이용권 보조금 교부(2차)
금수문화예술마을운영협

의회
69,767,670 69,767,670

2019년 청년예비창업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60,000,000 60,000,000

2019년 친환경 자가 퇴비생산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김○○ 외 20 81,631,950 81,631,950

2019년 수출농식품 브랜드경쟁력 제고사업 보조

금 교부결정
(주)한국애플리즈외 3 28,000,000 28,000,000

2019년 과수인공수분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박○○ 외 70 60,000,000 59,5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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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과수지주대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김○○ 외 205 200,000,000 197,516,690

2019년 젖소능력개량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사)한국종축개량협회 4,544,000 4,544,000

2019년 어르신게이트볼대회 및 그라운드골프대

회 전국대회 출전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의성군체육회 4,000,000 4,000,000

2019년 대한적십자사의성지회봉사활동사업 보조

금 교부결정 및 교부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성

군지구협의회
2,000,000 2,000,000

2019년 숨은자원모으기 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사)의성군새마을회 10,000,000 10,000,000

제17회 군민등산대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의성군산악연맹 10,000,000 10,000,000

2019년 과실봉지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박○○ 외 523 203,037,000 201,310,770

2019년 한우번식기반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한우협회 의성군지부 영

농조합법인
80,000,000 80,000,000

2019년 축산농가왕겨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사)전국한우협회의성군

지부(대표 : 신종경)외 3
125,000,000 125,000,000

2019년 제39회 장애인의날 행사 운영 보조금 교

부결정 및 교부

경북지체장애인협회의성

군지회
20,000,000 20,000,000

2019년 한우암소능력검정사업(유전능력분석제고)

보조금 교부결정
의성축협 8,700,000 8,700,000

2019년 한우암소능력검정사업(친자확인) 보조금

교부결정
의성축협 6,400,000 6,400,000

2019년 한우암소능력검정사업(등록비지원) 보조

금 교부결정
의성축협 46,800,000 46,800,000

2019년 한우암소능력검정사업(선형심사지원) 보

조금 교부결정
의성축협 10,200,000 10,200,000

2019년 한우암소능력검정사업(지도관리비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의성축협 12,800,000 12,800,000

2019년 육계사깔짚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강○○ 외 32명 64,500,000 64,500,000

2019년 우수농식품 수출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1차)
(주)한국애플리즈외 7 44,000,000 43,740,900

2019년 향토산업육성(의성산수유홍화명품화)사업

보조금 지급(1차)

의성산수유홍화명품화사

업단
106,469,980 106,469,980

2019년 원예농산물유통지원 상품화강화지원사업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

농협경제지주(주)의성군

연합사업단
620,000,000 620,000,000

2019년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가음명품복숭아작목반

외 135개소
885,668,400 865,167,620

2019년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 사업 보

조금 교부결정
춘산어린이집 7,900,000 6,438,740

경북형 행복씨앗마을보조금 지급 농부달장 64,994,040 64,994,040

2019년 공동브랜드 의성진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

금 교부결정

다인농협가지공동출하회

외 6개소
400,000,000 391,979,670

2019년 농산물 산지유통기능 활성화 지원사업 보

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서의성농협단밀지점외 2 96,000,000 96,000,000

경덕사 향사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순천장씨종친회 1,500,000 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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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달제교회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보조

금 교부결정 및 교부
달제교회 7,000,000 7,000,000

2019년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사)한국국악협회경상북

도지회
27,894,000 27,894,000

밭작물 폭염(가뭄)피해 예방사업 보조금교부결정 강○○ 외 84 83,972,660 80,472,660

2019년 한우개량번식단지육성사업(6종) 보조금

교부결정
의성축협 106,004,000 106,004,000

2019년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장○○ 외 2 18,000,000 18,000,000

2019년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의성축산(김산) 14,400,000 14,400,000

2019년 민주평통통일대행사업비 보조금 지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성군협의회
29,200,000 29,200,000

2019  문화원 문소선비대학 보조금 교부 의성문화원 7,000,000 7,000,000

2019 문화원 영호남교류사업 보조금 교부 의성문화원 5,000,000 5,000,000

2019년 젖소농가톱밥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강○○ 외 5 15,000,000 15,000,000

2019년 음수살포용친환경악취저감제(정착촌) 지

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의성군 금성면 탑리6길

39-15 김진남 외 2명
51,300,000 51,300,000

2019년 음수살포용친환경악취저감제(일반)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안계면 시안2길 35 곽명

주 외 17명
24,000,000 24,000,000

브랜드 쌀 홍보판촉행사 지원 보조금 지급 안계농협 300,000 300,000

2019년 생활체육교실운영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

부결정 및 교부(2차)
의성군체육회 7,200,000 7,200,000

2019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3월)

(주)제월아트체험센터외

2
20,692,090 20,692,090

2019 경북북부권 문화정보교류사업 보조금(도비)

교부

(사)경북북부권문화정보

센터
5,000,000 5,000,000

2019년 낙농헬퍼(도우미)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

정
박○○ 외 5 5,040,000 5,040,000

2019학년도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보

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대구경북영어마을 92,768,000 92,768,000

2019년 문화재지킴이활동비지원 보조사업 보조

금 교부결정 및 교부
의성문화유산보존회 9,000,000 9,000,000

2019년 젖소농가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박○○ 외 5 20,000,000 20,000,000

2019년 초기병해충방제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의성중부농협 안사지점 17,356,000 17,356,000

2019년 초기병해충방제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비

안면)
안계농협비안지점 29,877,650 29,877,650

2019년 초기병해충방제지원사업 보조금 지급(구

천면)
서의성농업협동조합 24,376,050 24,376,050

2019년 초기병해충방제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신

평면)
의성중부농협신평지점 4,164,000 4,164,000

2019년 초기병해충방제지원사업 보조금 지급(가

음면)
금성농협 가음지점 5,767,100 5,76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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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벼육묘상처리제(도비) 및 초기병해충방제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의성중부농협안평지점외

3
43,665,200 43,665,200

2019년 벼육묘상처리제(도비) 및 초기병해충방제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새의성농협 단촌지점하

나로마트
4,354,000 4,354,000

2019년 벼육묘상처리제(도비) 및 초기병해충방제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서의성농협단밀지점 31,102,400 31,102,400

2019년 초기병해충방제지원사업 보조금 지급(11

차)
새의성농협옥산지점 838,800 838,800

2019년 축산물HACCP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 지

급(1차)
김○○ 4,200,000 4,200,000

2019년 축산물HACCP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 지

급(2차)
류○○ 4,200,000 4,200,000

2019년 축산물HACCP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 지

급(3차)
백○○ 4200000 4200000

2019년 축산물HACCP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 지

급(4차)
전○○ 5,600,000 5,600,000

2019년 축산물HACCP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 지

급(5차)
이○○ 5,600,000 5,600,000

2019년 축산물HACCP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 지

급(6차)
정○○ 4,200,000 4,200,000

2019년 축산물HACCP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 지

급(7차)

우성농업회사법인주식회

사
5,600,000 5,600,000

2019년 라이스랩(Rice Lab)운영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신안 200,000,000 200,000,000

2019 지역문화예술지원 공모사업 보조금 교부 의성문화원 50,000,000 50,000,000

2019 의성문화원 대표단체육성 보조금 교부 의성문화원 30,000,000 30,000,000

달인아빠를 찾아라 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경

북본부
5,000,000 4,994,000

2019년 한우고능력정액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의성군가축인공수정사협

회
50,000,000 50,000,000

2019년 한우수정란이식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의성군가축인공수정사협

회
14,200,000 14,200,000

2019년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경비 지원사

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의성군체육회 30,280,000 30,280,000

2019년 초기병해충방제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단

북면)
다인농협단북지점 41,475,100 41,475,100

2019년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사업 보조

금교부결정(1차)
능금조합의성외 1 35,415,000 35,415,000

브랜드 쌀 홍보판촉행사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쌀

조합-남청송농협)

의성군농협쌀조합공동사

업법인
1,260,000 1,260,000

브랜드 쌀 홍보판촉행사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쌀

조합-청송농협)

의성군농협쌀조합공동사

업법인
1,260,000 1,260,000

브랜드 쌀 홍보판촉행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

정(쌀조합-서대구농협)

의성군농협쌀조합공동사

업법인
1,260,000 1,260,000

브랜드 쌀 홍보판촉행사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쌀

조합-왜관농협)

의성군농협쌀조합공동사

업법인
1,260,000 1,260,000

브랜드 쌀 홍보판촉행사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쌀

조합-현서농협)

의성군농협쌀조합공동사

업법인
1,260,000 1,260,000



(단위:원)

교부내역 보조사업자 보조금집행액 최종정산액

2019년 의성군수기 종목별 체육대회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 및 교부
의성군체육회 65,000,000 65,000,000

2019년 벼재배농가 상토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의성중부농협 안사지점 38,365,350 38,365,350

2019년 벼재배농가 상토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비

안면)
안계농협비안지점 59,675,050 59,675,050

2019년 벼재배농가 상토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춘

산면)
금성농협춘산지점 792,580 792,580

2019년 벼재배농가 상토지원사업 보조금 지급(구

천면)
서의성농업협동조합 65,538,160 65,538,160

2019년 벼재배농가 상토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단

북면)
다인농협단북지점 98,254,380 98,254,380

2019년 벼재배농가 상토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새의성농협 옥산지점외

5
75,752,640 75,752,640

2019년 벼재배농가 상토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의성중부농협외 2 90,498,160 90,498,160

2019년 벼재배농가 상토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서의성농협 단밀지점외

1
176,083,770 176,083,770

2019년 벼재배농가 상토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다인농협 253,785,220 253,785,220

우수정보화마을 청년지도자 양성사업 보조금 교

부결정 및 교부
의성청학마을 16,949,790 16,949,790

2019년 유우군검정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박○○ 외 3명 224,000 224,000

바르게살기운동 청년회 조직 홤성화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바르게살기운동의성군협

의회
5,000,000 5,000,000

브랜드 쌀 홍보판촉행사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쌀

조합-양재유통)

의성군농협쌀조합공동사

업법인
1,260,000 1,260,000

2019년 기능성 쌀 생산단지 지원 교부결정(안성

영농조합)
안성영농조합법인 5,625,000 5,625,000

2019년 축산물(쇠고기)이력제 업무인턴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의성축협 24,072,000 24,072,000

2019년 계란난좌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김○○ 외 13명 50,400,000 50,400,000

2019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보

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2차)
대경대학교산학협력단 16,680,000 16,680,000

2019년불량모돈갱신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곽○○ 외 12명 87,000,000 87,000,000

2019년 양돈양계사육환경개선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강○○ 외 68명 100,000,000 100,000,000

2019년 브랜드 쌀 종자대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구천면)
장○○ 18,357,430 18,357,430

2019년 브랜드 쌀 종자대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비안면)
오○○ 18,216,760 18,216,760

2019년 브랜드 쌀 종자대지원사업 보조금 자급 남○○외 2 78,446,970 78,446,970

2019년 브랜드 쌀 종자대지원사업 보조금 지급(4

차)
김○○ 50,104,310 50,104,310

2019년 한우개체잠금장치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안○○ 외 73 65,514,900 65,5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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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물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윤○○ 외 7 28,112,000 28,112,000

『양봉채밀기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신○○ 외 17 21,600,000 21,600,000

2019년 농촌재능나눔지자체활동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식생활교육의성네트워크 20,000,000 20,000,000

『양봉 화분 및 벌통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양봉협회 156,000,000 156,000,000

2019년 3분기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의성군체육회 23,877,000 23,877,000

브랜드 쌀 홍보판촉행사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안

계-봉은사)
안계농협 1,000,000 1,000,000

2019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4월)

농업회사법인(주)다모 외

2
21,157,930 21,157,930

2019년 축사전기안전점검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한국전기안전공사경북북

부지사
15,400,000 15,400,000

2019년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주]지에프개발)
(주)지에프개발 2,000,000 2,000,000

2019년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 73,453,000 73,453,000

2019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

정 및 교부
여춘여산 5,000,000 5,000,000

2019년 사회복지대회(복지박람회) 지원 보조금 교

부결정 및 교부

의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

체
25,000,000 25,000,000

브랜드 쌀 홍보판촉행사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쌀

조합-경산이마트)

의성군농협쌀조합공동사

업법인
1,260,000 1,260,000

『양봉 기자재(군비)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양봉협회 150,000,000 150,000,000

2019년 파리구제제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강○○ 외 60명 21,613,200 21,613,200

제35회 권병로 제헌국회의원배 테니스대회 개최

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의성군체육회 3,000,000 3,000,000

2019년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보조

금 교부

(사)지역사회적경제허브

센터
30,000,000 30,000,000

2019년 우수농식품 수출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2차)
안계농협 미곡처리장 6,000,000 6,000,000

양봉농가 영양제등(군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양봉협회 110,000,000 110,000,000

2019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보조금 지급
의성문화원 2,416,310 2,416,310

2019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신규) 보조금 교

부결정 및 교부
의성문화원 20,717,000 20,717,000

2019년 하반기 민주평통통일대행사업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성군협의회
4,450,000 4,450,000

행복한가족사진공모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의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

터
10,000,000 10,000,000

2019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조○○ 외 8 39,865,000 39,865,000

2019년 벼재배농가상토지원 및 초기병해충방제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점곡면)
새의성농업협동조합 14,211,850 14,21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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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집수리전문봉사단활동지원 보조

금 교부결정 및 교부
의성군종합자원봉사센터 25,000,000 25,000,000

2019년 농촌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농촌현장포

럼)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15,000,000 15,000,000

2019년 청소년충효교실(성균관유도회 비안지부)

보조금 교부
성균관유도회 2,500,000 2,500,000

2019 경상북도대표축제 얼라이언스 프로그램 보

조금 교부
의성문화원 90,000,000 90,000,000

2019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푸

드팩토리
19,377,300 19,377,300

2019 세계유교문화축전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2

차)
의성문화원 120,000,000 120,000,000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 보조금 교부(3차)
금수문화예술마을운영협

의회
107,846,490 107,846,490

제2회 의성군 대국민 소통 토론대회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주)글로벌리더코리아 12,000,000 12,000,000

2019년 생활체육교실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3차)
의성군체육회 7,200,000 7,200,000

2019년 경상북도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하반기)
의성군체육회 59,720,000 59,720,000

2019년 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 보조금  변

경 교부결정 및 교부
의성군체육회 38,310,000 38,310,000

2019년 선비학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비안향교 10,000,000 10,000,000

2019년 생활체육지도자교통비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의성군체육회 2,700,000 2,700,000

2019년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 보조금 교부결

정 및 교부(대성의성마늘)
한○○ 2,000,000 2,000,000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염매시장상인회 1,051,980 1,051,980

2019 경북선비문화교육지원 보조금 교부 의성문화원 9,400,000 9,400,000

2019년 대한노인회의성군지회 노인지도자연수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 3,000,000 3,000,000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플레이스커뮤니티사회적

협동조합
14,040,000 14,040,000

2019년 생활체육지도자 장기근속수당지원 보조

금 교부결정 및 교부(3차)
의성군체육회 1,700,000 1,700,000

2019년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 및 교부
의성군체육회 30,648,000 30,648,000

2019년 농업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사업 보

조금 교부 결정
영농조합법인 자연스런 9,600,000 9,600,000

2019년 농산물공동선별비지원사업 보조금교부결

정 및 교부

농협경제지주(주)의성군

연합사업단
10,200,000 10,200,000

2019년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류○○ 160,000,000 160,000,000

브랜드 쌀 홍보판촉행사 보조금 지급(쌀조합-양재

유통6월)

의성군농협쌀조합공동사

업법인
1,800,000 1,800,000

2019년 범도민 독서생활화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사)의성군새마을회 6,400,000 6,400,000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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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미술프로젝트2차년 보조금교부신청 및 교부 기억저장소 300,000,000 300,000,000

2019년 기능성 쌀 생산단지지원 보조금 지급(위

천들영농조합법인)
남○○ 3,750,000 3,750,000

2019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5월)

농업회사법인(주)다모외

2
22,846,790 22,846,790

2019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

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의성농산영농조합법인외

1
17,750,000 17,750,000

「2019년 친환경농자재농법(새끼우렁이) 지원사

업」보조금 교부결정(3차)
김○○ 외 64 22,475,000 22,475,000

2019년 의성산수유홍화명품화사업 보조금 지급(2

차_7월분)

의성산수유홍화명품화사

업단
26,616,670 26,616,670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안계시장상인회 1,578,000 1,578,000

2019년 벼육묘상처리제(도비) 및 초기병해충 보조

금 지급
다인농협 5,042,650 5,042,650

2019년 청소년충효교실(의성향교) 보조금 교부결

정 및 교부
의성향교 2,500,000 2,500,000

2019 경북풍물경연대회 지원사업 의성문화원 9,000,000 9,000,000

제9회 의성서예대전 지원사업 의성문화원 10,000,000 10,000,000

2019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

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농업회사법인(주)빅토리

팜외 1
34,700,000 34,700,000

브랜드 쌀 홍보판촉행사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쌀

조합-6월왜관농협)

의성군농협쌀조합공동사

업법인
1,260,000 1,260,000

고추돌발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의성농협 남부지점 외

17개농협
104,671,500 104,444,000

제16회 전국지역리더대회 2019 의성대회 사업 보

조금 선금급 지급
(재)지역재단 35,000,000 35,000,000

제11회 천년솔향 청소년문화제 보조금 지원 고운사 10,000,000 10,000,000

2019년 양계자동급수장치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안○○ 외 3명 21,000,000 21,000,000

2019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6월)
(주)모아광고인쇄외 2 21,816,470 21,816,470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명시이월) 보조금 교

부결정
임○○ 4,800,000 4,800,000

8.15 구국기도회 보조금 지급 의성군기독교연합회 3,000,000 3,000,000

경북사과홍보행사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대구경북능금농협 20,000,000 20,000,000

전통시장 행복꾸러미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안계시장상인회 30,000,000 30,000,000

2019년 면역강화용사료첨가제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강○○ 외 63 137,700,000 137,700,000

2019년 경북과수 통합브랜드 육성지원사업 보조

금 교부결정 및 교부

농협경제지주(주)경북지

역본부
19,200,000 19,200,000

제36회 의성문화제 보조금 교부 의성문화원 100,000,000 100,000,000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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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하계학술대회후원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한국지장자치학회 15,000,000 15,000,000

2019년 벼 병해충공동방제지원사업 보조금교부

결정
권○○ 외 29 133,747,430 133,747,430

2019년 친환경농자재농법(새끼우렁이)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8차)
점곡면 김○○ 외 19 3,620,000 3,620,000

고운사 산사음악회 보조금 지원 고운사 20,000,000 20,000,000

2019년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보조금교부 결정 강○○ 외 21 1,402,130 1,402,130

2019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7월)

의성농산영농조합법인외

2
23,139,520 23,139,520

2019년 친환경농자재농법(새끼우렁이)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9차)
강○○ 외 28 8,465,000 8,465,000

고추영양제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의성농협 남부지점 외

17개 농협
43,019,250 43,019,250

2019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지원 보조금 지

급
의성군어린이집연합회 3,000,000 3,000,000

2019년 사과반사필름지원사업 보조금교부결정
의성읍 상리길 37-6 김근

회 외 148명, 의성농협
491,557,900 488,720,500

의성군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 보조금 교부 의성군기독교연합회 30,000,000 30,000,000

2019년 행복마을만들기사업 보조금 교부 고○○ 외 8 26,973,000 26,973,000

2019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주)농뜨락 농업회사법인 30,000,000 30,000,000

의성형복지모델 구축 토론회 개최 보조금 교부 결

정 및 교부

의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

체
7,000,000 7,000,000

2019년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 청년예술캠프 보

고금 교부(1차)
(사)인디053 35,000,000 35,000,000

2019년 가을배추무사마귀병방제 지원사업 보조

금 교부결정
의성중부농협 외 3명 4,564,000 4,564,000

2019 마을자치 국제콜로키엄 보조금 교부
협동조합 함께이룸(이웃

사촌지원센터)
50,000,000 50,000,000

2019년 친환경농자재농법(새끼우렁이)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10차)
박○○ 외 40 5,440,000 5,440,000

2019년 친환경농자재농법(새끼우렁이)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11차)
최○○ 외 32 4,620,000 4,620,000

브랜드쌀홍보판촉 지원사업 보족금 교부결정 및

교부

의성군농협쌀조합공동사

업법인
3,500,000 3,500,000

제15회 의성군자율방범연합대 한마음 전진대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의성군자율방범연합대 20,000,000 20,000,000

2019년 대한노인회의성군지회 노인지도자연수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보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 5,000,000 5,000,000

브랜드 쌀 홍보판촉행사 보조금 교부-서울신문사
의성군농협쌀조합공동사

업법인
1,000,000 1,000,000

브랜드 쌀 홍보판촉행사 보조금 교부(쌀의 날 기

념-이마트)

의성군농협쌀조합공동사

업법인
5,400,000 5,400,000

브랜드 쌀 홍보판촉행사 보조금 교부(조계사)
의성군농협쌀조합공동사

업법인
1,500,000 1,500,000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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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보조금 교부 여성단체협의회 15,000,000 15,000,000

2019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8월)

농업회사법인(주)다모외

2
23,910,370 23,910,370

2019년 바르게살기운동 회원화합 수련대회 보조

금 교부결정 및 교부

바르게살기운동의성군협

의회
5,000,000 5,000,000

2019년 동북아국제대회(농촌관광활성화) 보조금

변경교부결정
동북아관광학회 11,148,000 11,148,000

제36회 의성문화제 전통공예 체험부스 운영 보조

금 교부
의성문화원 3,000,000 3,000,000

제36회 의성문화제 특별공연 보조금 교부 의성문화원 5,000,000 5,000,000

제36회 의성문화제 개최 지원 변경교부 의성문화원 10,000,000 10,000,000

2019년 생활체육지도자교통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4분기)
의성군체육회 5,100,000 5,100,000

2019년 과수거점APC 과실장기저장제지원사업 보

조금 교부결정
의성농산물산지유통센터 50,000,000 50,000,000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운영지원(소우당)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이○○ 22,160,000 22,160,000

사진으로만드는 마을미술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

부
아름다운맵 30,000,000 30,000,000

2019년 향토산업육성(의성산수유홍화명품화)사업

보조금 지급(3차_8~10월분)의성산수유홍화명품

의성산수유홍화명품화사

업단
99,180,010 99,180,010

2019년 친환경농자재농법(새끼우렁이)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12차)
안○○ 28 5,155,000 5,155,000

2019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영농조합법인푸루른 30,000,000 30,000,000

2019년 『제8회 의성군이장연합회 이장역량강화

워크숍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의성군이장연합회 30,000,000 30,000,000

2019년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의성군체육회 27,288,000 27,288,000

2019년 생활체육교실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의성군체육회 7,200,000 7,200,000

2019년 생활체육지도자 장기근속수당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의성군체육회 1,700,000 1,700,000

2019년 일반생활체육지도자운영 사업 보조금 교

부결정 및 교부
의성군체육회 88,686,000 88,686,000

브랜드 쌀 홍보판촉행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

정 및 교부
안계농협 1,000,000 1,000,000

브랜드 쌀 홍보판촉행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

정 및 교부

의성군농협쌀조합공동사

업법인
1,260,000 1,260,000

브랜드 쌀 홍보판촉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의성군농협쌀조합공동사

업법인
1,260,000 1,260,000

2019년 돼지열병 혼합백신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대한한돈협회 의성지부 6,237,000 6,237,000

2019 사랑의 김장담가주기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사)의성군새마을회 10,000,000 10,000,000

2019년 친환경농자재농법(새끼우렁이)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13차)
김○○ 외 113 10,665,000 10,6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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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국무총리배 생활체육 전국게이트볼대회

개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의성군체육회 70,000,000 70,000,000

2019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시골어부협동조합 50,000,000 50,000,000

브랜드 쌀 홍보판촉행사지원 보조금 교부-안계농

협
안계농협 1,500,000 1,500,000

2019년 구제역백신(전업농)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2차)
의성축협 66,000,000 63,599,070

2019 의성군 농특산품 베트남 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주)영남일보 90,000,000 90,000,000

2019년 고품질브랜드쌀 품질관리 지원사업 보조

금 교부결정

의성군농협쌀조합공동사

업법인 외 3개업체
26,200,000 26,200,000

2019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9월)

천호 농업회사법인 주식

회사외 4
27,547,780 27,547,780

농식품수출용포장재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농업회사법인(주)다모외

1
20,000,000 20,000,000

2019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

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농업회사법인(주)다모외

1
17,750,000 17,750,000

중만생종 양파(도비) 산지폐기 보조금 교부결정 다인농협외 1 49,913,190 49,913,190

고품질 명품마늘생산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의성농협 외 16개소 192,593,800 192,593,800

마늘비닐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의성농협 외 16개소 292,654,290 292,629,520

2019년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 청년예술캠프 교

부결정 및 교부(2차)
(사)인디053 15,000,000 15,000,000

2019 불교인 화합과 소통의 한마당 보조금 교부 의성불교대학총동문회 5,000,000 5,000,000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운영지원(민산정) (사)경북미래문화재단 23,840,000 23,840,000

2019년 양성평등아카데미운영 보조금 교부 의성군한마음여성발전회 12,000,000 12,000,000

고품질 양파 생산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의성농협남부지점 외 10

개 농협
15,892,500 15,843,000

양파비닐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의성농협남부지점 외 11

개 농협
23,936,650 23,529,520

브랜드 쌀 홍보판촉행사비 청구 및 지급
의성군농협쌀조합공동사

업법인
9,000,000 9,000,000

2019 성탄문화행사 보조금 교부 의성군기독교연합회 40,000,000 40,000,000

2019년 의성군자원봉사자대회 운영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사)의성군종합자원봉사

센터
10,000,000 10,000,000

2019년 향토산업육성(의성산수유홍화명품화)사업

보조금 지급(11~12월분_4차)

의성산수유홍화명품화사

업단
17,733,340 17,733,340

의성군 마을교육활동가 통합 양성과정 보조금 교

부결정 및 교부
교육공동체 아울다 14,000,000 14,000,000

경상북도 친선교류전 바둑대회 개최 지원 의성문화원 2,000,000 2,000,000

과실 장기저장제 보조금 교부결정 권○○ 외 909 363,000,000 334,4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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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축산농가왕겨지원사업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
한우협회의성군지부 90,000,000 90,000,000

2019년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보조금 지급(1차_대

성친환경영농조합법인)

대성친환경 영농조합법

인
2,090,320 2,090,320

2019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10월)

천호 농업회사법인 주식

회사외 4
29,182,940 29,182,940

2019년 친환경축산물인증비지원사업 보조금 선

급금 지급
의성축협 14,700,000 14,700,000

2019 의성군 평생학습 강사 워크숍 에듀플랜 16,000,000 16,000,000

2019년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사업 보조

금 교부결정(2차)
능금조합의성 239,690,000 239,690,000

산림소득활성화 교육에 따른 교육비 등 지급 의성군산림조합 5,000,000 5,000,000

2019년 정보화마을 리모델링 지원사업 보조금 교

부결정 및 교부
의성청학마을 100,000,000 100,000,000

2019년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 청년예술캠프 교

부(3차)
사단법인인디053 15,000,000 15,000,000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의성공설전통시장상인회 2,141,520 2,141,520

청년괴짜방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영농조합법인푸루른 30,000,000 30,000,000

2019년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보조금 지급(2차_대

성친환경영농조합법인)

대성친환경 영농조합법

인
3,600,000 3,600,000

2019년 기능성쌀생산단지지원사업 보조금 지급(3

차)
김○○ 22,109,350 22,109,350

2019년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보조금 지급(3차_대

성친환경영농조합법인)

대성친환경 영농조합법

인
3,600,000 3,600,000

2019년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 청년예술캠프 교

부(4차)
사단법인 인디053 5,000,000 5,000,000

2019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11월)

천호 농업회사법인 주식

회사외 4
28,772,110 28,772,110

저품위사과 시장격리수매지원 보조금 교부결정(3

차)
능금조합의성 210,225,000 210,225,000

2019년 한우암소능력검정사업(등록비지원) 보조

금 교부결정(추가)
의성축협 16,686,000 16,686,000

2019년 한우유혈거세비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

정(추가)
의성축협 46,000,000 46,000,000

2019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출

(12월)
의성토종마늘마을외 3 6,114,930 6,114,930

경북쌀우수브랜드홍보마케팅지원 보조금 교부결

정

의성군농협쌀조합공동사

업법인
10,000,000 10,000,000

2019년 축산분야HACCP인증비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의성축산영농조합외 5 1,054,200 1,054,200

2019년 논타작물 재배농가 사료녹비작물 종자대

보조금 지급
신○○ 외 18 13,606,370 13,606,370

브랜드 쌀 홍봅판촉행사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 및

지급(12월 행사)

의성군농협쌀조합공동사

업법인외 1
6,660,000 6,660,000

2019년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운영지원사업 보조

금 교부결정 및 교부(1차)

의료법인영제의료재단

영남제일병원
4,000,000 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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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분만취약지 운영비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1/4분기)
의료법인영제의료재단 50,000,000 50,000,000

2019년 외래 산부인과 홍보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상반기)

의료법인영제의료재단

영남제일병원
20,000,000 20,000,000

2019년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운영지원사업 보조

금 교부(2차)

의료법인영제의료재단

영남제일병원
4,000,000 4,000,000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운영지원 보조금 교

부결정 및 교부
의성군공립요양병원 11,301,540 11,301,540

2019년 분만취약지 운영비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2/4분기)
의료법인영제의료재단 50,000,000 50,000,000

2019년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운영지원사업 보조

금 교부(3차)

의료법인영제의료재단

영남제일병원
4,000,000 4,000,000

2019년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운영지원 보

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의성군공립요양병원 10,799,380 10,799,380

2019년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운영지원사업 보조

금 교부(4차)

의료법인영제의료재단

영남제일병원
4,000,000 4,000,000

2019년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운영지원 보

조금 교부(3차)
의성군공립요양병원 15,159,250 15,159,250

2019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사업 보

조금 지원결정
의료법인영제의료재단 255,000,000 255,000,000

2019년 분만취약지 운영비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3/4분기)
의료법인영제의료재단 50,000,000 50,000,000

2019년 외래 산부인과 홍보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하반기)

의료법인영제의료재단

영남제일병원
20,000,000 20,000,000

2019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자체)사

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의료법인영제의료재단

영남제일병원
72,000,000 72,000,000

2019년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운영지원 보

조금 교부(4차)
의성군공립요양병원 10,242,330 10,242,330

2019년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운영지원사업 보조

금 교부(5차)

의료법인영제의료재단

영남제일병원
4,000,000 4,000,000

2019년 6~9월 응급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보조금

교부(6차)

의료법인영제의료재단

영남제일병원
16,000,000 16,000,000

2019년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운영지원 보

조금 교부(5차)
의성군공립요양병원 19,555,230 19,555,230

2019년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운영지원 보

조금 교부(6차)
의성군공립요양병원 10,893,530 10,893,530

2019년 분만취약지 운영비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4/4분기)
의료법인영제의료재단 50,000,000 50,000,000

2019년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운영지원 보

조금 교부(7차)
의성군공립요양병원 4,964,330 4,964,330

응급실운영(야간,휴일진료)의료기관 지원사업 보

조금 교부

의료법인세림의료재단

의성제일병원
4,000,000 4,000,000

2019년 10월 야간.휴일진료에 따른 인건비 보조

금 교부

의료법인세림의료재단

의성제일병원
4,000,000 4,000,000

2019년 취약지역응급실운영지원사업 보조금 교

부

의료법인영제의료재단

영남제일병원
4,000,000 4,000,000

2019년 11~12월 응급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보조

금 교부

의료법인영제의료재단

영남제일병원
8,000,000 8,000,000

2019년 11월 야간.휴일진료에 따른 인건비 보조

금 지원

의료법인세림의료재단

의성제일병원
4,000,000 4,000,000



(단위:원)

교부내역 보조사업자 보조금집행액 최종정산액

2019년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운영지원 보

조금 교부(8차)
의성군공립요양병원 17,084,410 17,084,410

2019년 도시민유치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의성군 귀농귀촌정보센

터
23,000,000 23,000,000

농촌지도자 과제활동 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

부

한국농촌지도자의성군연

합회
20,000,000 20,000,000

경북농민사관의성군연합회 역량강화활동 지원 보

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경북농민사관의성군연합

회
5,000,000 5,000,000

청년농업인4-H회원과제활동지원 보조금 교부결

정 및 교부
의성군4-H연합회 5,000,000 5,000,000

친환경미생물농법(GCM)실증시범 보조금 교부결

정 및 교부
김○○ 외 4 10,000,000 10,000,000

제28회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보조금 교부결

정 및 교부

(사)한국농업경영인의성

군연합회
20,000,000 20,000,000

농업경영인회 활성화 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

부

(사)한국농업경영인의성

군연합회
12,000,000 12,000,000

여성농업인 한마음 수련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

부

(사)한국여성농업인의성

군연합회
5,000,000 5,000,000

복숭아상품경쟁력강화 시범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홍○○ 15,000,000 15,000,000

행복한농촌가정육성프로젝트시범 보조금 지급
한국생활개선의성군연합

회
7,887,400 7,887,400

2019년 학교4-H회원 과제활동지원사업 지급결의 금성중학교외 2 3,750,000 3,750,000

2019년 학생4-H회원 과제활동지원사업 지급결의 다인중학교외 1 6,000,000 6,000,000

농촌지도자 연수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한국농촌지도자의성군연

합회
17,500,000 17,500,000

농민회 역량강화 워크숍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의성군농민회 4,000,000 4,000,000

여성농업인일자리창출전문기능교육 보조금 지급
한국생활개선의성군연합

회
8,000,000 8,000,000

여성농업인일자리창출전문기능교육 보조금 지급

결의(1차)

한국생활개선의성군연합

회
9,000,000 9,000,000

2019년 학교4-H회원 과제활동지원사업 지급결의 안계중학교 1,250,000 1,250,000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보조금 지급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

보원
304,664,000 304,664,000

농촌일손돕기 및 농산물가공체험행사 보조금 교

부결정 및 교부
의성군농민회 1,200,000 1,200,000

2019년 전농 경북도연맹 가족한마당 참가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의성군 농민회 3,000,000 3,000,000

2019년 여성농업인 리더십교육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사)한국여성농업인의성

군연합회
3,000,000 3,000,000

행복한농촌가정육성프로젝트시범 보조금 지급 결

의

한국생활개선의성군연합

회
7,900,000 7,900,000

농작물 긴급병해충 농작업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서의성농협단밀지점 30,800,000 30,800,000

농작물 긴급병해충 농작업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안계농협 19,789,000 19,789,000



(단위:원)

교부내역 보조사업자 보조금집행액 최종정산액

농작물 긴급병해충 농작업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다인농업협동조합 4,716,900 4,716,900

2019년 경북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참가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사)한국농업경영인의성

군연합회
12,000,000 12,000,000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비 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한국농촌지도자의성군연

합회
12,700,000 12,700,000

생활개선회도대회참가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

부

한국생활개선의성군연합

회
4,800,000 4,800,000

우수농산물 전시, 홍보, 직판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사)한국농업경영인의성

군연합회
16,000,000 16,000,000

농민회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장터 보조금 교부결

정 및 교부
의성군농민회 6,000,000 6,000,000

여성농업인 우수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사)한국여성농업인의성

군연합회
2,000,000 2,000,000

농촌일손돕기 및 농산물가공체험 보조금 교부(2

차)
의성군농민회 1,800,000 1,800,000

행복한농촌가정육성프로젝트시범 보조금 교부결

정 및 교부(5차)

한국생활개선의성군연합

회
4,212,600 4,212,600

농촌지도자 연수회 보조금 교부(2차)
한국농촌지도자의성군연

합회
2,500,000 2,500,000

여성농업인 과제활동 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

부

한국여성농업인의성군연

합회
10,000,000 10,000,000

여성농민회 과제활동 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

부
의성군여성농민회 3,000,000 3,000,000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

부(2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

보원
31,742,000 31,742,000

2019년 문고도서구입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새마을문고중앙회 의성

군지부
5,000,000 5,000,000

2019년도 조문국유물되찾기 및 박물관 홍보 보조

금 지급

조문국유물되찾기운동범

군민연대회의
20,000,000 20,000,000

농공단지 입주기업인·근로자 화합한마당 보조금

지급
의성군농공단지연합회 5,000,000 5,000,000



2.민간행사보조
(단위:원)

교부내역
시기

(월)
보조사업자 보조금집행액 최종정산액

계 2,811,856,470 2,811,856,470

제9회 의성세계연축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

부
2월

의성세계연축제집행위

원회
449,717,470 449,717,470

2019경북명품사과및우수농산물해외수출촉진

홍보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3월 (주)경북매일신문 20,000,000 20,000,000

비안향교 석전대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3월 비안향교 4,800,000 4,800,000

2019년 농식품 국외판촉지원사업 보조금 교

부결정(1차-다모)
9월 농업회사법인(주)다모 20,000,000 20,000,000

제1회 의성 드론챌린지 대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4월

사단법인 경상북도드

론협회
90,000,000 90,000,000

2019년 읍면 경로잔치 및 체육행사 보조금 교

부결정 및 교부
4월 의성읍 체육회외 15 268,000,000 268,000,000

2019 농식품 국내판촉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1차)
4월

신비안주식회사 농업

회사법인외 2
7,500,000 7,500,000

2019년 해외시장 수출 및 개척지원사업 보조

금 교부결정 및 교부(신비안)
4월

신비안주식회사 농업

회사법인
11,000,000 11,000,000

2019년 해외시장 수출 및 개척지원사업 보조

금 교부결정(애플리즈)
10월 (주)한국애플리즈 4,000,000 4,000,000

제97회 어린이날 및 제25회 경북 어린이날 큰

잔치 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4월 경북일보 90,000,000 90,000,000

2019년 해외시장 수출 및 개척지원사업 보조

금 교부결정(한성영농조합법인)
10월 한성영농조합법인 15,000,000 15,000,000

제10회 의성마늘햄 가족캠프 행사 보조금 교

부결정
7월 롯데푸드(주) 90,000,000 90,000,000

2019 농식품 국내판촉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2차)
5월 웰빙바이오외 1 5,000,000 5,000,000

2019년 농식품 국외판촉지원사업 보조금 교

부결정 및 지급(솔나라)
5월 솔나라 10,000,000 10,000,000

제2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 보조금 교부결

정 및 교부
7월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

추진위원회
821,500,000 821,500,000

의성향교 기로연 보조금 지급 8월 의성향교 2,600,000 2,600,000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8월 (주)경북매일신문 50,000,000 50,000,000

2019 사찰음식 체험문화제 보조금 교부 8월 고운사 75,000,000 75,000,000

2019 의성국제컬링컵 대회 개최지원 9월
의성국제컬링컵조직위

원회
500,000,000 500,000,000

향교석전대제(의성향교)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
9월 의성향교 4,800,000 4,800,000

2019년 읍면 경로잔치 및 체육행사 보조금 교

부결정 및 교부(2차)
9월 단밀면분회외 1 27,000,000 27,000,000

2019 의성군 우수 농특산품 포항시 직거래장

터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0월 재포의성군향우회 25,000,000 25,000,000

지방보조금 집행현황



(단위:원)

교부내역
시기

(월)
보조사업자 보조금집행액 최종정산액

2019 의성군 우수 농특산품 대구시 직거래장

터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0월 재대구의성향우회 25,000,000 25,000,000

2019년 청소년문화페스티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9월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

추진위원회
50,000,000 50,000,000

2019 의성군 야외음악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9월 의성청년회의소 20,000,000 20,000,000

비안향교 기로연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0월 비안향교(기로연) 2,600,000 2,600,000

2019 한-베 비지니스 수출상담회 보조금 교

부결정 및 교부
10월 (주)영남일보 20,000,000 20,000,000

2019 농식품 국외판촉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이슬마루)
10월

농업회사법인(주)이슬

마루
20,000,000 20,000,000

2019년 장애인 가을문화탐방 사업 보조금 교

부 결정 및 교부
10월

경북지체장애인협회의

성군지회
8,289,000 8,289,000

전통문화예절교육(비안향교) 보조금 11월 비안향교 2,400,000 2,400,000

유림지도자업무연찬(비안향교) 11월 비안향교 800,000 800,000

2019 해외시장 홍보판촉행사 지원사업 보조

금 교부결정 및 교부
11월 (주)한국애플리즈 10,000,000 10,000,000

두레생협 의성농산물 판매촉진 행사 보조금

교부
11월

두레의성생산자회영농

조합법인
20,000,000 20,000,000

2019년 바르게살기운동 건전가정실천강연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1월

바르게살기운동의성군

협의회
1,650,000 1,650,000

2019년 전통문화예절교육(의성향교) 보조금

교부
12월 의성향교 2,400,000 2,400,000

2019년 유림지도자업무연찬(의성향교) 보조

금 교부결정 및 교부
12월 의성향교 800,000 800,000

2019년 풍년기원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3월 의성군농민회 8,000,000 8,000,000

생활개선의성군연합회한마음수련대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9월

한국생활개선의성군연

합회
17,000,000 17,000,000

2019년 귀농귀촌인 융화지원사업 지급 12월 의성군귀농인연합회 12,000,000 12,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