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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성주군이 2020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
보장
(081)

취약계층
지원
(082)

보육가족
및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82,511 15,511 7,275 6,522 49,421 0 1,278 0 2,504
국 비 52,913 11,008 3,885 2,521 35,499 0 0 0 0
시 도비 7,937 1,401 903 1,909 3,426 0 275 0 23
시 군 구비 21,661 3,102 2,487 2,092 10,496 0 1,003 0 2,48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 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327,124 349,391 354,529 452,186 489,974
사회복지분야(B) 50,821 52,461 58,531 69,171 82,511

사회복지분야비율(B/A) 15.54 15.01 16.51 15.3 16.84
인구수 (C) 45,205 45,138 44,672 44,015 43,414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124 1,162 1,310 1,572 1,90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을 비교하였을 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성주군 사회복지분야 지출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대비 19.28% 증가하였음.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성주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553,087

34,268 6.2%

민간경상보조 (307-02) 15,303 2.77%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518 0.09%

민간행사보조 (307-04) 1,115 0.2%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0 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4,211 2.57%

민간자본보조 (402-01) 3,121 0.56%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27,124 349,391 386,709 490,932 553,087

지방보조금(민간) 35,258 25,860 27,077 31,807 34,268

비율 10.78% 7.4% 7% 6.48% 6.2%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20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작은결혼식지원사업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성주군지부

10,000 10,000

○지역치안협의회지원 성주군 지역치안협의회 1,500 1,50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성주군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성주군

협의회
6,200 0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초중고22개교) 한솔영농조합법인, ㈜식원 71,551 71,551

○초등학생영어체험학습운영지원(225명) 영진전문대학 74,800 58,860

○초등학생영어체험학습운영지원(군비추가분) 영진전문대학 25,550       0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지원 성주군 새마을회 0 0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운영(2→1개소)
가야산녹색체험정보화마을

(이근득 위원장) 12,069 12,069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운영(군비추가) 가야산녹색체험정보화마을
(이근득 위원장)

 3,426  3,426

○정보화마을활성화지원(2개→1개소)
가야산녹색체험정보화마을

(이근득 위원장)  5,000  5,000 

○생태테마관광자원화사업(경상) 성주문화원 120,000 120,000

○지방문화원사업지원 (사)성주문화원 59,600 59,600 

○성주의인물학술대회개최및인물평전간행(9차년도) (사)성주문화원 45,000 45,000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성주향토사지발간 (사)성주문화원 15,000 15,000 

○성주군 풍물활성화 지원 한국국악협회 성주지부 22,000 22,000

○서예교실 (사)성주문화원 34,000 34,000

○성주출신작가전및도록발간 (사)성주문화원 -
진행중(사업

기간연장)

○국악분야예술강사지원사업 한국국악협회 경상북도지회 20,375 20,375

○문화학교운영지원 (사)성주문화원 6,000 6,000

○향교문화전승보전(기로연) 성주향교 2,980 2,980

○향교문화전승보전(석전대제 춘추) 성주향교 13,352 13,352

○향교문화전승보전(전통문화예절교육) 성주향교 2,400 2,400

○향교문화전승보전(유림지도자교육) 성주향교 740 740

○경북선비아카데미지원 (사)성주문화원 15,122 15,122

○통합문화이용권사업지원 경북문화재단 142,518 142,518

○지역민과 함께 만드는  창작뮤지컬 제작 (사)풍물마실 100,000 100,000

○성주역사인물선양전국휘호대회 (사)성주문화원 27,000 27,000

○지역문화사랑방운영지원 관운사 15,800 15,800

○문화가있는날(공모사업) 금수문화예술마을운영협의회 140,000 140,000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금수문화예술마을운영협의회 56,000 56,000

○전통공예가업 청년승계자  특별지원사업 김종훈 12,560 12,560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사)성주문화원 450,000 450,000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 성주미술문화인협회 400,000 400,000

○문화재지킴이활동비지원사업 성주문화사랑봉사회 3,900 3,900

○생생문화재사업
경북과학대학교 
겨레문화사업단 47,370 47,370

○향교서원문화재활용사업 경북과학대학교 
겨레문화사업단

77,360 77,360

○고택종갓집활용사업 (사)우리문화유산알림이 171,074 171,074

○한개마을정비(초가이엉잇기) 한개마을보존회 150,000 150,000

○경북사회복지사체육대회지원 성주군사회복지사협회 2,000 2,000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 성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50,000 50,000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군비추가분) 성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11,000 10,901

○ 이웃사촌복지센터지원 성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240,000 152,369

○청소년보호및방범활동 성주청소년지킴이 연합회 2,000 2,000 

○청소년결연사업 한국BBS성주지회 2,000 2,000 

○청소년현장체험및수련활동
한국걸스카우트경북연맹성주

지구 2,000 2,000 

○청소년동아리지원 인사동 외 5개소 1,800 1,800 

○생태계보호및숲길조성사업 녹색실천연대 5,000 5,000

○전기자동차배터리회수관리사업(1,300천원) 보조대상자 없어 미집행 0 0

○초전고산리도랑살리기사후관리 (사)경북자연사랑연합회 5,000 5,000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대가옥련리도랑살리기사후관리 (사)경북자연사랑연합회 5,000 5,000

○성주참외재배50년스토리텔링홍보 성주문화원 80,000 80,000

○농촌마을공동급식시설지원 초전면 고산리 마을회 16,000 16,000

○농업경영체경영컨설팅지원(자 15,000) 김상길 외 2명 15,000 15,000

○여성농업인농작업편의장비지원(자 3,250) 이라겸 외 12명 3,250 3,250

○농촌체험휴양마을보험가입지원(자 828) 농촌체험휴양마을 6개소 1,302 1,302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사업(자 18,000) 허재선 외 599명 69,842 69,842

○청년농부육성지원 김강수 외 10명 110,000 110,000

○6차산업경영체활성화지원사업 경성표고버섯농장
백말순등겨장

19,200 19,200

○농촌체험관광활성화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6개소 0 0

○농어촌민박안전장치설비지원(자 4,550) 관내농어촌민박 13개소 0 0

○코로나19의료가족농촌치유관광지원 남작골권역마을 4,255 4,255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김설민 외 44명 403,687 403,687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사업(자 2,200) 농업회사법인(주)경성팜스 13,560 13,560

○6차산업지역단위네트워크구축(자30,000) 월항농업협동조합 120,000 120,000

○성주참외전국순회런칭행사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 17,330 17,330

○2020년성주참외50년사기념사업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 90,300 90,300

○초보청년농부멘토링지원 이명화 외 6명 66,000 66,000

○향토농업문화계승보전지원 성주들소리 보존회 18,000 18,000

○참외및가공상품시장분석 0 0

○사업단네트워크강화 0 0

○벼재배농가상토지원(자150,000) 최장윤 외 226명 147,021 147,021

○유기질비료지원사업(상추) 최석구 외 13명 15,009 15,009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자38,498)[46ha] 한민석 외 51명 35,885 35,885

○소비자초청녹색체험지원 전영균 1,139 1,139

○친환경농산물포장재지원사업(자35,000) 성주군친환경연합회 35,000 35,000 

○친환경농산물판로확대지원(자12,000) 배영자 외 23 10,337 10,337

○토양개량제공급(규산석회 1,198톤) 농협중앙회성주군지부장 173,407 173,407

○유기질비료지원사업(24,844톤) 농협중앙회성주군지부장 1992,398 1992,398

○벼육묘(대형)상토지원(자9,000) 박승훈 외 6명 8,000 8,000 

○벼육묘(소형)상토지원(자10,000) 최찬우 외 19명 9,980 9,980 

○벼육묘상처리제지원(자37,500) 배우종 외 94명 37,487 37,487 

○벼육묘상 매트지원(자412) 박판조 외 2명 1,317 1,317

○명품쌀재배단지조성사업 풍산친환경촌에큰집쌀 40,774 40,774

○친환경농법종합지원(자7,908) 한민석 외 20인 18,425 18,425

○참외농가토양환경개선지원사업 정인휴 외 175명 7,965 7,965

○친환경농자재재료구입비지원사업 성주농협공선회 외 7개소 90,000 90,000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특용작물(버섯)생산 농자재 지원사업 성주군 느타리작목반 15,000 15,000 

○과수농가반사필름공급지원사업(자30,000) 임락용 외 91명 17,586 17,586

○과수농가착색봉지공급지원사업(자25,000) 김문섭 외 54명 15,326 15,326

○과실생산비절감및품질제고지원(자18,330) 김경태 외 103명 39,943 39,943

○저품위사과시장격리수매지원(자33,000) 대구경북능금농협 
성주지점장

50,115 50,115

○참외저급과유통근절사업 성주참외혁신지원단 850,000 850,000

○수출농산물포장상자지원(자8,000)
성주참외수출영농조합법인 외 

1 8,000 8,000

○수출농산물선도유지제지원(자5,000) 월항농업협동조합 외 1 5,000 5,000

○해외시장개척지원 월항농업협동조합 30,000 30,000

○지역특산물포장개선(양봉)(자30,000) 성주군양봉협의회 30,000 30,000

○오미자청포장재지원(자10,000) 가야산오미자작목반 5,000 5,000

○전통식품포장재지원(자20,000) 가야산종합식품 20,000 20,000

○농식품국외판촉지원
성주참외수출영농조합법인 외 

1 50,000 50,000

○경북우수농산물브랜드화(자10,000천원) 백마산새송이버섯연구회 10,000 10,000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자19,300천원) 성진영농조합법인 외 1 25,700 25,700

○참외저급과유통근절수매지원사업(자500,000천원) 농협성주군지부 1,650,000 1,411,829

○수출농식품브랜드경쟁력제고사업(자3,000천원) 월항농업협동조합 12,000 12,000

○농산물유통구조개선지원사업(자185,000천원)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 외 
9개소

740,000 740,000

○생산단계농산물안전성검사지원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 8,750 8,750

○GAP(농산물우수관리)활성화사업 ㈜에버그린농우회 18,000 18,000

○농산물공동선별비지원(자186,000천원)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 186,000 186,000

○농식품국내판촉지원 참샘영농조합법인 외 2 17,500 4,354.5

○전통식품브랜드경쟁력제고사업(자21,000천원) ㈜농업회사법인 성주참외농원 49,000 49,000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초중고22개교) 성주초 외 21개교 205,321 205,321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군비추가분)[유초중고] 성주초 외 22개교 97,889 97,889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성주초 돌봄교실 외 12개교 22,686 22,686

○지역농산물활용 반찬산업 육성사업(자 45,000천원) 울림찬(대표 이정민) -
2021년 이월
(105,000)

○양봉농가소초광지원(자15,000) 김극현 외 232명 14,944 14,944

○양돈농가악취저감용생균제지원(자22,500) 박종근 외 19명 21,000 21,000

○한우고급육생산을위한정액지원사업 고령성주축협 50,000 50,000 

○볏집처리(랩핑비닐구입비)지원(자30,000) 김진용 외 71명 29,992 29,992

○성신농장축산분뇨처리시설운영비(전기료)지원 성신농장 15,000 15,000 

○성신농장축산분뇨처리시설운영비(약품구입비)지원 성신농장 30,000 30,000 

○축산농가톱밥및왕겨지원(자330,000) 여호경 외 235명 330,000 330,000

○가축분뇨공동자원화톱밥공급지원(자20,000) ㈜이매진농업회사법인 20,000 20,000 

○축산분뇨(양돈)자원화처리지원(자100,000) 한정희 외 19명 100,00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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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생산안정사업(자10,000) 해당없음 0 0

○한우친자확인사업 고령성주축협 4,800 4,800 

○한우등록비지원
고령성주축협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 27,000 27,000 

○한우우군선형심사비지원 고령성주축협 4,000 4,000 

○한우지도관리비지원(자2,700) 고령성주축협 0 0

○한우수정란이식사업(자2,475) 장상열 외 17명 18,460 18,460

○면역강화용사료첨가제지원(자79,800) 여호경 외 123명 79,650 79,650

○친환경축산물인증비지원(자2,100) 이광석 외 5명 2,423.8 2,423.8

○친환경악취저감제지원(자32,000) 윤순랑 외 84명 47,880 47,880

○불량모돈갱신사업(자90,000) 김태연 외 17명 90,000 90,000

○계란난좌지원(자19,200) 임영문 외 7명 19,200 19,200

○육계사깔짚지원(자8,250) 이국영 외 5명 8,250 8,250

○돼지액상정액지원(자31,200) 박종근 외 19명 46,800 46,800

○자돈폐사율감소지원(자2,200) 박종근 외 7명 3,300 3,300

○한우스트레스완화강철브러쉬지원(자19,500) 조성래 외 25명 17,322 17,322

○한우미네랄블럭지원(자5,590) 김병기 외 99명 5,563 5,563

○꿀벌화분지원(자63,600) 김극현 외 244명 63,480 63,480

○양봉벌통지원(자54,000) 김극현 외 178명 53,901 53,901

○토종벌종보전지원(자2,800) 강선구 외 9명 9,600 9,600

○사일리지제조비지원(자9,000) 김동현 외 48명 70,724 70,724

○사료작물종자구입비지원(자16,200) 김병기 외 84명 33,584 33,584

○학생승마체험지원(자12,960) 정재강 22,057 22,057

○ICT융복합확산사업(융60,805,자24,322) 정옥진 외 1명 15,798 15,798

○산지생태축산농장조성사업(융7,500) 김장희 0 0

○돼지써코바이러스예방(자144,568) ㈜포크랜드외 20명 216,852 216,852

○구제역백신전업농지원(소)(자28,861) 고령성주축협 동물병원 23,634 23,634

○구제역백신전업농지원(돼지)(자352,537) 고령성주축협 동물병원 163,246 163,246

○방제단인건비 고령성주축협 51,533 51,533

○방제단운영비 고령성주축협 59,455 59,455

○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자12,000) 권용팔 외 2인 18,000 18,000

○소아까바네송아지설사병예방백신지원(자8,000) (사)전국한우협회성주지부 8,000 8,000

○축산물HACCP컨설팅(농장)사업(자4,200) 해당없음 0 0

○쇠고기이력추적제인턴지원 고령성주축협 24,672 24,672

○젖소능력개량사업 박정서 외 4인 6,942 6,942

○유우군검정사업(자600) 김영탁 외 5인 600 600

○낙농헬퍼(도우미)지원사업(자  6,720) 김영탁 외 7인 4,968 4,968

○축산분야HACCP인증비지원(자540)  이광석 외 1 695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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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새마을회 단체활동지원 성주군새마을회 97,000 58,390

○바르게살기운동성주군협의회단체활동지원
바르게살기운동
성주군협의회 13,000 3,000

○한국자유총연맹성주군지회단체활동지원 한국자유총연맹
성주군지회

15,000 6,445

○새마을지도자조끼,모자구입 성주군새마을회 15,000 15,000

○50주년기념도단위행사부스운영 성주군새마을회 0 0

○범도민독서생활화추진 성주군새마을회 6,400 3,910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추진 운영지원 바르게살기운동
성주군협의회

10,000 10.000

○바르게살기운동건전생활실천순회교육
바르게살기운동
성주군협의회 0 0

○바르게살기운동청년회조직활성화 바르게살기운동
성주군협의회

5,000 5,000

○범죄피해자지원활동추진
대구서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10,500 10,500

○성주해병대전우회 청소년  안전문화지도 및 자원봉사활동 성주해병대전우회 15,000 15,000

○민족통일성주군협의회 평화통일기반구축 활동 민족통일성주군협의회 0 0

○사회단체협의회  지역발전활성화 추진 성주군사회단체협의회 20,000 20,000

○임산물물통지원(자3,000)

가야산거자수 작목회

(대표:노재관),

가야산거자수고로쇠연구회

(대표:김광수),

금수형제봉 고로쇠작목반

(대표:이명열),

성주가야산 고로쇠작목반

(대표:강재수)

7,000 7,000

○임산물생산기반조성(융7,500  자5,000)
이상구, 김진석, 노환우, 

김기출, 정명선 12,500 12,500

○백두대간구곡문화자산탐방 세계문화유교재단 28,000 -

○산림소득활성화사업 성주군산림조합 5,000 0

○한센간이양로시설운영지원 김진국(성신마을) 31,660 30,733

○취약지역응급의료지원비
의료법인 석촌의료재단 

성주무강병원 295,000 295,000

○농촌지도자회PLS대응홍보및역량강화활동지원 한국농촌지도자성주군연합회 
회장 김윤성

3,000 3,000 

○농업경영인경영능력향상교육
농업경영인연합회 회장 

백영철 0 0

○농촌지도자4차산업대비전문기술강화 한국농촌지도자성주군연합회 
회장 김윤성

19,160 19,160 

○청년농업인4-H회원과제활동지원
성주군4-H연합회 회장 

박상현 5,000 5,000 

○학생4-H회원과제활동지원

명인고등학교, 
성주여자고등학교, 
성주여자중학교, 

성주중학교, 수륜중학교, 
용암중학교, 초전중학교

5,000 5,000 

○생활개선회육성 생활개선성주군연합회 3,525 3,525

○  생활개선회수련대회참가비지원 생활개선성주군연합회 2,504 2,504

○지역특화식품개발  활성화지원(우리음식연구회) 우리음식연구회 5,923 5,923

○지역민융화프로그램지원 조성구(성주군귀농인연합회) 5,000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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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역량강화교육 조성구(성주군귀농인연합회) 9,800 9,800

○귀농창업활성화지원 김향숙, 박준서 20,000 20,000

○신소득취나물재배단지조성(경상보조) 가야산취나물작목반 800 800

○장애인스포츠대학 성주군 장애인협회 6,000 980

○전국규모장애인체육대회출전경비지원 성주군 장애인협회 6,000 0

○하키부훈련경비지원(중학교,고등학교) 성주군체육회 28,000 28,001

○태권도훈련경비지원(초등부,중등부) 성주군체육회 18,000 16,880

○우수선수육성지원(체육회) 성주군체육회 52,000 50,955

○전국및국제대회참가우수선수지원 성주군체육회 5,000 0

○생활체육교실운영(10개종목) 성주군체육회 24,000 17,800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성주군체육회 197,948 152,118

○어르신체육활동지원 성주군체육회 115,872 110,334

○생활체육지도자장기근속수당지원 성주군체육회 6,420 4,255

○시군생활체육지도자교통비지원 성주군체육회 13,200 10,845

○시군생활체육지도자급식비지원(군비추가분) 성주군체육회 13,200 10,845

○생활체육육성지원 성주군체육회 19,000 18,000

○어르신게이트볼대회지원경비 성주군체육회 6,000 0

○그라운드골프대회지원경비 성주군체육회 5,000 0

○파크골프대회지원경비 성주군체육회 5,000 660

○배구대회지원경비 성주군체육회 3,000 0

○성주군수기생활체육대회(격년제) 성주군체육회 80,000 47,244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배치 성주군체육회 28,968 26,448

○시군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지원 성주군체육회 1,200 1,100

○사회적경제기업판로지원 (사)지역과소셜비즈 20,000 20,000

○중소기업인턴사원제 12,000 0

○마을기업특성화지원사업(과목변경) (사)지역과소셜비즈 6,000 6,000

○사회적기업등일자리창출사업 ㈜인포터리 외3 210,000 189,066

○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지원사업 별고을광대 외1 38,000 38,000

○도제학교버스임차료지원사업 명인고등학교 41,382 41,382

○사회적기업지역특화사업 (사)지역과소셜비즈 40,000 40,000

○청년창업LAB운영지원 (사)경북산학융합본부 235,892 235,892

○경북형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사업 풀뿌리미디어 외 2 151,200 136,427

○BE  Flying청년문화기획가 금수문화예술마을운영협의회 225,868 225,868

○시군청년예비창업지원(과목변경) (사)경북산학융합본부 29,388 29,388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성립전) 경북과학대학교 64,000 11,168

○성주군로컬JOB센터구축사업 경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164,485 164,485

○여성기업인역량강화워크숍(격년제) 5,000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산업단지기숙사지원사업임차비 62,400 

○모범운전자회교통안전활동지원
(사)전국모범운전자회경북

성주지회
2,450 2,450

○녹색어머니회교통안전사업지원
(사)녹색어머니회 

경북성주지회
2,000 2,000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새해해맞이행사개최 2021. 1. 성주문화원 6,000 6,000

○2020성주대표축제 2020.7.~8. 성주군축제추진위원회 750,000 683,018

○세종대왕자태실태봉안행차재현행사 2020.10. 성주군축제추진위원회 200,000 110,473

○2020년야간관광상품운영 2020.8.~11. 지역문화발전소 33,000 33,000

○가야산황금들녘메뚜기잡이체험축제 2020.10.

성주가야산황금들녘

메뚜기잡이체험

축제추진위원회

40,000 37,710

○제17회전국농업경영인대회 미추진
(사)한국농업경영인

성주군연합회
0 0

○제10회  한국여성농업인경북대회 참여 미추진
(사)한국여성농업인

성주군연합회
0 0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가족한마당 행사 미추진 성주군농민회 0 0

○가야산황금들녘메뚜기잡이체험축제 미추진
황금들녘 메뚜기잡이 
체험축제 추진위원회

38,000 38,000 

○새마을운동50주년기념새마을활성화사업 2020.4.~12. 성주군새마을회 30,000 30,000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 대회 2020.10. 경북일보(주) 10,000 10,000

○제15회  성주참외전국마라톤대회 개최 2020.1.~3. 성주군체육회 47,285 47,285

○회원친선게이트볼대회  개최경비 행사 취소 성주군체육회 2,000 0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성주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작은결혼식지원사업
(사)한자녀더갖기

운동연합 성주군지부
11 10 1 매우우수

○지역치안협의회지원 성주군지역치안협의회 1.5 1.5 0 우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성주군협의회

(사업비)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성주군협의회
8 6.2 1.8 우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성주군협의회

(운영비)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성주군협의회
37.45 12.9 24.55 우수

○새해해맞이행사개최 성주문화원 6 6 0 매우우수

○2020성주대표축제 성주군축제추진위원회 700 700 0 매우우수

○가야산황금들녘메뚜기잡이체험축제 메뚜기축제운영위원회 40 40  0 매우우수

○향토문화유산등 보수정비  지원
대한예수장로회 

후평교회 외8건
883.5 590.1 293.4 우수

○지방문화원사업지원 (사)성주문화원 59 59  0 매우우수

○문화원운영비 (사)성주문화원 130 125  5 매우우수

○성주의인물학술대회개최및인물

평전간행(9차년도)
(사)성주문화원 45 45  0 매우우수

○성주향토사지발간 (사)성주문화원 15 15  0 미흡

○성주군 풍물활성화  운영지원
한국국악협회 성주

군지부
28.6  22 6.6 매우우수

○서예교실 (사)성주문화원 34.08 34 0.08 매우우수

○경북사회복지사체육대회지원
성주군사회복지사협
회 2 2 0 매우우수

○사회복지의날기념및복지박람회 성주군지역사회보장
협의체

15     15 0 매우우수

○보훈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상이군경회 성주군지회

상이군경회 
성주군지회 14.3      14.3 0 매우우수

○보훈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전몰군경유족회 성주군지회

전몰군경 유족회 
성주군지회 12.3

       
12.3 0 매우우수

○보훈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전몰군경미망인회 성주군지회

전몰군경 미망인 
성주군지회 12.3

       
12.3 0 매우우수

○보훈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무공수훈자회 성주군지회

무공수훈자회 
성주군지회

12.3        
12.3 

0 매우우수

○보훈단체 법정운영비보조― 

6.25참전유공자회 성주군지회

6.25참전유공자회
성주군지회

14.3        
14.3 

0 매우우수

○보훈단체 법정운영비보조― 
고엽제전우회 성주군지회

고엽제전우회 
성주군지회

12.3        
12.3 

0 매우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보훈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성주군 재향군인회

성주군재향군인회 12.3        
12.3 

0 매우우수

○보훈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월남전참전자회 성주군지회

월남전참전자회 
성주군지회

12.3        
12.3 

0 매우우수

○보훈단체 법정운영비보조― 
광복회 칠곡성주고령지회

광복회칠곡성주 
고령지회

3.3         
3.3 

0 매우우수

○6.25전쟁 기념행사 6.25참전유공자회 5.5
        

5.5 0 매우우수

○재향군인회영호남교류및안보교육 성주군재향군인회 2.6         
2.6 

0 매우우수

○향군의 날 행사 성주군재향군인회 2.4
        

2.4 0 매우우수

○노인의날행사보조 대한노인회성주군지회 19  19 - 매우우수

○성주군장애인협회운영비지원 성주군장애인협회 4  4 - 매우우수

○장애인재활프로그램 성주군장애인협회 4  4 - 매우우수

○장애인인식개선등 성주군장애인협회 1.8  1.8 - 매우우수

○장애인소화기지원및보장구수리지원 성주군장애인협회 2  2 - 매우우수

○장애인수련회 성주군장애인협회 3.5  3.5 - 매우우수

○해피콜운영(장애인복지택시)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성주군지회

40  40 - 매우우수

○사랑의수어교실운영 성주군수어통역센터장 4.5  4.5 - 매우우수

○시각장애인점자교육 성주군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

3  3 - 매우우수

○청소년보호및방범활동
성주청소년지킴이
연합회 2.4  2 0.4 매우우수

○청소년결연사업 한국BBS경북연맹
성주지회

6      2 4 매우우수

○청소년현장체험및수련활동
한국걸스카우트경북
연맹성주지회 3.5  2 1.5 매우우수

○청소년동아리지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1.8  1.8 - 매우우수

○생태계보호및숲길조성사업

(녹색실천연대)
녹색실천연대 6.4  5 1.4 매우우수

○성주참외재배50년스토리텔링홍보 성주문화원 80 80 0 미흡

○성주참외전국순회런칭행사 성주조합공동사업법
인

173 173  0 미흡

○유기질비료지원사업(상추) 관내 상추 재배농가 29 15  14 보통

○친환경농산물포장재지원사업
(자35,000)

성주군친환경농업인
연합회

78 35  43 보통

○곤충산업기반조성(자7,500)
관내 곤충산업 

종사자 16.2 7.5  8.7 보통

○대규모벼재배농가대형농기계지원 관내 벼재배 농가 734 194  540 보통

○참외조기폐경농가지원사업 농협중앙회성주군지부장 924.6 424.6 424.6 매우우수

○시설하우스측창환경개선장치지원사업 관내농업인 71.2 35.6 35.6 우수

○시설원예육묘장PO장기성필름지원사업 관내농업인 30.6 15.3 15.3 우수

○참외저급과매립지피해복구지원 초전면 문덕리 20 20  - 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전통식품포장재지원(자20,000) 가야산종합식품 42 20  22 보통

○우수작목반및선진농가참외포장
밴딩기지원사업

관내 참외농가 및 
단체 328 164  164 우수

○성주참외 홍보·판매용  차량 
구입지원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 30 30  - 우수

○양봉자동채밀기지원(자15,000) 양봉농가 30 15  15 매우우수

○양봉산물저온저장고지원
(자30,000)

양봉농가 60 30  30 매우우수

○성신농장축산분뇨처리시설지붕
보수지원 성신농장 20 20  0 매우우수

○한우농가안개분무소독시설지원
(자  25,000)

관내농업인 50 25  25 우수

○가야산황금들녘메뚜기잡이체험축제 메뚜기축제운영위원회 38 38  0 매우우수

○벼재배농가상토지원(자150,000) 벼재배농가 150 150 0 매우우수

○참외농가토양환경개선지원사업 농협중앙회성주군지부 15.8 7.9 7.9 매우우수

○친환경농자재재료구입비지원사업
성주농협공선회 외 

7개소 180 90  90 매우우수

○과수농가반사필름공급지원사업
(자50,000)

과수재배농가 35 17.5 17.5 미흡

○과수농가착색봉지공급지원사업
(자20,000) 과수재배농가 30.6 15.3 15.3 우수

○과수농가선별기공급지원사업(자
52,500)

과수재배농가 48.5 24.25 24.25 우수

○참외저급과유통근절사업 성주참외혁신지원단 850 850  - 매우우수

○수출농산물포장상자지원
(자8,000)

관내 농산물 
수출단체 16 8  8 매우우수

○수출농산물선도유지제지원
(자5,000)

관내 농산물 수출단체 10 5  5 매우우수

○해외시장개척지원 관내 농산물 수출단체 33 30  3 우수

○지역특산물포장개선(양봉)
(자30,000)

성주군양봉협의회 60 30  30 매우우수

○오미자청포장재지원(자3,000) 가야산오미자작목반 10 5  5 매우우수

○참외선별기지원 관내참외농가 1,240 620  620 매우우수

○GAP인증및교육홍보 ㈜에버그린농우회 18 18  0 미흡

○양봉농가소초광지원(자15,000) 양봉농가 30 15  15 매우우수

○양돈농가악취저감용생균제지원
(자22,500)

양돈농가 45 22.5  22.5 우수

○한우고급육생산을위한정액지원사업 한우농가 50 50  0 매우우수

○볏집처리(랩핑비닐구입비)지원
(자30,000) 축산농가 60 30  30 매우우수

○소사육농가송풍기지원(자15,000) 한우농가 30 15  15 매우우수

○가금농가대형환기휀지원
(자4,000) 가금농가 8 4  4 매우우수

○한우농가사료자동급이시설지원
(자30,000)

한우농가 102 45 57 매우우수

○성신농장축산분뇨처리시설운영비
(전기료)지원 성신농장 19.6 15  4.6 매우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성신농장축산분뇨처리시설운영비
(약품구입비)지원

성신농장 48.9 30  18.9 매우우수

○축산농가톱밥및왕겨지원
(자355,000) 축산농가 660 330  330 매우우수

○가축분뇨공동자원화톱밥공급지원
(자20,000)

㈜이매진농업회사법인 44 20  24 매우우수

○축산분뇨(양돈)자원화처리지원
(자50,000) 양돈농가 245.4 100  145.4 매우우수

○양돈농가악취저감시범사업
(자200,000)

양돈농가 210.9 95.9  115 매우우수

○소아까바네송아지설사병예방백신
지원(자8,000)

(사)전국한우협회성
주지부 16 8  8 매우우수

○공동주택단지내공용시설정비

(2개소)

· 성주우방타운

· 초전아파트
66 35 31 매우우수

  ○성주군새마을회 단체활동지원  ―
"노년은즐겁다" 우리 마을학교 운영 성주군새마을회 13 13 0 보통

○새마을지도자조끼,모자구입 성주군새마을회 15 15  0 보통

○사회단체협의회 지역발전 활성화 추진 성주군사회단체협의회 26 20  6 보통

○성주군새마을회  단체활동지원―

숨은자원모으기대회
성주군새마을회 10 10  0 매우우수

○성주군새마을회  단체활동지원―

피서지새마을이동문고운영
성주군새마을회 2.1 2  0.1 매우우수

○성주군새마을회  단체활동지원―

읍면새마을작은도서관지원
성주군새마을회 5 5  0 우수

○성주군새마을회 단체활동지원―
새마을운동단체교육(중앙및도단위) 성주군새마을회 30 30  0 미흡

○성주군새마을회 단체활동지원―
문예지발간,문학기행 및 독서경진대회

성주군새마을회 7 7  0 보통

○성주군새마을회 단체활동지원―
깨끗한우리마을(읍면공동체)만들기
사업

성주군새마을회 18 18  0 우수

○성주군새마을회 단체활동지원―
사랑의김장나눔

성주군새마을회 14 12  2 매우우수

○바르게살기운동성주군협의회단체
활동지원―바르게살기운동 단체교육
(중앙및도단위)

바르게살기운동

성주군협의회
13 13  0 보통

○한국자유총연맹성주군지회단체활

동지원

한국자유총연맹

성주군지회
15 15  0 보통

○성주군새마을회법정운영비 성주군새마을회 84.3 77  7.3 매우우수

○바르게살기운동성주군협의회 

법정운영비

바르게살기운동

성주군협의회
62.8 49  13.8 매우우수

○한국자유총연맹성주군지회 

법정운영비

한국자유총연맹

성주군지회
23.92 23.92  0 매우우수

○성주해병대전우회 청소년  

안전문화지도 및 자원봉사활동
성주해병대전우회 16 15  1 우수

○임산물물통지원(자3,000) 가야산거자수작목반 외 3 10  7 3 우수

○임산물저온저장고지

(6대,자18,000)
- 36  18 18 매우우수

○안전골든벨어린이퀴즈쇼 대회 경북일보㈜ 10  10 - 매우우수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농촌지도자회PLS대응홍보및역량

강화활동지원

한국농촌지도자

성주군연합회
3  3 0 매우우수

○농촌지도자4차산업대비전문기술강화
한국농촌지도자

성주군연합회
20  20 0 매우우수

○생활개선회육성
생활개선성주군

연합회
5  5 0 매우우수

○성주군수기생활체육대회(격년제) 성주군체육회 80 80  0 매우우수

○장애인스포츠대학 성주군
장애인협회

6 6  0 보통

○하키부훈련경비지원(중학교,고등학교) 성주군체육회 28 28  0 우수

○태권도훈련경비지원(초등부,중등부) 성주군체육회 18 18  0 매우우수

○우수선수육성지원(체육회) 성주군체육회 52 52  0 우수

○체육회운영비 성주군체육회 60 90  0 우수

○생활체육육성지원 성주군체육회 19 19  0 우수

○파크골프대회지원경비 성주군체육회 5 5  0 매우미흡

○사회적경제기업판로지원 (사)지역과소셜비즈 20 20 0 매우우수

○모범운전자회교통안전활동지원
사)전국모범운전자

연함회경북성주지회
3.5  2.45 1.05 우수

○녹색어머니회교통안전사업지원
사)녹색어머니중앙회 

경북 성주지회
2.5  2 0.5 우수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성주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친환경농업육성 이정화 외 
2인

저온저장고,
선별기, 
건조기

HDR3.0 
외 3종 

2020 5 3 15 곤충사육
농가

해당없음

대규모벼재배농가
대형농기계지원

홍순구 외 
9명

트랙서,콤
바인,이앙

기

LUXEN1100E
외 9종 2020 73.4 10 734

성주군
관내 해당없음

참외조기폐경농가
지원사업

김당림 외 
727명 농업용필름 밑비닐,터널

비닐 2020 0.2 4,623 924.6 성주군
 관내 해당없음

시설하우스측창환
경개선장치지원사

업

이창석 외 
20명

측창환경개
선장치 가로미 2020 0.26 273 71.2 성주군

 관내 해당없음

시설원예육묘장PO
장기성필름지원사

업
장영기 농업용필름 PO필름 2020 30.6 1 30.6

성주군
 관내 해당없음

과수농가선별기공
급지원사업(자24,5

00)

문경열 외 
6명

사과,자두
선별기

DES-10A외 
5종 2020 7.2 7 51 성주군

 관내 해당없음

시설원예품질개선(
인발파이프)지원

송준욱
외 430명

농업용파이
프

인발파이프 2020 0.5 2,000 1,000 성주군
 관내

해당없음

참외저급과유통
근절지원사업

이종호 농업용 
관정

농업용
관정(3HP,80

m)
2020 20 1 20 초전면 해당없음

우수작목반 및 
선진농가 

참외선별기 
지웝사업

관내 
참외농가 

참외선별기 12단 2020 6.2 200 1,240 성주군 
관내

해당없음

우수작목반 및 
선진농가 

참외밴딩기 
지웝사업

관내 
참외농가 

참외밴딩기 반자동 2020 1.1 298 328 성주군 
관내

해당없음

성주참외 
홍보‧판매용 
차량구입지원

성주조합공
동사업법인

화물차 윙바디 2020 30 1 30 대가면 해당없음

소사육농가송풍기
지원

정태식 외 
46명 

소사육농가
송풍기

JBF-120RP
외 46종

2020 0.3 100 30 성주군 
관내 

해당없음

가금농가대형환기
휀지원

배영보 외 
3명 

가금농가대
형환기휀

대형휀 50“ 
외 3종

2020 0.8 10 8 성주군
관내

해당없음

한우농가사료자동
급이시설지원

황철진외 
14명

한우농가사
료자동급이

시설

사료자동급이(
우사용구동부 
60㎜ 등) 외 

14종

2020 10 15 150
성주군 
관내 해당없음

양봉자동채밀기지
원(자체)

홍순성외 
14명

양봉자동채
밀기

자동채밀기(8
매) 외 14종

2020 2 15 30 성주군 
관내

해당없음

양봉산물저온저장
고지원(자체)

백승규외 
9명

양봉산물저
온저장고

저온저장고(T
RS030) 외 

9종
2020 6 10 60 성주군 

관내
해당없음

양돈농가악취저감
시설지원사업

유현수
외 4명

양돈농가
악취저감 

시설

축산악취제거
기(HRG-500) 

외 4종
2020 42.1 5 210.5 성주군 

관내 해당없음

소독시설지원사업(
자체)

김진한 외 
4인

한우농가안
개분무소독

시설
2020 10 5 50 성주군 

관내
해당없음

임산물소득사업 정동주
임산물저온

저장고
1식

(10㎡) 2020 6,000 1 6,000 금수면 해당없음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임산물소득사업 이성호 임산물저온
저장고

1식
(10㎡)

2020 6,000 1 6,000 가천면 해당없음

임산물소득사업 이병향 임산물저온
저장고

1식
(10㎡) 2020 6,000 1 6,000 가천면  해당없음

임산물소득사업 노판관 임산물저온
저장고

1식
(10㎡) 2020 6,000 1 6,000 가천면 해당없음

임산물소득사업 노양현
임산물저온

저장고
1식

(10㎡) 2020 6,000 1 6,000 가천면 해당없음

임산물소득사업 이건상
임산물저온

저장고
1식

(10㎡) 2020 6,000 1 6,000 대가면 해당없음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

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주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참외선별기 
지원사업

백*흠 3
교부결정의 내용 미준수에 따른 

법령 위반
’20.9.15

교부결정취소 및 
보조금환수

(3)
2011년 

가축분뇨처
리지원사업
(개별시설)

윤*호 8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앙관서 승인없이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20.3.
보조금환수명령

(29)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성주군이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 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89,974 1,771 0.3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27,124 349,391 354,529 452,186 489,974

행사 축제경비 1,121 1,061 3,280 4,233 1,771

비율 0.34% 0.3% 0.93% 0.94% 0.36%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성주군 행사ㆍ축제 경비가 코로나 19 여파로 행사ㆍ축제가 축소 및 취소되어 생명문화

축제를 포함한 건수가 작년대비 19건 감소하였으며 집행액 또한 20여억 원 감소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