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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성주군의 201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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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171 7,981 5,885 7,155 43,703 0 1,258 0 3,190
국 비 43,517 6,103 3,195 2,751 30,978 0 0 0 490
시 도비 6,299 732 626 1,931 2,766 0 190 0 54
시 군 구비 19,355 1,146 2,064 2,473 9,959 0 1,068 0 2,64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 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311,382 327,124 349,391 354,529 452,186
사회복지분야(B) 47,426 50,821 52,461 58,531 69,171

사회복지분야비율(B/A) 15.23 15.54 15.01 16.51 15.3
인구수 (C) 45,029 45,205 45,138 44,672 44,015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053 1,124 1,162 1,310 1,57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전년대비 사회복지분야 비율은 줄었들었지만, 예산액은 크게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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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성주군에서 민간(개인 또는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490,932

31,807 6.48%

민간경상보조 (307-02) 13,839 2.82%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487 0.1%

민간행사보조 (307-04) 2,632 0.54%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0 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1,935 2.43%

민간자본보조 (402-01) 2,913 0.59%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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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311,382 327,124 349,391 386,709 490,932

지방보조금(민간) 39,107 35,258 25,860 27,077 31,807

비율 12.56% 10.78% 7.4% 7% 6.48%

※ 2019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9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9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부서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419,286 418,826

기획감사실 ○저출산인식개선지원사업 (주)한따미 40 40

총무과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초중고22개교) 한솔영농조합법인, ㈜식원 291.280 291.280

총무과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군비추가분) 한솔영농조합법인, ㈜식원 106.894 86.204

총무과 ○초등학생영어체험학습운영지원(230명) 영진전문대학 76.300 74.950

총무과
○초등학생영어체험학습운영지원

(군비추가분)
영진전문대학 26.280 23.616

총무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동안동농협가공사업소 24.168 23.467

총무과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지원 성주군새마을지호 12 12

총무과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운영

(자부담8,380,000원)

도흥참외정보화마을
(김상규 위원장)
가야산녹색체험정보화마을
(이근득 위원장)

33.524 33.524 

총무과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운영(군비추가)
도흥참외정보화마을
(김상규 위원장)
가야산녹색체험정보화마을
(이근득 위원장)

 5,669  5,669

총무과 ○정보화마을활성화지원
도흥참외정보화마을
(김상규 위원장)
가야산녹색체험정보화마을
(이근득 위원장)

10,000 10,000 



부서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문화관광과 ○국악분야예술강사지원사업 (사)한국국악협회 
경상북도지회 20.375 20.375 

문화관광과 ○충효교실운영지원 성주문화원 5 5

문화관광과 ○문화학교운영지원 성주문화원 6 6

문화관광과 ○향교문화전승보전(기로연) 성주향교 5.1 5.1

문화관광과 ○향교문화전승보전(석전대제  춘추) 성주향교 12.6 

문화관광과 ○향교문화전승보전(전통문화예절교육) 성주향교 2.4 2.4

문화관광과 ○향교문화전승보전(유림지도자교육) 성주향교 1.8 1.8

문화관광과 ○경북선비아카데미지원 성주청년유도회 15.6 15.6 

문화관광과 ○통합문화이용권사업지원 금수문화예술마을운영
협의회 143.68 143.68 

문화관광과 ○세계장태문화와의만남 성주군축제추진위원회 200 200

문화관광과 ○지역민과 함께 만드는  창작뮤지컬 제작 연극촌사람들,(사)풍물마실
,별고을광대,들소리보존회 200 200

문화관광과 ○성주역사인물선양전국휘호대회 성주문화원 50 50 

문화관광과 ○한계 이승희 선생  다큐제작 성주문화원 70 70 

문화관광과 ○지역문화사랑방운영지원 관운사 16 16

문화관광과 ○심산추모전국경전암송대회 성주청년유도회 37 37

문화관광과 ○성주생활문화센터에  문화가있는날 금수문화예술마을운영협의회 90 90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진흥전문인력배치 성주문화원 15.75 15.75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진흥전문인력배치 성주문화원 20.717 20.717 

문화관광과 ○파리장서및성주독립만세운동100주년기념사업 성주파리장서 4.2독립만세운동 
100주년기념사업회 100 100 

문화관광과 ○심산문화축제 별고을광대 40 40

문화관광과 ○경북정신함양사업 성주문화원 22 22

문화관광과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금수문화예술마을운영협의회 54 54 

문화관광과 ○생명문화의 고장 성주  스토리텔링 성주문화원 150 150

문화관광과
○광대걸공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공모사업군비부담분)
(사)풍물마실 50 50

문화관광과 ○한개마을 정비(초가이엉잇기, 월항 대산) (사)한개민속마을보존회 150 142.156

문화관광과 ○문화재지킴이활동비지원사업 성주문화사랑봉사회 3 3

문화관광과 ○향교서원문화재활용사업 겨레문화사업단 64 63.6

새마을체육과 ○범도민독서생활화추진 성주군새마을회 6.4 6.4

새마을체육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추진 운영지원 바르게살기운동성주군협
의회 10 10.8

새마을체육과 ○바르게살기운동건전생활실천순회교육 바르게살기운동성주군협
의회 1.65 3.7

새마을체육과 ○바르게살기운동청년회조직활성화 바르게살기운동성주군협
의회 5 5

새마을체육과 ○범죄피해자지원활동추진 대구서부범죄피해지원센터 10.5 96.5



부서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새마을체육과 ○생활체육교실운영(10개종목) 성주군체육회 24 24 

새마을체육과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성주군체육회 162.818 162.818

새마을체육과 ○어르신체육활동지원 성주군체육회 101.965 101.965

새마을체육과 ○생활체육지도자장기근속수당지원 성주군체육회 5.110 5.110

새마을체육과 ○시군생활체육지도자교통비지원 성주군체육회 11.700 11.700

새마을체육과
○시군생활체육지도자급식비지원

(군비추가분)
성주군체육회 11.700 11.700

새마을체육과
○공정선거지원단운영(수당및여비)

[군비추가분  400천원]
성주군체육회 4 4

새마을체육과
○성주군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수당)[군비추가분]
성주군체육회 4.600 4.600

새마을체육과 ○사무용품 및 우편료  등(군비추가분) 성주군체육회 2.059 2.059

주민복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 김지수 50 50

주민복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군비추가분) 김지수 11 10.9

환경과 ○도랑살리기사업사후관리 (사)경북자연사랑연합회 10 10

농정과 ○농촌마을공동급식시설지원(자8,000) 김상기, 이종심 32 32

농정과 ○농업경영체경영컨설팅지원(자  30,000) 김상길 외 5명 30 30

농정과 ○농업계고졸업생창업비용지원 정범식 5 5

농정과 ○  농촌체험휴양마을보험가입지원(자828) 김기홍 외 5명 1.95 1.95

농정과 ○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채용지원(자  2,100) 사업포기 0 0

농정과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사업(자  12,600) 농협중앙회 성주군지부 48.874 48.874

농정과 ○청년농부육성지원 박준영 외 10명 110,000 110,000

농정과 ○6차산업경영체활성화지원사업(자  2,400) 정담아 9.6  9.6

농정과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이병훈 외 28명 272,142 272,142 

농정과 ○농촌문화복지여건개선사업(자  7,200) 농협중앙회 성주군지부 27.685 27.685

농정과 ○경북형청년농부일자리사업(자3,000) 주식회사영농조합법인
경성팜스 11,120 11,120

농정과 ○경북형청년농부일자리사업(건강검진비) 사업포기 0 0

농정과 ○6차산업지역단위네트워크구축(자30,000) 월항농협 외 2개소 0 0

농정과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자부담34,134)

[51ha]
이희승 외 45명 33.374 33.374

농정과 ○소비자초청녹색체험지원 김환숙 외 2명 8.66 8.66

농정과 ○친환경농산물판로확대지원(자부담  14,800) 이상구 외 20명 13.104 13.104

농정과 ○토양개량제공급(규산·석회,54,060포) 농협중앙회성주군지부장 148.432 148.432

농정과 ○유기질비료지원사업(22,138톤) 농협중앙회성주군지부장 1,781.474 1,781.474

농정과 ○벼육묘(대형)상토지원(자10,000) 김종태 외 7명 8 8



부서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농정과 ○벼육묘(소형)상토지원(자12,500) 송원석 외 16명 13.5 13.5

농정과 ○벼육묘상처리제지원(자37,500) 이성명 외 95명 37.226 37.226

농정과 ○벼육묘상 매트지원  4500매(자1,238) 박판조 외 2명 1.073 1.073

농정과 ○친환경농법종합지원(자부담9,000) 조성용 외 16명 18.562 18.562

농정과 ○과실생산비절감및품질제고지원(자34,800) 박창용 외 104명 54.6 47.422

농정과 ○저품위사과시장격리수매지원(자23,400) 대구경북능금농협 
성주지점장 39 39

농정과
○저품위사과시장격리수매지원(자6,600)

(자체사업)
대구경북능금농협 
성주지점장 11 11

농정과 ○아로니아과원정비지원사업 김경구 외 3명 2.371 2.371

농정과 ○농식품국외판촉지원 월항농협 외1 50 50

농정과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자27,680천원)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 외1 39.02 39.02

농정과
○참외저급과유통근절수매지원사업

(자500,000천원)
농협중앙회 성주군지부 1,500 1,182.07133

농정과
○농산물유통구조개선지원사업

(자190,800천원)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 763.2 763.2

농정과 ○생산단계농산물안전성검사지원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 8.750 8.750

농정과 ○농산물공동선별비지원(자440,000천원)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 외1 382.7 382.7

농정과 ○농식품국내판촉지원 참샘영농조합법인 외2 15 7.5

농정과 ○Green농식품투어지원 김진석 5 5

농정과 ○축사전기안전점검지원 김외성 외 16명 1.7 1.7

농정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자90,000) 이인훈 외 13명 0.94 0.94

농정과 ○유전능력분석제고지원 고령성주축협 4.3 4.3

농정과 ○한우친자확인사업 고령성주축협 4.8 4.8

농정과 ○한우종축등록비지원 고령성주축협 21 21

농정과 ○한우선형심사비지원 고령성주축협 4.8 4.8

농정과 ○한우지도관리비지원(자  1,480) 고령성주축협 5.92 5.92

농정과 ○한우수정란이식사업(자  4,500) 장상열 외 10명 30.175 30.175

농정과 ○면역강화용사료첨가제지원(자77,100) 곽장훈 외 119명 76.760 76.760

농정과 ○친환경축산물인증비지원(자2,100) 김호달 외 6명 2.962 2.962

농정과 ○음수살포용친환경악취저감제지원(자32,000) 전명선 외 62명 46.740 46.740

농정과
○깨끗한축산환경지원(파리구제제  등, 

자5,760)
서상규 외 39명 11.088 11.088

농정과 ○불량모돈갱신사업(자117,000) 김태연 외 19명 117 117

농정과 ○계란난좌지원(자9,600) 권진택 외 5명 14.4 14.4 

농정과 ○육계사깔짚지원(자5,400) 김호달 외 5명 8.1 8.1 



부서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농정과 ○돼지액상정액지원(자31,200) 김태연 외 19명 46.8 46.8 

농정과 ○자돈폐사율감소지원(자1,540) 용신영농조합법인 외 8명 6.16 6.16 

농정과 ○한우스트레스완화강철브러쉬지원(자3,000) 김진한 외 11명 3.3 3.3 

농정과 ○한우액상초유지원(자2,640) 김진한 외 29명 2.98 2.98

농정과 ○한우미네랄블럭지원(자3,200) 김외성 외 94명 4.7 4.7

농정과 ○꿀벌화분지원(자68,480) 권삼용 외 221명 102.01 102.01 

농정과 ○토종벌종보전지원(자2,000) 여상형 외 6명 6.8 6.8

농정과 ○양봉벌통지원(자38,400) 권상용 외 185명 57.2 57.2

농정과 ○축사단열처리시범사업(자16,000) 정옥진 외 3명 24 24 

농정과 ○사일리지제조비지원(자9,960) 고령성주축협 85.39 85.39

농정과 ○사료작물종자구입비지원(자16,200) 고령성주축협 35.446 35.446

농정과 ○학생승마체험지원(자1,920) 강병호 외 15명 1.075 1.075

농정과 ○IOT기반축우관리시스템지원(자6,000) 권상문 9 9

농정과 ○ICT융복합확산사업(융30,850,자12,340) 김형식 18.510 18.510

농정과 ○말벌퇴치장비지원사업(자3,440) 송창재 외 29명 1.8 1.8

농정과 ○구제역예방(전업농)(자  245,737) 고령성주축산업협동조합 245.737 126.579

농정과 ○돼지써코바이러스예방(자  137,472) ㈜포크랜드 외 21호 206.208 206.208 

농정과 ○방제단인건비 고령성주축산업협동조합 50.096 50.096 

농정과 ○방제단운영비 고령성주축산업협동조합 56.674 56.674 

농정과 ○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자12,000)  정익수 외 2농가 18 18

농정과 ○축산물이력제(귀표장착비)
고령성주축산업협동조합
대구축산업협동조합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

39.648 39.648 

농정과 ○축산물HACCP컨설팅(농장)사업(자4,200) 이종철(세리농장) 9.8 5.6

농정과 ○학교우유급식지원 서울우유 성주고객센터
건국우유 성주대리점 107.468 100.792

농정과 ○쇠고기이력추적제인턴지원 고령성주축산업협동조합 24.072 24.072 

농정과 ○젖소능력개량사업 김영탁 외4인 6.380 6.030

농정과 ○유우군검정사업(자300) 김임기 외 5인 0.7 0.7

농정과 ○낙농헬퍼(도우미)지원사업(자7,200) 황수연 외 7인 10.8 6.120

농정과 ○축산분야HACCP인증비지원(자675) 최준기 외 2인 1.575 0.807

경제교통과 ○택시운수종사자자동혈압측정기지원사업 성주택시(주) 1.485 1.485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인턴사원제 ㈜성주방송 3 3

기업지원과 ○사회적기업등일자리창출사업
한국산재장애인협회(주), 
사회적협동조합별고을광
대

210.305920 226



부서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기업지원과 ○사회적기업등사업개발비지원 한국산재장애인협회(주) 50 56

기업지원과 ○도제학교버스임차료지원사업 명인고등학교 30 30

기업지원과 ○대학생공공기관직무체험(3명) 이현정, 조현정, 김나경 9.725500 10.234 

기업지원과 ○사회적기업지역특화사업 (사)지역과소셜비즈 30 30

기업지원과 ○경북형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사업

사회적협동조합별고을광
대, ㈜커피인포터리, 
사회적협동조합풀뿌리미
디어, 천농영농조합법인

87.535990 93.6

기업지원과 ○문화예술청년기획가양성사업 금수문화예술마을운영협
의회 308 308

산림과 ○임산물생산기반조성(융5,160  주10,320) 이상구 10.320 10.320

산림과 ○백두대간구곡문화자산탐방홍보비지원 (재)세계유교문화재단 35 35

산림과 ○산림소득활성화사업 성주군산림조합 5 5

보건소 ○한센간이양로시설운영지원 성신농장 김진국 32.502 31.038

보건소 ○취약지역응급의료지원비 석촌의료재단성주무강병원 215 215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자대회참가비지원 농촌지도자성주군연합회 9.1 9.1

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4-H회원과제활동지원 성주군4-H연합회 5 5

농업기술센터 ○학생4-H회원과제활동지원 학생4-H 7개교 6 6

농업기술센터 ○ 생활개선회수련대회참가비지원 한국생활개선회성주군연합회 4.8 4.8

농업기술센터 ○행복한농촌가정육성프로젝트시범 한국생활개선회성주군연합회 20 20

농업기술센터
○지역특화식품개발활성화지원

(우리음식연구회)
우리음식연구회 6 6

농업기술센터 ○참외소득보완작목육성(경상보조) 신현구 외4명 0.8 0.8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오페라등) 로얄오페라단 65 65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부서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기획감사실 ○성주읍승격40주년기념지역문화행사 5월 (사)성주문화원 50 50

문화관광과 ○전국시조경창대회개최지원 5월
(사)대한시조협회 

성주군지회
25 25

문화관광과 ○심산김창숙선생숭모제 9월 성주청년유도회 55 55

문화관광과 ○별뫼줄다리기 재현 5월 성주군축제추진위원회 110 110

문화관광과 ○세종대왕자태실태봉안행차재현행사 4~5월 성주군축제추진위원회 200 200

문화관광과 ○아이사랑태교음악회 5월 성주군축제추진위원회 120 120

문화관광과 ○경상북도틴틴가요페스티벌 5월
성주군예술문화

단체연합회
60 60

문화관광과 ○2019미스경북선발대회 5월 대구한국일보 150 150

문화관광과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도 공모사업)[성립전]
19년9월~ 
20년10월

한개민속마을보존회

사우당종택

역사충절공원

아소재

128 20년12월 
정산예정

새마을체육과 ○제14회  성주참외전국마라톤대회 개최 5 성주군체육회 155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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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기획
감사실

○성주읍승격40주년기념

지역문화행사
(사)성주문화원 50 50 0 우수

총무과 ○지역치안협의회지원 성주군지역치안협의회 1.5 1.5 0 우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주군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성주군협의회
82.28 52.26  30.02 우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주군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성주군협의회
35.75 12.46  23.29 우수

문화
관광과 ○지방문화원사업지원 성주문화원 56 56 - 매우우수

〃 ○문화원운영비 성주문화원 127.2 114.5  12.7 매우우수

〃
○성주의인물학술대회개최

및인물평전간행(8차년도)
성주문화원 45 45  - 매우우수

〃 ○성주향토사지발간 성주문화원 15 15  - 매우우수

〃
○성주미술문화인협회정

기회원전
성주미술문화인협회 5 4  1 매우우수

〃 ○성주전통도예가협회전 성주전통도예가협회 6 5  1 매우우수

〃
○성주문화예술협의회  

정기전시회
성주문화예술협의회 5 5  - 매우우수

〃 ○정심연서회원전 정심연서회 4 2  2 매우우수

〃 ○숲속음악회
한국연예예술협회성

주지부
4 3.5  0.5 매우우수

〃 ○한여름밤의 별빛축제 풍물굿패어울림 3 2.5  0.5 매우우수

〃 ○예술동아리공연 성주군예술문화단체
연합회 5 5  - 매우우수

〃
○성주사람과문화19호  

발간
성주문학회 7 4  3 매우우수

〃
○성주주민을위한우리문

화체험마당

금수문화예술마을운

영협의회
5.5 5  0.5 매우우수

〃
○성주군 풍물활성화 운

영지원

한국국악협회 성주

군지부
28.6 22  6.6 매우우수



부서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 ○서예교실 성주문화원 34 34  - 매우우수

〃 ○노인건강교실 성균관유도회성주군지부 2.2 2  0.2 매우우수

〃 ○심산김창숙선생추모다도시연 성균관유도회성주군지부 1.2 1  0.2 매우우수

〃 ○청소년인성교육
성균관유도회성

주군지부
3.1 2.5  0.6 매우우수

〃 ○전통놀이체험 여성유도회 성주군
지부 1.2 1  0.2 매우우수

〃 ○별고을민화작품활동및전시 별고을민화연구회 5 5  - 매우우수

〃 ○취타대육성사업 성주군민취타대 20 20  - 미흡

〃 ○성주풍물큰잔치 성주문화원 13.5 13.5  - 매우우수

〃 ○새해해맞이행사개최 성주문화원 20 20  - 매우우수

〃 ○2019성주대표축제 성주군축제추진위원회 1,150 1,150 - 매우우수

〃 ○삼일유가축제 한개마을민속보존회 60 50  10 미흡

〃
○별고을어린이문화탐방

사업지원
성주청년회의소 8.4 5  3.4 매우우수

〃 ○2019년야간관광상품운영 한개마을민속보존회 33 33  - 매우우수

새마을
체육과

○성주군새마을회 단체활
동지원―숨은자원모으기대회 성주군새마을회 10 10 0 매우우수

〃
○성주군새마을회 단체활
동지원―사랑의김장나눔
(재료비)

성주군새마을회 10 8  2 우수

〃
○성주군새마을회 단체활
동지원―피서지새마을이
동문고운영

성주군새마을회 2.1 2 0.1 매우우수

〃 ○성주군새마을회 단체활동
지원―어르신한글학교운영 성주군새마을회 13 13  0 매우우수

〃
○성주군새마을회 단체활
동지원―읍면새마을작은
도서관지원

성주군새마을회 5 5  0 우수

〃
○성주군새마을회 단체활
동지원―새마을운동단체
교육(중앙및도단위)

성주군새마을회 28 28  0 우수

〃
○성주군새마을회 단체활
동지원―문예지발간,문학
기행및독서경진대회

성주군새마을회 8 7  1 매우우수

〃
○성주군새마을회 단체활
동지원―깨끗한우리마을
(읍면공동체)만들기사업

성주군새마을회 13 13  0 우수

〃

○바르게살기운동성주군
협의회단체활동지원―바
르게살기운동단체교육(중
앙및도단위)

바르게살기운동
성주군협의회 10.7 9  1.7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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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유총연맹성주군
지회단체활동지원

한국자유총연맹
성주군지부 17.9 15  2.9 매우우수

〃 ○먹자쓰놀 활성화 운동  추진 성주군새마을회 5 5  0 미흡

〃 ○성주군새마을회법정운
영비 성주군새마을회 96.9 74  22.9 매우우수

〃 ○바르게살기운동성주군
협의회  법정운영비

바르게살기운동
성주군협의회 52.9 40  12.9 매우우수

〃 ○한국자유총연맹성주군
지회  법정운영비

한국자유총연맹
성주군지부 25.3 22.72  2.6 매우우수

〃 ○새마을지도자역량전진
대회(격년제) 성주군새마을회 32.4 22 10.4 우수

〃 ○바르게살기운동성주군
협의회역량전진대회(격년제)

바르게살기운동
성주군협의회 29.7 15  14.7 우수

〃
○성주해병대전우회 청소
년  안전문화지도 및 자
원봉사활동

성주해병대전우회 13 13  0 매우우수

〃 ○민족통일성주군협의회  
평화통일기반구축 활동

민족통일
성주군협의회 2 2  0 우수

〃 ○사회단체협의회 지역발
전  활성화 추진

성주군
사회단체협의회 31.9 20  11.9 매우우수

〃 ○장애인스포츠대학 사)성주군장애인협회 6 6  0 우수

〃 ○전국규모장애인체육대
회출전경비지원 사)성주군장애인협회 6 6  0 우수

〃
○ 경 상 북 도 지 사 기  
전 국 장 애 인 역 도 대 회 
개최경비

경북장애인역도연맹 15 15  0  미흡

〃 ○경북도민장애인체육대
회출전경비 사)성주군장애인협회 10 10  0 우수

〃 ○하키부훈련경비지원(중
학교,고등학교) 성주군체육회 32.492 28  4.492 우수

〃 ○태권도훈련경비지원(초
등부,중등부) 성주군체육회 18 18  0 우수

〃 ○우수선수육성지원(체육회) 성주군체육회 50 50  0 우수

〃 ○전국및국제대회참가우
수선수지원 성주군체육회 5 5  0 우수

〃 ○체육회운영비 성주군체육회 86 86  0 우수

〃 ○제50회군민체육대회개최 성주군체육회 250 250  0 우수

〃 ○제57회경북도민체육대
회출전경비 성주군체육회 170 170  0 우수

〃 ○생활체육육성지원 성주군체육회 19 19  0 우수

〃 ○도씨름왕선발대회지원
경비 성주군체육회 5.4 5.4  0 우수

〃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
전지원경비 성주군체육회 50 50  0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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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게이트볼대회지원경비 성주군체육회 6 6  0 매우우수

〃 ○그라운드골프대회지원
경비 성주군체육회 5 5  0 우수

〃 ○파크골프대회지원경비 성주군체육회 5 5  0 우수

〃 ○궁도대회지원경비 성주군체육회 5 5  0 우수

〃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
지원경비(16종) 성주군체육회 30 30  0 우수

〃 ○경북리그생활체육대회
지원경비(축구) 성주군체육회 4.5 4.5  0 우수

〃 ○경북리그생활체육대회
지원경비(야구) 성주군체육회 4.5 4.5  0 우수

〃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
회지원경비(6개종목) 성주군체육회 14 14  0 우수

〃 ○생활체육전국한마음대
축전지원경비 성주군체육회 1.5 1.5  0 우수

〃 ○전국택견대회개최경비 성주군체육회 7 7  0 우수

〃 ○경상북도지사기배구대
회개최경비 성주군체육회 20 20  0 우수

〃 ○경상북도협회장기탁구
대회개최경비 성주군체육회 36.351 30  6.351 우수

〃 ○회원친선게이트볼대회  
개최경비 성주군체육회 2 2  0 우수

〃 ○성주참외배전국테니스대회 성주군체육회 17 12  5 매우우수

〃 ○성주참외배전국정구대회 성주군체육회 20 20  20 우수

〃 ○성주가야산사랑산행대회 성주군체육회 50 50  50 매우우수

〃 ○환경지도자연합회환경
정화활동 성주군환경지도자회 30 30  0 매우우수

〃 ○환경지도자역량강화교육 성주군환경지도자회 20 20  0 보통

주민
복지과 ○경북사회복지사체육대회지원 성주군지역자활센터 3.5       2 1.5 매우우수

〃 ○사회복지의날기념및복지박람회 성주군종합사회복지
관 25      25 0 매우우수

〃 ○보훈단체 법정운영비보조
― 상이군경회 성주군지회

상이군경회성주군지
회

       
14.3 

       
14.3 0 매우우수

〃
○보훈단체 법정운영비보조

― 전몰군경유족회 성주군지회

전몰군경유족회 성
주군지회

       
12.3 

       
12.3 0 매우우수

〃
○보훈단체 법정운영비보
조-전몰군경미망인회 성
주군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성주군지회

       
12.3 

       
12.3 0 매우우수

〃 ○보훈단체 법정운영비보조
― 무공수훈자회 성주군지회

무공수훈자회 성주
군지회

       
12.3 

       
12.3 0 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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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단체 법정운영비보조

― 6.25참전유공자회 성주군지회

6.2 5참전유공자회 
성주군지회

       
14.3 

       
14.3 0 매우우수

〃
○보훈단체 법정운영비보
조― 고엽제전우회 성주
군지회

고엽제전우회 성주
군지회

       
12.3 

       
12.3 0 매우우수

〃 ○보훈단체 법정운영비보
조― 성주군 재향군인회

성주군
재향군인회

        
9.3 

        
9.3 0 매우우수

〃

○보훈단체 법정운영비보

조― 월남전참전자회 성

주군지회

월남전참전자회 성
주군지회

       
12.3 

       
12.3 0 매우우수

〃
○보훈단체 법정운영비보
조― 광복회 칠곡성주고
령지회

광복회
칠곡성주고령지회

        
3.3 

        
3.3 0 매우우수

〃 ○보훈가족및지역주민국
립묘지참배및교육

상이군경회
성주군지회

       
10 

       
10 0 매우우수

〃 ○보훈단체전사적지순례등 보훈단체연합회         
8 

        
8 0 매우우수

〃 ○국가유공자한마음대회 보훈단체연합회        
3 

       
3 0 매우우수

〃 ○서해수호의날기념행사 보훈단체연합회         
4 

        
4 0 매우우수

〃 ○6.25전쟁 기념행사 6.2 5참전유공자회 
성주군지회

       
14 

       
14 0 매우우수

〃 ○재향군인회영호남교류
및안보교육 성주군 재향군인회         

2.6 
        

2.6 0 매우우수

〃 ○향군의 날 행사 성주군 재향군인회         
2.4 

        
2.4 0 매우우수

〃 ○학도병 6.25 참전충훈비 건립 6.2 5참전유공자회 
성주군지회      50      50 0 매우우수

가족
지원과 ○노인의날행사보조 (사)대한노인회성주

군지회 19  19 0 매우우수

〃 ○성주군장애인협회운영
비지원 성주군장애인협회 4  4 0 매우우수

〃 ○장애인원예치료프로그
램 성주군장애인협회 4  4 0 매우우수

〃 ○장애인인식개선등 성주군장애인협회 1.8  1.8 0 매우우수

〃 ○장애인소화기지원및보
장구수리지원 성주군장애인협회 2  2 0 매우우수

〃 ○장애인수련회 성주군장애인협회 3.5  3.5 0 매우우수

〃 ○해피콜운영(장애인복지
택시)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성주군지회 33.6  33.6 0 매우우수

〃 ○장애인의날기념행사 성주군장애인협회 20  20 0 매우우수

〃 ○사랑의수어교실운영 성주군수어통역센터
장 4.5  4.5 0 매우우수

〃 ○제13회경북농아인의날
기념행사

성주군수어통역센터
장 24.5  20 4.5 매우우수



부서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 ○시각장애인점자교육 성주군장애인생활이
동지원센터 3         

3 0 매우우수

〃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성주군여성단체협의
회 10  10 0 매우우수

〃 ○어린이날행사보조 성주기독교어린이연
합회 32  25 7 매우우수

〃 ○청소년보호및방범활동 성주청소년지킴이연
합회 3.7  2 1.7 매우우수

〃 ○청소년결연사업 한국BBS경북연맹성
주지회 70.4  2 68.4 매우우수

〃 ○청소년현장체험및수련활동 한국걸스카우트경북
연맹성주지회 3.5  2 1.5 매우우수

〃 ○청소년동아리 지원 성주여고 외 1개소 1.8  1.8 0 매우우수

환경과
○생태계보호및숲길조성

사업(녹색실천연대)
성주군녹색실천연대 7 7 - 매우우수

농정과 ○후계농업경영인대회
―제15회경상북도농업경영인대회

사)한국농업경영인
성주군연합회 17 12 5 매우우수

〃
○후계농업경영인대회
―제30회성주군농업경영
인가족체육대회

사)한국농업경영인성
주군연합회 22.2 16  6.2 매우우수

〃 ○우량농산물전시회 개최 사)한국농업경영인성
주군연합회 3.7 3  0.7 매우우수

〃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행사 사)한국농업경영인
성주군연합회 6.77 5  1.77 매우우수

〃 ○경북뜸농산물한마당행사 사)한국농업경영인
성주군연합회 4.47 3  1.47 우수

〃 ○제10회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여

사)한국여성농업인
성주군연합회 3.6 2.5  1.1 매우우수

〃 ○독거노인한마당잔치및
쌀소비촉진행사

사)한국여성농업인성
주군연합회 4.55 3  1.55 우수

〃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가족한마당 행사 성주군 농민회 3 2  1 매우우수

〃
○여성농업인과다문화이
주여성이함께하는문화탐
방행사(자1,425)

사)한국여성농업인성
주군연합회 4.75 3.325  1.425 매우우수

〃 ○가야산황금들녘메뚜기
잡이체험축제

성주가야산 메뚜기
잡이체험축제위원회 100 100  매우우수

〃 ○벼재배농가상토지원(자
150,000) 관내 벼 재배농가 300 150  150 매우우수

〃 ○유기질비료지원사업(상추) 관내상추 재배농가 8.2 8.2  보통

〃 ○친환경농자재재료구입
비지원사업 관내 친환경농가 180 90  90 매우우수

〃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관내 참외농가 4,000 2,000  2,000 매우우수

〃 ○탈북민지원사업(시설참
외개선사업) 탈북민 20 10  10 미흡

〃 ○과수농가반사필름공급
지원사업(자50,000) 과수농가 100 50  50 우수



부서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 ○과수농가착색봉지공급
지원사업(자20,000) 과수농가 40 20  20 우수

〃 ○과수농가선별기공급지
원사업(자52,500) 과수농가 105 52.5  52.5 매우우수

〃 ○성주참외가요제 경 북 팝 오 케 스 트 라 
성주관현악단 42 40  2 우수

〃 ○참외저급과유통근절사업 농업회사법인
성주참외혁신지원단 526.078 374.228 151.850 매우우수

〃 ○참외맞춤형액비생산지원 농업회사법인
성주참외혁신지원단 200 200  0 매우우수

〃 ○해외시장개척지원 월항농협 외 1 54.635 50  4.635 우수

〃 ○지역특산물포장개선(양
봉)(자30,000)

성주군
양봉협의회 60.640 30  30.640 우수

〃 ○오미자청포장재지원(자
3,000)

가야산오미자
작목반 6.0429 3  3.0429 매우우수

〃 ○참외고부가가치화지원(
자30,000) 월항농업협동조합 66 30  36 매우우수

〃
○가공산업육성지원(가야
산 농 산 물 가 공 센 터 ( 자
20,000)

가야산종합식품 19.47 9.735 9.735 매우우수

〃 ○우수작목반및선진농가
참외선별기지원(자350,000) 전복문 외 111명 707.2 347.2 360 매우우수

〃 ○성주참외혁신지원단 장
비  등 지원(자40,000)

농업회사법인
성주참외혁신지원단 84.4 40  44.4 우수

〃 ○GAP인증및교육홍보 ㈜에버그린농우회 39 39  0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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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돈농가악취저감용생
균제지원(자22,500) 양돈농가 45 22.5 22.5 매우우수

〃 ○한우고급육생산을위한
정액지원사업 한우농가 40 40  0 매우우수

〃 ○볏집처리(랩핑비닐구입
비)지원(자30,000) 축산농가 60 30  30  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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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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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우농가사료자동급이
시설지원(자30,000) 한우농가 60 30 30 매우우수

〃 ○성신농장축산분뇨처리
시설운영비(전기료)지원 성신농장 19.3 15 4.3 매우우수

〃
○성신농장축산분뇨처리
시설운영비(약품구입비)지
원

성신농장 41.1 30 11.1 매우우수

〃 ○축산농가톱밥및왕겨지
원(자355,000) 축산농가 710 355  355  매우우수

〃 ○가축분뇨공동자원화톱
밥공급지원(자20,000)

㈜이매진농업회사법
인 40 20  20 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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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 ○축산분뇨(양돈)자원화처
리지원(자50,000) 양돈농가 184.4 50  134.4 매우우수

〃 ○양돈농가악취저감시범
사업(자200,000) 양돈농가 381.6 189  192.6 매우우수

〃 ○참외농가수정벌공급사
업(시범사업) 양봉농가 40 40  0 매우미흡

〃 ○양봉산물저온저장고지
원(자30,000) 양봉농가 88.8 58.8 30 매우우수

〃 ○소아까바네송아지설사
병예방백신지원(자8,000)

(사)전국한우협회성
주지부 16 8  8 매우우수

경제
교통과

○모범운전자회교통안전

활동지원

사)전국모범운전자연
함회경북성주지회 3.5  2.45 1.05 보통

〃
○외식업영업자역량강화

교육

한국외식업중앙회성

주군지부
26.4  24 2.4 매우우수

기업
지원과

○중소기업인위탁연수(격

년제)

성주군중소기업협의

회
5 5 매우우수

〃
○지역발전우수기업 환경

개선정비비
가천산업사 외 8 90 90  매우우수

도시
건축과

○공동주택단지내공용시

설정비(4개소)
청구신호타운외3개소 146 85 61 매우우수

산림과
○거자수액물통지원(자

3,000)

가야산거자수작목반  

외 3
9.9 7 2.9 매우우수

〃
○거자수액저온저장고지

원(자9,900)

가야산거자수작목반 

외 4
18 9 9 보통

안전
건설과

○안전골든벨어린이퀴즈

쇼 대회
경북일보㈜ 10 매우우수

농업
기술센터

○농촌지도자회PLS대응홍

보및역량강화활동지원

농촌지도자

성주군연합회
3  3 - 보통

〃
○농업경영인경영능력향

상교육

농업경영인

성주군연합회
20  20 - 우수

〃 ○생활개선회육성
생활개선회성주군연

합회
5  5 - 우수

〃
○농업인학습단체활력화

대회

생활개선회성주군연

합회
40  40 - 매우우수

〃 ○귀농인회지역봉사활동
지원 귀농인연합회 3  3 - 미흡

〃 ○성주참외품평회 농촌지도자회 40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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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주민복지과 보훈선양사업추진
6.25 참전 
유공자회 
성주지회

학도병6.25 
참전충훈비건립

높이 4.5M
학도병 
6.25참전
충훈비

2019 32 1 50
성주읍 
주천로 
15-18

해당
없음

농정과 고품질참외생산
장기근
외417명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파이프 2019 2

1,87
2동 1,911

성주군
관내

해당
없음

농정과 고품질참외생산 전해성
탈북민지원사
업(시설참외개
선사업)

자동
개폐기
시설

2019 10 1식 10 성주읍 해당
없음

농정과 FTA대책관리 장정곤 
외 14명

과수농가선별
기공급지원사
업

DES-1
2A 2019 7.3 15 7.3

가천면 
중산2길 
35 외

해당
없음

농정과 가공산업육성

가야산
농산물
가공센
터

가공산업육성
지원(가야산농
산물가공센터)

가공기
계,
(전동어
닝)

2019
3.674
(1.1)

5
(1)

19.47
0

수륜면 
참별로 
887

해당
없음

농정과 우수작목반지원(자
체)

김용림 
외 
111명

우수작목반및
선진농가참외
선별기지원

참외
선별기 2019 6.2 112 694.4 성주군 해당

없음

농정과 우수작목반지원(자
체)

조우찬 
외 13명

성주참외혁신
지원단장비  
등 지원

참외
선별기,
(퇴비
살포기)

2019 6.2
(5)

12
(2)

84.4 성주군 해당
없음

농정과 축산농가경쟁력강화
여호경 
외 32명

소사육농가송
풍기지원 2019 0.3 100 30

성주군 
관내

해당
없음

농정과 축산농가경쟁력강화 배영보 
외 2명

가금농가대형
환기휀지원 2019 0.8 6 4.8 성주군 

관내
해당
없음

농정과 축산농가경쟁력강화 정철식 
외 3명

한우농가사료
자동급이시설
지원

2019 15 4 60 성주군 
관내

해당
없음

농정과 축산분뇨처리
한정희 
외 9명

양돈농가악취
저감시범사업 2019 38.16 10 381.6

성주군 
관내

해당
없음

농정과 양봉산물저온저장고
지원(자체)

김성환 
외 9명

양봉산물저온
저장고지원

2019 6 10 60 성주군 
관내

해당
없음

농업기술
센터

청년농업인자립기반
구축 이경규

가공장신축,
떡제병기 
외8종

- 2019 150 1식 150
가천면 
창천4길 
66

해당
없음

농업기술
센터

청년농업인자립기반
구축 김명호 비닐하우스 

10동 - 2019 100 1식 100
초전면 
봉정리 
353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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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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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내용이 없습니다.

부서명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농업기술
센터

성주참외한우 
브랜드육성시범

성주참
외한우
영농조
합법인

사료
배합기 외 
13종

- 2019 558 1식 558
대가면 
봉흥로 
308-25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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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성주군이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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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186 4,233 0.9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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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 2019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9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가 늘어난 이유는 생명문화축제 및 메뚜기잡이체험축제가 커짐에 따라 소요액 증가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311,382 327,124 349,391 354,529 452,186

행사 축제경비 1,079 1,121 1,061 3,280 4,233

비율 0.35% 0.34% 0.3% 0.93% 0.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