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계 10,688.531 7,246.899

산청 홍화를 활용한 고부가가치화사업 산청홍화육성사업단 360 360

베리류 6차산업화사업 산청베리류가공사업단 397 397

동의보감촌 힐링아카데미 운영지원 한방약초힐링산업육성사업단 35 35

2017년 자원봉사활성화사업 지원 산청군 자원봉사협의회 12 12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자활근로사업-위탁)
산청지역자활센터 760 596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지역자활센터운영)
산청지역자활센터 197 197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지역자활센터운영 도비)
산청지역자활센터 36.6 36.4

노인의 날 행사 및 연찬회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30.15 30.15

노인대학운영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외 1명 36 36

노인회읍면 분회 운영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21.12 21.12

경로당순회 프로그램관리자배치운영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25.685 25.060

경로당 인터넷 사용료 지원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46.176 43.569

노인지역봉사지도 활동비 지원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5 5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11 11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산청복음전문요양원 외 

13개소 노인복지시설장
798.7 787.5

어린이날 행사 지원(도비) 산청군 아동위원협의회 1 1

어린이날 어울림 한마당 행사지원 산청군 아동위원협의회 15 15

양성평등기금 산청군 자원봉사협의회 20 20

2017년도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유족회 
운영지원사업(1차)

(사)산청함양사건양민 
희생자유족회

20 20

2017년 민주평통산청군협의회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1차)
민주평통산청 40 40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보조금 교부 지리산대포곶감정보화마을 14.8 14.8

2017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 지리산대포곶감정보화마을 8 8

2017년 제54회 전국자유수호웅변대회 보조금 교부 한국자유총연맹산청군지회 1.6 1.6

2017년 한국자유총연맹산청군지회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사업비)
한국자유총연맹산청군지회 8 8

2017년 바르게살기운동산청군협의회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
바르게살기운동산청군협의회 10.4 10.4

[별지1] ◈ 2017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2017년 새마을회 사랑나눔

어르신 효도관광 보조금 지급
산청군 새마을회 3.5 3.5

2017년 산청함양사건양민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행사 지원사업 

(사)산청함양사건양민
희생자유족회

17 17

2017년도 하반기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유족회 운영지원사업

(사)산청함양사건양민
희생자유족회

20 20

산청군새마을회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사업비) 산청군새마을회 2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산청지부 (등불위원 
워크숍)보조금

김◯◯ 5 5

2017년 제3회 산청함양사건  
청소년문예공모지원사업

(사)산청함양사건양민 
희생자유족회

3 3

2017년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대회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주◯◯ 1.8 1.8

2017년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에 따른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

산청군새마을회 2 2

바르게살기운동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
(경남회원대회, 아름다운가정 시상식)

바르게살기운동산청군협의회 1.9 1.9

법사랑 산청군협의회
「청소년준법정신 함양교육」보조금

법무부범죄예방위원회 
산청군협의회

5 5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보조금 변경 교부 지리산대포곶감정보화마을 1 1

2017년 산청군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지원 산청군새마을회 1.5 1.5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교육연구사업

(2월분, 2차, 3차)
(재)남명학진흥원 300 300

2017년 산청선비대학 

운영(3월~7월/9월~12월분)
남명학연구소 25 25

산청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산청문화원 18 18

산청문화원 60년사 발간지원 산청문화원 20 20

산청문화원 분과위원회 운영지원(3월~12월) 산청문화원 64.8 64.8

산청문예지 발간 산청문인협회 4 4

산청문화원 사업활동지원(2017년 

상반기분/하반기분)
산청문화원 24 24

제39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참가 (사)전통문화무명베짜기보존회 10 10

2017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25 25

2017년 산청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산청문화원 7 7

2017년 선비문화체험교실 운영 지급 박◯우 8 8

2017년도 전통민속놀이 발굴육성사업 산청매구보존회 5 5

2017년 경남예술창작센터 지역 연계 

문화교실운영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6 6

2017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산청문화봉사단 3 3

2017년 문화예술진흥기금 맑은소리음악동호회 3 3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2017년 문화예술진흥기금 한국서예협회 산청지부 1.5 1.5

2017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리산힐링시낭송회 1 1

2017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산청엔무용단 1.5 1.5

2017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산청문화원음악분과 3 3

2017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산청문인협회 1 1

2017년 문화예술진흥기금 단성민요가야금반 2.5 2.5

2017년 문화예술진흥기금 필봉문학회 3 3

2017년 문화예술진흥기금 까르페디엠 1 1

2017년 문화예술진흥기금 한국사진작가협회산청지부 3 3

2017년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가족노래사랑회 3 3

2017년 문화예술진흥기금 나무소리서각연구회 1.5 1.5

2017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산청시비건립위원회 2 2

2017년 도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 및 
공개행사비 지원 김◯귀 11.1 11.1

2017년 신안학당 전통문화 계승사업 지원 권◯복 3 3

2017년 춘향대제 지원 산청향교 존성계외 2 5 5

2017년도 서계서원 제례비 지원 오◯상 1 1

2017년도 배산서원 제례비 지원 이◯규 1 1

2017년도 대포서원 제례비 지원 여흥민씨종회 
산청군지부(종중) 1 1

2017년도 산청향교 지원사업(충효교실운영) 산청향교 10 10

2017년도 산청향교 
지원사업(전통문화계승사업) 산청향교 존성계 12 12

2017년도 우수 선현제례(덕양전 춘향제례) 
지원

덕양전관리보존위원회 6 6

2017년도 단성향교 지원사업(충효교실운영) 단성향교 10 10

2017년도 단성향교 
지원사업(전통문화계승사업) 단성향교 12 12

2017년도 단성향교 성년의 날 행사 지원 단성향교 0.5 0.5

2017년 생생문화재사업 산청문화관광해설사회 20 20

2017년도 산청향교 추향대제 지원 산청향교 존성계 2 2

2017년도 산청향교 기로연 지원 산청향교 존성계 3 3

2017년 단성향교 추향대제 지원 단성향교 2 2

2017년 단성향교 기로연행사 지원 단성향교 2.8 2.8

2017년 도천서원 제례비 지원 남평문씨충선공파산하종중 1 1

2017년도 우수선현제례(덕양전 추향대제)지원 덕양전관리보존위원회 6 6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산청군체육회 116.7 116.7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산청군체육회 175.2 175.2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초중고 육성 지원사업 산청군체육회 30 30

생활체육 프로그램 산청군체육회 9.7 9.7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체장애인협회 산청군지회 
외 3개소 10 10

학교체육 육성 지원 산청군체육회 50 50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체장애인협회 산청군지회 6 6

체육대회개최지원및경기지원향상 산청군체육회 10 10

생활체육대회 육성 산청군체육회 24 24

생활체육 교실 산청군체육회 12 12

체육진흥기금 산청군체육회 80 78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그린리더산청군협의회 4.0 4.0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지원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도지회 

산청군지부
0.9 0.9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산청콜택시(합) 140 140

교통질서계도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남서부산청지회
3 3

운행기록 영상저장 장치 지원 우진운수 외 35 4 4

택시요금카드결재 수수료지원 산청콜택시(합)외 56 5 5

택시 감차보상지원 (합자) 신흥교통외 2 260 260

지역 투자촉진 주식회사 샘코 2,820 미완료

창업기업고용보조금지원 ㈜제이엠신소재 30 30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 모든식당 2.4 2.4

재난구조협회 인명구조활동 지원
(사)대한민국 특전동지회  

재난구조협회 산청군 지회
3 3

농촌관광주체육성지원 (사무장활동비) 문○이외8명 115.3 115.3

농촌관광주체육성지원 (체험안전화재보험) (사)경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6.9 6.9

농촌관광주체육성지원 (체험마을리더교육지원) (사)경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3.4 3.4

최고농업경영자과정지원 경상대학교,경남과학기술대 14 14

여성농업인브라보바우처지원사업 NH농협은행산청군지부 92 92

2017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김◯◯외 3명 12 12

산청군 귀농귀촌활성화 지원사업 산청군귀농귀촌연합회 6 6

2017년 농촌현장포럼운영 지원 시천면 동신마을외 3개소 29 29

2017년 낙농헬퍼지원사업 낙농육우협회 24 24

한우 공동브랜드 육성사업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 8 7

한우등록심사사업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 57.6 34.3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서울우유 외 4 57.3 57.3

2017년 승마체험사업 산청승마장(한창용) 53.1 53.1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가축재해보험지원사업 농협손해보험(주) 148.6 148.6

동계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산청자연순환농업영농조합법인 외 

9명
947.7 590.6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 진주축산업협동조합 외 1개소 10.7 10.7

한우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백◯◯외 2명 12.7 12.7

2017년 한우 거세사업 보조금 지급 고◯◯ 외 26 5.5 5.5

가축분뇨액비살포비 지원 함양산청축협 213 165

산청축산청정센터 운영지원 함양산청축협 49.5 49.5

축산물HACCP컨설팅 ㈜한국식품컨설팅 7 7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우방가축병원 외 7 175 175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전업농) 진주축협 153.8 153.8

차량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지원 SK텔레콤 외 2 10 10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신성가축병원 외 1 24 24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사업 우방가축병원 12 12

공동방제단 운영(인건비) 함양산청축협 101.3 96.2

공동방제단 운영(운영비) 함양산청축협 111.4 111.4

거점소독시설설치운영지원사업 함양산청축협공동방제단 70.2 70.2

4-H회육성 지원(도) 산청고4-H회 등 5 4.3

농업인단체육성 농촌지도자산청군연합회 11 7.6

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지원 흙사랑작목반 5 5

농촌 전통생태자원 활용기술 시범 남사마을 15 15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갈전마을(생초) 8 8

세시풍속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활용기술 현장실증 향양마을(생초) 20 20

여성농업인 육성운영 딸기연구회 등 10 10

유형별우수센터지원 지리산웃음꽃농장 등 15 15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장죽깻잎작목반 10 10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 이○성 10 10

2017년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산청군농협 20 20

2017년도 공동선별비지원사업 산청군농협 101 101

식생활교육사업 단성초등학교 5 4.9

해외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사업 경남농수산식품수출협회 12.5 12.5

2017년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급 장문◯외 137명 28.8 28.8

GAP 인증수수료 지원(1~4차)지급 김회◯외 63명 9.3 9.3

홍콩 농수산식품 박람회
사단법인경남농수산식품수출

협의회
18.8 18.8

LA한인축제 보조금 ㈜경남무역 12.6 10.3

2017년 베트남호치민 산청군 농림식품 수출상담 산청한방자연식품 주식회사 9.3 9.3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3,256.6 3,202.9

제17회 산청한방약초축제 보조 9월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

회
1,470 1,447

제3회 사회복지인의 행복한동행 9월
산청군지역사회보장협의

체
5 5

보훈관련 사회단체 사업비 지원 연중
상이군경회산청군지회 외 

7
20.9 21.6

시천삼장민간인희생자위령제 지원 4월
시천삼장 민간이희생자

유족회
4 4

월남참전유공자회 산청군지회 행사지원 11
월남참전유공자회 

산청군지회
2.7 2.7

제62회 현충일 추념행사 6월
전몰군경유족회 
산청군지회

8.4 8.4

제16회 경상남도 장애인극기체험 래프팅대회 7월
지체장애인협회 
산청군지회

8 8

2017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보조 3월
산청군지여사회

보장협의체
4.5 4.5

제4회 산청군 복지박람회 보조 9월
산청군지여사회

보장협의체
9 9

2017년 산청군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보조 11월
산청군자원봉사

협의회
10 10

어린이 과학체험행사 5월
산청군 어린이집

연합회
5 5

어린이집 종사자 연찬회 3월
산청군 어린이집

연합회
3 3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홍보전시 

2017년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조이팜 51 51

벼 수매가격 보전사업 보조금 지급 산청군농협 250 250

2017년 통합쌀 포장재 지원사업 산청군농협 28 28

양잠산물대중화사업 양잠산물대중화사업단 44.7 44.7

양파 생산안정제사업
농협경제지주(주) 
경남지역본부

31.5 31.5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제67주년 6.25전쟁 기념일 보조금 교부 6월
6.25참전유공자회산청

군지회
8 8

제30회 산청군청년연합회 친선체육대회  보조금 교부 5월 청년연합회 10 10

새마을운동제창 47주년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새마을지도자한마음체육대회 보조금 교부
7월 산청군 새마을회 10 15

제10회 대포숲음악회 개최  보조금 교부 8월
지리산대포곶감 
정보화마을

20 20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합동위령제 보조금 7월
보도연맹
유족회

1.5 1.5

2017년 핵심새마을지도자 연수대회 개최보조금 지급 9월
산청군
새마을회

10 10

제3회 산청군이장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교부 9월 홍◯◯ 20 20

2017년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1월~12월 산청군체육회 30 30

2017년 체육우수선수 육성지원 2월 산청군체육회 11 11

제56회 도민체육대회 행사 지원 5월 산청군체육회 153 152

제5회 3.1절 기념 경남 여성 테니스대회 3월 산청군체육회 1.5 1.5

제11회 경남도지사배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 참가 3월 산청군체육회 1.2 1.2

2017년 경남테니스협회장배 
시군협회 임원테니스대회 참가 3월 산청군체육회 0.2 0.2

2017년 경남태권도한마당대회 개최 3월 산청군체육회 40 40

제1회 경남축구협회장기 대회 참가 3월 산청군체육회 1.3 1.3

제6회 산청군협회장배 
전국오픈탁구대회 개최 

4월 산청군체육회 40 40

제26회 경상남도지사기 시군 대항 볼링대회 참가 4월 산청군체육회 1.6 1.6

제1회 산청군협회장배 클럽 대항 테니스대회 개최 4월 산청군체육회 1 1

제10회 경상남도지사기 족구대회 개최 4월 산청군체육회 4.5 4.5

제4회 4개군  9개정 거함산합 친선 궁도대회 참가 4월 산청군체육회 1.3 1.3

제22회 경상남도 여성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참가 4월 산청군체육회 1.1 1.1

제10회 거제시장기 경남게이트볼 
대회 참가 5월 산청군체육회 1.7 1.7

제20회 경상남도지사기 생활체육 탁구대회 참가 5월 산청군체육회 1.3 1.3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제6회 영호남 그라운드골프대회 참가 5월 산청군체육회 1.2 1.2

제13회 산청군축구협회장기
기관별 축구대회 개최 5월 산청군체육회 20 20

제30회 경남도지사기 시군대항 
시니어 테니스대회 참가 5월 산청군체육회 0.3 0.3

제17회 산청군협회장배
동호인 테니스대회 개최 6월 산청군체육회 1 1

제9회  경남도지사기 생활체육
시군대항 테니스대회 참가 6월 산청군체육회 1.3 1.3

제14회 경상남도지사기 태권도대회 참가 6월 산청군체육회 2.4 2.4

2017년 산청 경호강 물 페스티벌
(제7회 경남도지사배 래프팅대회) 개최 7월 ㈜서경방송 42 38

제6회 경상남도 여성볼링대회 참가 7월 산청군체육회 0.2 0.2

신안탁구센터 개장기념
탁구대회 개최 추가 7월 산청군체육회 1 1

2017년 경상남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7월 산청군체육회 2 2

2017년 농산어촌 유청소년
선진축구 체험 제공 사업 참가 7월~9월 산청군체육회 25 25

제28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참가 9월 산청군체육회 115 115

제10회 영호남 그라운드골프대회 참가 9월 산청군체육회 1.2 1.2

제2회 경상남도협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개최 9월 산청군체육회 20 20

2017년 단위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9월 산청군체육회 25.5 25

제13회 경상남도협회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 참가 9월 산청군체육회 1.2 1

제18회 경상남도지사기 생활축구대회 참가 9월 산청군체육회 3.3 3.3

제2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참가 10월 산청군체육회 2.3 2

제19회 경남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 참가 10월 산청군체육회 1.7 1.7

배드민턴 학교생활체육시설 사용지원 1~12월 산청군체육회 5.4 5.4

제5회 거함산합 친선 궁도대회 개최 10월 산청군체육회 5 5

제1회 함안 아라 가야 전국 승마대회 참가 11월 산청군체육회 1.3 1.3

2017년  산청군 체육인 화합행사 개최 11월 산청군체육회 8 7.9

제10회 경상남도지사기 생활체육 볼링대회 참가 11월 산청군체육회 0.6 0.6

2017년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에어로빅) 
참가 11월 산청군체육회 0.9 0.9

2017년 산청군협회장배 바둑대회 개최 추가 12월 산청군체육회 2 2

제3회 산청군수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12월 산청군체육회 60 60

산청군  60대FC 창립 및 초청축구대회 개최 12월 산청군체육회 2 2

산청클럽대항 동호인 테니스대회 개최 12월 산청군체육회 3 3

2017년 산청생활체육 볼링대회 개최 12월 산청군체육회 3 3

제10회 두류음악회 5월 시천면청년회 20 20

문화예술(마당극) 상설공연장 운영 7월~10월 큰들문화예술센터 100 100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소규모문화예술공연행사(장사익찔레꽃장사익음악
회)    6월 문화가족

노래사랑회 5 5

제2회 경상남도지사배 전국 항노화 실버 
합창경연대회 9월 (주)서경방송 92 86.4

산청문화원 문화행사 지원 7월~11월 산청문화원 10 10

2017년도 경남도민예술단 경남팝스오케스트라 순회공연 7월 (사)한국예총
경상남도연합회 37 37

2017년 제44회 지리산평화제(2차 포함) 10월 지리산평화제
위원회 30 28.5

2017년 제11회 기산국악제전 9월 기산국악제전
위원회 70 70

2017년 제9회 불교문화제전 9월 산청불교사암
연합회 60 56.2

2017년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보조금 9월~10월 경남가야금합
주단외 1 10 10

제39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참가 4월 (사)전통문화무명베짜
기보존회 10 10

2017년 제41회 남명선비문화축제 10월 남명선비문화축제위원
회 140 140

2017년 전국시조경창대회 지원 10월 산청시우회 3 3

산청군서도연합회 서도회원전 지원 10월 산청군서도연합회 3 3

2017년 제11회 목화축제(전통문화무명베짜기재현) 10월 전통문화무명
베짜기보존회 20 1.9

2017년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10월 경남한국
춤보존회외 1 10 10

성탄 트리 설치 및 성탄축하 음악회 11월 산청군
기독교연합회 20 20

산청매구보존회 정기공연 지원 12월 산청매구보존회 5 5

제10회 지리산 산청곶감 축제 1월
지리산산청곶감

작목연합회
40 40

지리산국립공원 50주년 기념행사 8월 국립공원관리공단 80 80

2017산청 황매산 철쭉제 4~5월
산청황매산철쭉제위원

회
60 60

자연정화 활동 3월~12월
자연보호연맹 

산청군협의회
5 5

수변구역 환경정화 활동 8월
대한민국특전

동지회산청지회
2 2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제6회 성심인애축제 보조 5월 성심원 9 9

군민건강걷기 행사 10월 산청군체육회 20 20

제23회 산청 메뚜기 축제행사 10월 산청군농협 5 5

산청군 불교사암연합회 방생행사비 지급 3월 산청불교사암연합회 1.8 1.8

산청군수배 경호강 낚시페스티벌 7월 ㈜서경방송 41.5 41.5

축산가족의날행사 보조금 지급 7월 산청군축산단체
협의회 6.3 6.3

가축 무료순회진료 행사지원 10
(사)경남수의사회 

산청지회
1.8 1.8

양봉인의날 벌꿀축제 행사지원 11
(사)한국양봉협회 

산청군지부
2 2

제17회 산청한방약초축제 축산물 시식회 행사비 지급 9 산청군육계협회 0.3 0.3

농업인단체육성 8월
산청군농촌

지도자회
10 10

선도농업인 육성지원(기술원) 8월
산청군농촌

지도자회
6.4 5.1

농업경영인 3개군 체육대회 참가 9월
한국농업경영인

산청군연합회
8 8

약초해설사회 운영지원 8월 약초해설사회 4 4

2017년 산청 딸기 홍보 행사 12월 산청군딸기연합회 30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