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별지2]

□ 성과평가 결과 : 매우 우수(90점 이상) / 우수(89점~80점) / 보통(79점~60점) / 미흡(59점~50점) / 매우 미흡(50점 미만)

□ 예산기준 : 2018회계 최종예산 기준

(단위 : 백만원)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경남한방항노화산업 전략약초이용 스타상품 개발

(공모사업참여기관부담금)
㈜자○○제약 5             5             -             매우우수

식품기능성평가 지원사업 (인체적용시험)
농업회사법인

㈜지○○○○촌
80           40           40           우수

식품기능성평가 지원사업 (인체적용전시험)
참○○○○오

푸○ ○○○○법인
40           20           20           매우우수

전략약초특화단지조성 유○○ 외 65명 167          100          67           매우우수

감초 용기재배 시범사업 정○○ 외 4명 200          140          60           매우우수

교부현황

평가결과
보조

사업자
사업명

약초해설사회행사 지원 산청○○ ○○○회 5             4             1             매우우수

한방약초 규격포장재 지원 김○○ 외 76명 60           30           30           매우우수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행사 지원
산청군 ○○○○ ○○협의

체
10           5             5             매우우수

현충일행사 지원(군 행사)
전○○○ ○○○

산청군지회
6             6             -             매우우수

현충일생사 지원(면 행사)
삼장면 ○○○

외 3개소
3             3             -             매우우수

산청시천삼장민간인 희생사건 위령제
산청 시천삼장 ○○○ ○○

○ ○○회
4             4             -             매우우수

무공수훈자회 전공비건립 기념 행사비
무공 ○○○○

산청군 지회
3             3             -             매우우수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교부현황

평가결과
보조

사업자
사업명

상이군경회산청군지회 운영 및 행사지원
상이 ○○○

산청군 지회
13           13           -             매우우수

전몰군경유족회산청군지회 운영 및 행사지원
전몰○○ ○○○

산청군 지회
13           13           -             매우우수

전몰군경미망인회산청군지회 운영 및 행사지원
전몰○○ ○○○○

산청군 지회
13           13           -             매우우수

무공수훈자회산청군지회 운영 및 행사지원
무공○○○○

산청군 지회
10           10           -             매우우수

고엽제전우회산청군지회 운영 및 행사지원
고○○○○○

산청군 지회
9             9             -             매우우수

6.25참전유공자회산청군지회 운영 및 행사지원
6.25○○○○○○

산청군 지회
12           12           -             매우우수

월남참전유공자전우회산청군지회 운영 및 행사지원
월○○○○○○○

산청군지회
7             7             -             매우우수

6.25기념행사
6.25○○○○○○

산청군 지회
8             8             -             매우우수

월남참전유공회 산청군지회 행사지원
월○○○○○○○

산청군지회
3             3             -             매우우수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행사지원
무○○○○○

산청군 지회
3             3             -             매우우수

고엽제전우회 4개군 단합대회 행사지원
고○○○○○

산청군 지회
6             6             -             매우우수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산청군지회 운영
경남 ○○ ○○○ ○○

산청군 지회
8             8             -             매우우수

경남신체장애인복지회 산청군지부 운영
경남 ○○ ○○○ ○○

연합회
2             2             -             매우우수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교부현황

평가결과
보조

사업자
사업명

경남농아인협회 산청군지부 운영
경남 ○○○ ○○

산청군 지부
1             1             -             매우우수

경남시각장애인협회 산청군지회 운영
경남 ○○ ○○○ ○○

산청군 지회
1             1             -             매우우수

장애인식개선사업
경남 ○○ ○○○ ○○

산청군 지회
1             1             -             매우우수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경남 ○○ ○○○ ○○

산청군 지회
30           30           -             매우우수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산청군지회 장애인복지증진사업
경남 ○○ ○○○ ○○

산청군 지회
6             6             -             매우우수

경남시각장애인협회 산청군지회 장애인복지증진사업
경남 ○○ ○○○ ○○

산청군 지회
2             2             -             매우우수

경남농아인협회산청군지부 장애인복지증진사업
농○○○○

산청군 지부
2             2             -             매우우수

장애인 극기체험 레프팅 대회
지○○○○○○

산청군 지회
8             8             -             매우우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2019~2023년)
산청군 지역

사○○○○○○
30           30           -             매우우수

지역복지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산청군 지역

사○○○○○○
5             5             -             매우우수

지역복지박람회 개최
산청군 지역

사○○○○○○
10           10           -             매우우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 운영경비
산청군 지역

사○○○○○○
2             2             -             매우우수

푸드뱅크 운영지원 산청 ○○ ○○○○ 30           30           -             매우우수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교부현황

평가결과
보조

사업자
사업명

우리동네 그린존 만들기
산청군 ○○ ○○

○○○
1             1             -             매우우수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개최
산청군 ○○ ○○

○○○
10           10           -             매우우수

사랑담은 명절음식 나누기
산청군 ○○ ○○

○○○
4             4             -             매우우수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산청군 ○○ ○○

○○○
4             4             -             매우우수

자활 활성화 사업 산청 ○○ ○○○○ 20           20           -             매우우수

(사)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운영
(사)대○○○○

○○○○
65           65           -             매우우수

제6회 산청군수기 노인게이트볼대회
(사)대○○○○

○○○○
12           12           -             우수

노인의 날 행사 및 연찬회
(사)대○○○○

○○○○
31           31           -             매우우수

대한노인회산청군지회 사업 지원
(사)대○○○○

○○○○
20           20           -             매우우수

노인대학운영

(사)대○○○○

○○○○○,

○○교회

36           36           -             우수

경로당 안마기 보급사업
(사)대○○○○

○○○○
37           37           -             매우우수

경로당 에어컨 보급사업
(사)대○○○○

○○○○
54           54           -             우수

경로당 PC 보급사업
(사)대○○○○

○○○○
21           21           -             우수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교부현황

평가결과
보조

사업자
사업명

무료 빨래방운영 지원
산청 한일노인

통합지원센터
40           40           -             매우우수

실버합창단 운영 지원 산엔청복지관 58           58           -             우수

경로당 신개축 및 개보수사업(60개소)
(사)대○○○○

○○○○
788          788          -             매우우수

경로당순회 프로그램관리자배치운영
(사)대○○○○

○○○○
26           26           -             우수

노인지역봉사지도 활동비 지원
(사)대○○○○

○○○○
5             5             -             우수

경로당 인터넷 사용료 지원
(사)대○○○○

○○○○
42           42           -             매우우수

경로당 운영 지원(원지경로당)
원○○,○○ 및

원○○,○○ 경로당
2             2             -             매우우수

경로당 보험가입비 상○○○○ 외 340개소 40           40           -             매우우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차량운영비 지원
산청○ ○○○○

○○○ ○○○○○○
6             6             -             매우우수

산청군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지원

산청군○○○○○○, 산○

○ ○○○

외 3개 단체

25           25           -             매우우수

다문화 인식 개선사업
산청○ ○○○○

○○○ ○○○○○○
30           30           -             매우우수

다문화자녀 성장지원 사업
산청○ ○○○○

○○○ ○○○○○○
20           20           -             매우우수

어린이날어울림 한마당 행사 지원(1000명)
산청군 ○○

○○○ ○○○
15           15           -             매우우수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교부현황

평가결과
보조

사업자
사업명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찬회
산청군 ○○

○○○ ○○○
3             3             -             매우우수

어린이과학체험행사
산청군 ○○

○○○ ○○○
5             5             -             매우우수

자연보호활동 행사지원
산청군 ○○ ○○

○○○
5             5             -             매우우수

수변구역 및 수중활동 행사지원
대한○○ ○○○○○ ○○

○○
2             2             -             매우우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지원 강○○외 113명 256          256          -             매우우수

생비량면주민협의체 농산물 저장창고 증축
생○○○ ○○

○○○ ○○○○ 법인
750          750          -             매우우수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지역 농업용농기계구입지원

산청군 ○○○○○

○○○○○○

○○○○ ○○체

30           30           -             매우우수

○○○○ ○○체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지원

(사)한국○○○

○○○ ○○○○○ ○○○

지부

1             1             -             매우우수

이장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사)전국 ○○○

○○○ ○○○○○○ ○○

○○회

20           20           -             우수

산청군재향군인회 운영
산청군

○○○○○
58           58           -             매우우수

산청군재향군인회 행사지원사업
산청군

○○○○○
3             3             -             매우우수

재향군인회 현충일학생백일장 문화행사지원
산청군

○○○○○
3             3             -             매우우수

범죄예방위원회 산청군협의회 지원
범○○○○○○

○○○ ○○회
5             5             -             매우우수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교부현황

평가결과
보조

사업자
사업명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산청군협의회지원
민○○○○○ ○○ ○○

○○○○○○
40           40           -             매우우수

범죄피해자인권대회 및 '등불'위원 워크숍
범○○○○○○○○ '○○'

○○○○부
5             5             -             매우우수

산청군 청년연합회 체육대회 개최 산청군 ○○ ○○○ 10           10           -             매우우수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가 산청군○○○○ 2             2             -             매우우수

새마을회 사랑나눔 어르신 효도관광 산청군○○○○ 4             4             -             매우우수

국민운동단체(새마을 등) 연수대회 산청군○○○○ 10           10           -             매우우수

바르게살기운동 경남회원대회 참가
바○○○○○○

○○○ ○○회
2             2             -             매우우수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대회 참가
바○○○○○○

○○○ ○○회
2             2             -             매우우수

전국 자유수호 웅변대회
한○○○○○○

○○○○회
2             2             -             매우우수

자유수호자 한마음 다짐대회 참가
한○○○○○○

○○○○회
1             1             -             매우우수

새마을 사랑의노인섬기기 및 일손돕기 산청군○○○○ 1             1             -             매우우수

새마을 녹색 생활실천 및 에너지절약캠페인 산청군○○○○ 1             1             -             매우우수

바르게 전국투어 및 선진지견학
바○○○○○○

○○○ ○○회
6             6             -             매우우수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교부현황

평가결과
보조

사업자
사업명

바르게 아름다운가정시상식 및 강연회
바○○○○○○

○○○ ○○회
5             5             -             매우우수

자유총연맹 독거노인및포순이도우미활동
한○○○○○○

○○○○회
5             5             -             매우우수

자유총연맹 안보교육 및 국토대청결운동
한○○○○○○

○○○○회
4             4             -             매우우수

산청군새마을회 운영 및 사업 지원 산청군○○○○ 57           57           -             매우우수

바르게살기운동산청군협의회 운영 및 사업지원
바○○○○○○

○○○ ○○회
25           25           -             매우우수

한국자유총연맹산청군지회 운영 및 사업지원
한○○○○○○

○○○○회
12           12           -             매우우수

국민운동단체(새마을지도자)한마음체육대회 산청군○○○○ 15           15           -             매우우수

국민운동단체(바르게,자총 등)체육대회
바○○○○○○

○○○ ○○회
5             5             -             매우우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담금
진○○○ ○○○○○ ○○

○○ 지원
20           20           -             매우우수

국민보도연맹 민간인 희생사건 위령제 행사 지원(생초) 산○○ ○○○○○○○○○ 2             2             -             매우우수

전통민속놀이육성지원
산청○○○○○

(대표자 김○○)
5             5             -             매우우수

경남예술창작센터 지역연계 문화교실운영
(재)○○○○○○ ○○○장

(대표자 이○○)
20           20           -             매우우수

산청문예지발간
산청○○○○

(대표자 양○)
5             5             -             매우우수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교부현황

평가결과
보조

사업자
사업명

선비대학운영
경○○○○

○○○○○소
25           25           -             매우우수

단성면지 편찬
단○○○ ○○

○○회
60           60           -             우수

산청지역문화연구와 인물 재조명 발간
경○○○○○소

(대표자 박○○)
15           15           -             우수

산청문화예술및관광홍보책자 발간 이○○ 45           30           15           매우우수

마당극「남명 조식」제작
큰○○○○터

(대표자 이○○)
148          78           70           매우우수

산청군서도연합회 서도회원전 지원

산청○○○

○○○

(대표자 이○○)

3             3             -             매우우수

전국시조경창대회 지원
산청 ○○○

(대표자 홍○○)
5             5             -             매우우수

산청농악경연대회 지원
산청○○○

(대표자 이○○)
15           15           -             매우우수

지리산평화제 지원
지○○ ○○○

○○○
30           30           -             매우우수

통합문화이용권 부담금
(재)경남○○

○○○○○
27           27           -             매우우수

화합문화제전 행사지원
산청○○○○ 및 기○○

○○○
64           62           2             매우우수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장사익찔레꽃자선음악회)
문○○○ ○○○○○

(대표자 김○○)
8             8             -             매우우수

두류음악회 지원 시○○ ○○○ 20           20           -             매우우수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교부현황

평가결과
보조

사업자
사업명

문화거리 상설공연
산○○○○

(대표자 이○○)
10           10           -             매우우수

문화예술 상설공연장 운영 큰○○○○○○○ 60           60           -             매우우수

산청 경호강 물 페스티벌 ㈜ 서○○○ 70           70           -             매우우수

기산 국악제전 개최 기○○○○○○○○ 90           90           -             매우우수

문화예술회관 정기 공연 행사 극○ ○○○ 101          101          -             매우우수

지방문화원운영지원
산○○○○

(대표자 이○○)
80           80           -             매우우수

문화학교 운영지원
산○○○○

(대표자 이○○)
27           27           -             매우우수

문화원분과위원회운영 지원
산○○○○

(대표자 이○○)
72           72           -             매우우수

석각명문총람 재발간
산○○○○

(대표자 이○○)
20           20           -             매우우수

산청실버세대 문화이벤트
산○○○○

(대표자 이○○)
8             8             -             매우우수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
산○○○○

(대표자 이○○)
24           24           -             매우우수

두류한시집 제6집 발간
산○○○○

(대표자 이○○)
5             5             -             매우우수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 활동지원)
산청○○○○○ 외

17개 단체
40           40           -             매우우수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교부현황

평가결과
보조

사업자
사업명

춘추향 제례지원 산○○○, 단○○○ 8             8             -             매우우수

서원 제례 지원
도○, 대○, 배○,

서○ ○○
4             4             -             매우우수

사직단 제례 지원 단○○○ 1             1             -             매우우수

단성향교 성년의 날 행사 지원 단○○○ 1             1             -             매우우수

기로연 재연 산○○○, 단○○○ 6             6             -             매우우수

전통문화 계승사업 지원 신○○○ 3             3             -             매우우수

산청매구 무형문화재 육성지원
산○○○○○○

(대표자 김○○)
30           30           -             우수

산청목화축제 및 전통무명베짜기 재현
전○○○○○○○○

○○○
30           30           -             매우우수

목면시배 유지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

○○○
20           20           -             매우우수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

○○○ ○○
6             6             -             매우우수

산청군체육회 사무국 운영지원 산청군○○○○ 60           60           -             우수

도민체육대회 행사지원 산청군○○○○ 153          153          -             매우우수

군민의 날 체육행사 읍○○ ○○○○ 165          165          -             매우우수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교부현황

평가결과
보조

사업자
사업명

군민체육대회 개최 지원 산청군○○○○ 50           50           -             매우우수

체육우수선수 육성지원 산청군○○○○ 11           11           -             우수

경남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산청군○○○○ 135          135          -             매우우수

단위종목별체육대회 참석 산청군○○○○ 30           30           -             우수

산청군 기관단체별 축구대회 개최 산청군○○○○ 20           20           -             우수

학교생활체육시설 사용 산청군○○○○ 6             6             -             매우우수

체육인 화합행사 산청군○○○○ 8             8             -             매우우수

경남테니스협회장배 시군대항 임원테니스대회 산청군○○○○ 20           20           -             매우우수

영호남 동호인 테니스 대회 개최 산청군○○○○ 30           30           -             우수

일반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산청군○○○○ 14           14           -             매우우수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산청군○○○○ 22           22           -             매우우수

전지훈련팀 유치 산청군○○○○ 50           50           -             우수

산청 천왕봉배 윈터리그 유치 산청군○○○○ 70           70           -             우수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교부현황

평가결과
보조

사업자
사업명

산청CUP 전국유소년 동계 전지훈련 유치 산청군○○○○ 70           70           -             우수

종목별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 산청군○○○○ 50           50           -             매우우수

학교체육 육성 산청군○○○○ 50           50           -             우수

초중고 육성 지원사업

(산청FC U-15 육성 지원)
산청○○ ○-○○○○ 42           30           12           매우우수

경남 종별 태권도 대회 산청군○○○○ 32           30           2             매우우수

 체육진흥지원 산청군○○○○ 88           88           -             매우우수

톱밥 생산지원금(육림사업부산물 활용) 산○○ ○○○○ 200          200          -             매우우수

산청곶감 발전자금 지원사업
지○○ ○○○○

○○○○회
40           20           20           매우우수

눈개승마 지원사업
산청군 ○○○○○○

○○○소
35           18           18           매우우수

지리산 산청곶감축제
산청군 ○○○○○○

○○○소
100          40           60           매우우수

지리산 고로쇠 약수제 및 시음회
한○○○○○

○○○○회
14           7             7             매우우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자체사업)

허○○○○○○

○○○○○회의 외

5개소

313          171          141          우수

2018년 교통질서 계도요원 운영비 지원 사업
산청군 ○○○○○회

(회장 박○○)
3             3             -             매우우수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교부현황

평가결과
보조

사업자
사업명

2018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지원사업
산청○○○(합)

(대표 임○○)
160          160          -             매우우수

택시 통합미터기 설치 지원사업
산청군 ○○○○ ○○○

고○○ 외 3명
40           40           -             매우우수

재난구조협회 인명구조활동지원
(사)대한○○ ○○ ○○회

재○○○○○ ○○○ ○회
3             3             -             보통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산청군 화재취약 계층 700

세대
111          111          -             매우우수

군민걷기대회행사 산청군○○○○ 20           20           -             매우우수

성심인애대축제행사지원 성○○ 9             9             -             매우우수

농업소득증대사업 전읍면 농가 3,200       1,600       1,600       매우우수

농산물건조기 및 저온냉동시설 지원 전읍면 농가 2,800       1,400       1,400       매우우수

1읍면 1소득작목 육성 전읍면 농가 1,100       550          550          매우우수

농번기 농작업 지원
생○○ ○○○○○

(대표 임○○)
22           20           2             우수

산청메뚜기 잡기대회 산청군 ○○○○○○ 5             5             -             매우우수

예비못자리설치 산청군 ○○○○○○ 5             5             -             매우우수

묘판상토 지원사업 관내 전읍면 논벼 재배농가 681          613          68           우수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교부현황

평가결과
보조

사업자
사업명

영세농 농자재 지원사업 오○○ 외 2,310명 118          118          -             우수

벼육묘상자 교체 지원 홍○○ 외 174명 50           25           25           미흡

벼 자가수분증진사업 민○○ 외 402명 73           51           22           우수

친환경인증농가 유박퇴비 지원
친환경인증농가 및

생산자 단체
608          304          304          우수

친환경농자재(우렁이)지원
친환경 벼재배

희망농가
154          77           77           우수

우리밀 자가수분증진사업 홍○○ 외 78농가 60           10           50           우수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사업 산청군 ○○○○○○ 65           15           50           매우우수

한우 친자확인 지원사업
함○○○○○

○○지점
60           10           50           우수

하계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임대료 지원
관내 조사료

생산농가
60           10           50           우수

예탁우 농가 담보권 설정 수수료 지원사업
함○○○○○

○○지점
60           10           50           우수

한우개량컨설팅사업
수○○○○

산청군지부
60           10           50           우수

청정 산청한우 산업 발전 추진사업
전국○○○○

산청군 지부
60           10           50           우수

한우개량사업
함○○○○○

○○○점
60           10           50           우수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교부현황

평가결과
보조

사업자
사업명

TMR사료 구입비 보전사업 전국○○○○ 산청군지부 60           10           50           우수

TMR사료 포장재지원
산청 ○○○ ○○ ○○ ○

○조합법인
60           10           50           우수

1등급한우정액지원사업
함○○○○○

산청지점
60           10           50           우수

양봉농가 화분제조 지원사업 양○○○○○○지부 60           10           50           우수

산청 양봉산업 발전 추진 양○○○○○○지부 60           10           50           우수

벌꿀포장재지원사업 양○○○○○○지부 60           10           50           우수

양돈농가 냉난방기 설치지원
대한 ○○○○

산청군 지부
60           10           50           우수

양돈농가 베이비하우스
대한 ○○○○

산청군 지부
60           10           50           우수

육계농가 CCTV 설치지원 산청군 ○○○○ 60           10           50           우수

유정란 생산농가 난좌 지원사업 최○○ 외 8명 60           10           50           우수

고령토 활용 항생제 대체용 미네랄블럭 지원 이○○ 외 20명 60           10           50           우수

젖소농가 우량정액 지원
낙○○○○○

산청군지부
60           10           50           우수

젖소농가 사료 자동급이기 설치지원
낙○○○○○

산청군지부
60           10           50           우수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교부현황

평가결과
보조

사업자
사업명

하절기 폭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조○○ 60           10           50           우수

승마체험사업
산○○○○

(대표 한○○)
60           10           50           우수

한방곤충생산 시설 지원시범사업
용○○○

(대표 양○○)
60           10           50           우수

금서 생축장 축사진입로 확포장 사업
함○○○○○

산청지점
60           10           50           우수

축산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조○○ 60           10           50           우수

유기한우 유기사료 차액보전
함○○○○○

산청지점
60           10           50           우수

유기축산용 조사료 생산지원
산청 ○○○ ○○ ○○ ○

○○○법인
60           10           50           우수

축산단체 정기행사 지원 산청군 ○○○○ ○○회 60           10           50           우수

산청군수배 낚시대회 개최지원

(경호강 물 페스티벌 개최지원)
㈜ 서○○○ 60           10           50           우수

수산생물 방생 행사지원 산청○○○○ ○○회 60           10           50           우수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공급 산청군양축농가 70           15           55           매우우수

가축분뇨 발효처리제 지원 산청군양축농가 70           15           55           매우우수

축분퇴비유통센터 반입농가 수분조절재 지원
(사)한○○○ ○○○ 지부

(대표 주○○)
70           15           55           매우우수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교부현황

평가결과
보조

사업자
사업명

축분퇴비유통센터 퇴비포장재 구입지원
함○○○○○

산청지점
70           15           55           매우우수

축분퇴비유통센터 악취탈취제 구입지원
함○○○○○

산청지점
70           15           55           매우우수

축분퇴비유통센터 수분조절재 구입지원
(사)한○○○ ○○○ 지부

(대표 주○○)
70           15           55           매우우수

축분퇴비유통센터 액비성분 분석 및 부숙도 모니터링

사업

함○○○○○

산청지점
70           15           55           매우우수

가축 무료순회진료 행사지원
(사)대한○○○○

산청군지회
70           15           55           매우우수

닭 감보로 예방백신지원 산청군○○○○ 70           15           55           매우우수

콕시듐 치료제 지원사업 산청군○○○○ 70           15           55           매우우수

축사내부 소독 안개분무 시스템 지원
낙○○○○○

산청군지부
70           15           55           매우우수

젖소 유방염 예방지원
(사)한국○○○○

○○ ○○지부
70           15           55           매우우수

고품질 원유생산 착유환경개선 사업
(사)한국○○○○

○○ ○○지부
70           15           55           매우우수

빅데이터 활용 우군 관리사업
(사)한국○○○○

○○ ○○지부
70           15           55           매우우수

착유실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사)한국○○○○

○○ ○○지부
70           15           55           매우우수

송아지 설사병 예방지원
(사)전○○○○○

○○○지부
70           15           55           매우우수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교부현황

평가결과
보조

사업자
사업명

공수의 가축방역 기구지원
(사)대한○○○○

산청군지회
70           15           55           매우우수

산청 송아지경매시장 수송열 예방 사업
(사)대한○○○○

산청군지회
-             -             -             매우미흡

양봉농가 소초광 지원
(사)한국○○○○

○○○지부
70           15           55           매우우수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유○○ 외 8명 65           15           50           매우우수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김○○ 외 8명 70           15           55           매우우수

농업경영인 우수농업 현장연구 학습 및 평가회
(사)한국○○○○○ ○○○

연합회 (대표 박○○)
75           15           60           매우우수

여성농업인 우수농업 현장학습 및 평가회
(사)한국○○○○○ ○○○

연합회 (대표 황○○)
75           15           60           매우우수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사)한국○○○○○ ○○○

연합회 (대표 박○○)
75           15           60           매우우수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사)한국○○○○○ ○○○

연합회 (대표 박○○)
75           15           60           매우우수

도시소비자초청 농산물 판촉홍보행사
(사)한국○○○○○ ○○○

연합회 (대표 황○○)
75           15           60           매우우수

영호남 우호교류 영암방문
(사)한국○○○○○ ○○○

연합회 (대표 박○○)
75           15           60           매우우수

농업경영인 4개군 체육대회 행사참가
(사)한국○○○○○ ○○○

연합회 (대표 박○○)
75           15           60           매우우수

읍면 학습단체 교육

한국○○○○○

산청군연합회

(회장 이○○)

68           13           55           우수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교부현황

평가결과
보조

사업자
사업명

농업인 학습단체 연찬회 행사지원

한국○○○○

산청군연합회

(회장 이○○)

68           15           53           우수

배 꽃가루 및 석송자 지원
산청○○○○

(대표 성○○)
70           12           58           매우우수

고품질 산청배생산(배봉지)지원
산청○○○○

(대표 성○○)
70           13           57           매우우수

과수 자동선별기 설치 지원 문○○ 60           8             52           보통

딸기농가 제자리육묘 시범 포트 지원
소○○○○○반

(대표 김○○), 손○○
40           15           25           보통

작은뿌리파리 친환경 방제 시범
차○○○ 작목반 외

2개 작목반
39           15           24           미흡

딸기 토양환원소독법을 이용한 친환경 소독 시범
산청○○○○○

(대표 이○○)
60           10           50           우수

딸기 연작지 병해충 경감 대책 시범

지○○ ○○○ ○○

○○법인 (대표 윤○○)

외 1작목반

35           10           25           미흡

고품질 사과생산(반사필름) 지원
지○○ ○○○○반 외

3개 단체
71           13           58           우수

사과 저장성 향상 신물질 시범
지○○ ○○○○반 외

3개 단체
71           13           58           매우우수

양파 종자 구입비 지원
산청군 ○○○○조합

(대표 박○○)
75           15           60           매우우수

저소득지역 하우스 풋마늘 소득화 사업
산청군 ○○○○조합

(대표 박○○)
65           15           50           우수

팬코일을 이용한 냉난방 시범 안○○ 외 1명 70           15           55           매우우수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교부현황

평가결과
보조

사업자
사업명

과수 피해 해충(노린재) 포획트랩 설치 시범
산청·단성 ○○

○○○ 외 3개 단체
71           13           58           매우우수

벼 직파작목반 영농자재 지원
벼 ○○○○반

(대표 이○○)
70           15           55           매우우수

산청 찰벼단지 운영 사업
산청 ○○○○○○ 법인

(대표 정○○)
65           15           50           우수

탑라이스 재배단지 운영사업
탑○○○ ○○회

(대표 오○○)
70           15           55           매우우수

토경딸기 토양개량용 퇴비지원 하○○ 외 22농가 75           15           60           매우우수

딸기 하이베드시설 지원사업 한○○ 외 59농가 75           15           60           매우우수

시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 이○○ 외 41농가 75           15           60           매우우수

딸기 연작장해 대책 병해충방제 약제지원 하○○ 외 15농가 75           15           60           매우우수

딸기후작 애플수박 재배 지원
애○○○○○반

(대표 김○○)
75           15           60           매우우수

시설원예농가 전기 승압비 지원 황○○ 외 70농가 75           15           60           매우우수

딸기육묘장 시설 지원 김○○ 외 21농가 75           15           60           매우우수

폭설피해농가 사과묘목대 지원 김○○ 54           15           39           보통

시설딸기 수정벌 지원 이○○ 외 647농가 75           15           60           매우우수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교부현황

평가결과
보조

사업자
사업명

산청딸기 우수성 홍보 행사 지원
산청군 ○○○○회

(대표 박○○)
75           15           60           매우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약○○○○○○원

외 10개소
70           15           55           매우우수

소규모 수출업체 포장재 지원 지○○ ○○○ 외 3개 업체 70           15           55           매우우수

판로개척을 위한 소비자단체 방문
신○○○○○○인

(대표 이○○)
70           15           55           매우우수

양파 톤백 수매 계근대 지원사업 산청군○○○○○합 70           15           55           매우우수

블루베리 선별기 지원 산청군○○○○○합 70           15           55           매우우수

감자.고구마 세척 및 선별기 지원 산청군○○○○○합 70           15           55           매우우수

농산물(딸기, 양파) 수출 이동식 도크 지원 산청군○○○○○합 70           15           55           매우우수

농산물 공동선별 포장용기 지원 산청군○○○○○합 70           15           55           매우우수

GAP인증농가 각종 검사료 지급 GAP인증농가 70           15           55           매우우수

양정사업 지원 및 관리

(벼 수매가격 보전사업)
산청군○○ 65           15           50           우수

양곡창고 개보수사업 산청군○○ 70           15           55           매우우수

공공비축미곡 매입포대 지원사업 공공비축미 수매농가 70           15           55           매우우수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교부현황

평가결과
보조

사업자
사업명

향토음식상품화 능력강화 시범
산○○상

(대표 임○○)
60           10           50           매우우수

여성일감상품 소득화 지원
고○○○원

(대표 황○○)
65           15           50           매우우수

생활문화 역량개발 시범
산○○ ○○○○ ○○단

외 1개 단체
71           15           56           매우우수

산엔청쇼핑몰 택배비 지급 산엔청쇼핑몰 입점자 70           15           55           매우우수

규격화 택배박스 제작 정○○ 외 23명 65           15           50           매우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