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천원)

보조사업 내역 보조사업자 지원금액

6,027,583

2013년도 (사)경북북부연구원 운영을 위한 보조금 (사)경북북부연구원 30,000

문종환 1,200

문종환 1,200

문종환 1,200

문종환 1,200

문종환 1,200

문종환 1,200

문종환 1,200

문종환 1,200

문종환 1,200

문종환 1,200

문종환 1,200

문종환 1,200

2013년도 경북북부발전협의회 운영 보조금 경북북부발전협의회 20,000

2013년 경북북부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홍보사업 보조금  영주시관광발전협의회 24,000

청송영양축협영양지점 2,427

청송영양축협영양지점 4,938

청송영양축협영양지점 3,376

2013년 상인조직육성사업(1~6월분) 보조금 영양시장상인회 8,100

2013년 생활체육어르신지도자 인건비 보조금  영양군생활체육회 48,576

2013년도 생활체육 일반지도자 인건비 보조금  영양군생활체육회 48,576

2013년 영양군생활체육회 운영비 보조금  영양군생활체육회 20,000

김숙희(보육)외 17 1,980

김숙희(보육)외 17 1,980

김숙희(보육)외 18 2,090

김숙희(보육)외 15 1,760

김숙희(보육)외 18 2,090

김숙희(보육)외 17 1,980

2013년도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배치사업 보조금  선바위정보화마을외 1 15,441

2013년 상반기 정보화마을정보센터 운영보조금  선바위정보화마을외 1 4,800

2013 경북북부권문화정보교류사업 보조금  경북북부권문화정보센터 20,000

2013년도 장애아동재활치료 전자바우처 사업비 예탁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4,000

2013 민주평통군협의회 보조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양군협의회
9,000

2013년 영양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보조금  영양문화원 27,800

2013년도 향토문화진흥 및 문화예술활동 보조금  영양문화원 67,500

선바위권역 사무장 운영 및 추진위원회 운영비 보조금 박명술(선바위권역) 10,200

사회복지법인국민복지재단 75,000

사회복지법인국민복지재단 25,000

2013년 영양군체육회 운영비 보조금  영양군체육회 14,400

13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보조금 (통보)

2013년 쇠고기생산이력추적제(귀표장착비) 보조금 

2013년 상반기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2013년도 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 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지원내역



보조사업 내역 보조사업자 지원금액

2013년도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사업 보조금  대한노인회영양군지회장 23,290

2013년 1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사)영양군자원봉사협의회 4,536

2013년 축사전기시설 안전점검사업 보조금  한국전기안전공사경북북부지사 3,000

2013년 영양관광투어지원 보조금 영양문화원 13,400

2013년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보조금 이지혜 960

2013년도 민간경상보조 보조금  범죄예방위원협의회장 9,900

2013년도 민간경상보조 보조금  안보연합회 13,500

2013년 1월분 스포츠바우처 강좌비(웹결재분) 신한카드(주) 140

2013년도 자원봉사 홍보소식지 제작 보조금  영양군종합자원봉사센터 1,800

2013년도 맞춤형자원봉사프로그램운영 보조금  영양군종합자원봉사센터 2,000

2013년도 영양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보조금 교육청도서관 20,000

2013년 면 종합복지회관 운영보조금  
입암면 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외 3
120,000

2013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보조금 이윤서 1,920

2012년 농촌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박명술 16,000

2012년 농촌총각결홀지원사업 보조금 김호다 5,000

2013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보조금 아쉬라보봐자밀라 1,920

21C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 지원 보조금  영양군새마을회 25,000

범도민 독서생활화 추진 보조금  영양군새마을회 8,000

재활용품 및 헌옷모으기 경진대회 보조금  영양군새마을회 3,000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 보조금  영양군새마을회 3,000

새마을회 사회운동활성화사업 보조금  영양군새마을회 22,800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보조금  영양군새마을회 2,000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사업 보조금  영양군새마을회 20,000

2013 충효교실 운영 보조금  영양문화원 5,000

2013년 2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사)영양군자원봉사협의회 4,019

영양시장상인회 선진시장 탐방 보조금 영양시장상인회 2,340

김수진 1,920

누엔티빛쩜 1,920

2013년도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 보조금 서영식 5,000

여자씨름선수 임수정 영양군 홍보마케팅 보조금  영양군생활체육회 15,000

2013년 생활체육 교실사업 운영비 보조금  영양군생활체육회 21,000

2013년 2월분 스포츠강좌 이용권(웹결재분) 신한카드(주) 210

2013년 쇠고기이력제 업무인턴지원사업 보조금  청송영양축협영양지점 18,900

2013년도 무료세탁센터 보조금  영양군종합자원봉사센터 5,000

2013년 농식품국내외판촉지원(국내분야)사업 보조금  영양고추유통공사외 2 18,000

2013년 농식품국내외판촉지원(해외분야)사업 보조금  영양고추유통공사 20,000

제17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보조금  영양군생활체육회 1,500

제18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 탁구대회 보조금  영양군생활체육회 1,600

담배판매 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지원사업 보조금 (사)한국담배판매인회 영양조합 3,000

2013년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비 추가 예탁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6,767

영양여성농업인센터 72,000

영양여성농업인센터 24,050

2013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보조금 

2013년 여성농업인센터 보조금 



보조사업 내역 보조사업자 지원금액

향토발전행사 사업지원(이장가족생활체육대회) 보조금 영양군이장협의회 10,800

2013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사업 보조금  
사단법인한국국악협회

경상북도지회
5,212

2013 영양향교 기로연 행사 보조금  영양향교 3,600

2013년도 마을만들기 1단계사업 보조금  정을용(황용마을가꾸기)외 23 120,000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사업(체험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이원열 27,000

013년도 민간단체 문화재 보호활동비 지원사업 보조금  영양라이온스클럽외 1 10,000

2013년 학교체육 및 우수선수 육성지원 경비 보조금  영양군체육회 23,400

2013년 체육회 가맹단체 지원비 보조금  영양군체육회 21,600

정보화마을정보센타 환경정비사업 보조금  수비산촌정보화마을 1,250

2013년 3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사)영양군자원봉사협의회 4,126

338

193

660

1,380

619

2013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보조금 농협중앙회영양군지부 1,664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사업(체험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이돈 22,500

빛깔찬일자리지원센터 보조금 (인력수송차량 임차) 영양고추나라영농조합 9,360

영양농협 7,564

영양농협 11,346

2013년 중소기업 Global산업기술연수사업 보조금 영양고추유통공사 4,000

정보화마을정보센타 환경정비사업 보조금  선바위정보화마을 1,250

선바위정보화마을 정보센터 화장실설치사업 보조금  선바위정보화마을 4,000

2013년도 문화이용권 사업 보조금  
금수문화예술마을
운영협의회외 2

40,963

영양의 역사와 문화 주민교양강좌 보조금  영양문화원 4,500

2013년도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보조금  영진전문대학칠곡캠퍼스 46,384

입암면 상인회 선진시장 탐방 보조금  입암면 상인회 2,000

2013년 문화영화상영 보조금 영양문화원 10,800

2013년 바르게살기운동 사회운동활성화 보조금  
바르게살기운동
영양군협의회

20,000

2013년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 운영지원 보조금  
바르게살기운동
영양군협의회

10,000

2013년 영양군씨름왕 선발대회 개최 및 읍면출전경비 보조금  영양군생활체육회 11,700

전국 생활체육대통령배장사씨름대회 유치경비 보조금 영양군생활체육회 100,000

제9회 영양군 일월산 전국오픈탁구대회 개최 경비 보조금  영양군생활체육회 18,000

제15회 국민생활체육회장배 영양 힐클라밍대회 유치경비  영양군생활체육회 40,000

2013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보조금  영양군생활체육회 6,000

2013년 3월분 스포츠강좌 이용권(웹결재분) 신한카드(주) 280

제23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보조금 신청 영양군생활체육회 36,000

2013년도 생활체육지도자 하반기 인건비신청 영양군생활체육회 48,576

2013년 바르게살기운동 국민정신운동 추진 보조금  
바르게살기운동
영양군협의회

8,000

영양시장상인회 상인대학 물품구입 보조금  영양시장상인회 660

최덕순외 17명대상
(신한카드)

2013년 여행이용권 사업 시행(1차)

2013년 한우암소 학교급식지원사업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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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춘 16,000

이동윤 16,000

2013년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보조금  영양군새마을회 5,000

2013년 피서지문고 및 환경안내소 운영 보조금  영양군새마을회 4,500

2013년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 보조금  영양군새마을회 5,000

2013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보조금 딘티흐엉 1,920

누엔티프엉안 1,920

김순화 1,920

린바가미쉘 1,920

2013 영양고유가락 발굴 및 재현 보조금  영양고유가락보존회 4,000

2013 노인회 읍·면분회장 활동비 및 순회교육비 지원금  대한노인회영양군지회장 10,000

2013년도 한우고급육출하장려금지원사업 보조금 청송영양축협영양지점 5,250

2013년 영양관광투어지원 보조금 영양문화원 15,000

선바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외부행사 참여 지원 보조금  
선바위권역추진위원회

 박명술
5,000

최준삼 840

최준삼 840

최준삼 840

최준삼 840

최준삼 840

이상무외 2 1,290

강도우외 1 1,200

강도우외 2 1,800

강도우외 2 1,800

강도우외 2 1,800

강도우외 2 1,800

정광안외 1 1,200

2013년 4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사)영양군자원봉사협의회 3,888

2013년 4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사)영양군자원봉사협의회 3,888

권호원 1,200

권호원 1,200

제18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보조금  영양군생활체육회 3,000

201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합기도대회 개최경비 보조금  영양군생활체육회 20,000

제11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 야구대회 보조금  영양군생활체육회 2,500

2013년 4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사)영양군자원봉사협의회 -3,888

2013 영양원놀음 발굴 및 보존 보조금  영양원놀음보존회 40,000

2013년 4월분 스포츠강좌 이용권(웹결재분) 신한카드(주) 630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사업(체험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이병흡 22,500

2013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보조금 도튀유엉 1,920

영양 외씨버선길 유지관리사업 보조금 (사)경북북부연구원 8,000

2013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보조금 김현자 1,696

2013년 5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사)영양군자원봉사협의회 3,888

2013년 5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영양군여성단체협의회 1,928

2013년 귀농인 실습지원사업 보조금  

2013년 귀농인 인턴지원사업 보조금  

일월산마실권역사무장활동지원사업 보조금 

2013년 농촌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통보

2013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보조금 



보조사업 내역 보조사업자 지원금액

청남권역종합정비사업 사무장 운영 보조금 (5월분) 김기황 1,200

2013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보조금 김성란 1,920

2013년 5월분 스포츠강좌 이용권(웹결재분) 신한카드(주) 630

2013년도 농어촌여름휴가페스티벌지원사업 보조금 
자연치유생태마을
대티골사람들외 1

20,000

제11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족구대회 보조금 신청 영양군생활체육회 1,300

경산시국민생활체육전국초청 게이트볼대회 참가 보조금  영양군생활체육회 450

2013년 마을기업 지원사업 보조금  (1차) 영양뜰유기영농조합 13,000

2013년 마을기업 지원사업 보조금  (1차) 현대영농조합법인 13,000

2013년 하반기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배치사업 보조금 선바위정보화마을외 1 17,360

2013년 하반기 정보화마을정보센터 운영보조금  선바위정보화마을외 1 3,840

제18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 볼링대회 보조금  영양군생활체육회 1,200

2013년도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6월분) 금정미외 2 330

2013년 마을기업 지원사업 보조금  (1차) 염화공영농조합법인 13,000

멸종위기야생동물(여우) 증식연구사업 보조금 수의과대학장 10,000

2013년 6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사)영양군자원봉사협의회외 1 6,503

2013년 착한가격업소 물품구입지원 보조금  나드리김밥천국외 9 14,000

2013년 상인조직육성사업(7~12월분) 보조금  영양시장상인회 8,100

김숙희(보육)외 18 2,090

김숙희(보육)외 18 2,090

김숙희(보육)외 18 2,090

김숙희(보육)외 18 2,090

김숙희(보육)외 18 2,090

김숙희(보육)외 18 2,090

2013년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1차) 이경우외 1 12,774

2013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보조금 (정기숙) 정기숙 1,920

2013년 6월분 스포츠강좌 이용권(웹결재분) 신한카드(주) 630

사무장운영보조금(6월분) 김기황 1,200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보조금 김수예 1,600

선바위권역 사무장 운영 및 추진위원회 운영비 보조금 박명술(선바위권역) -395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보조금 판티니웅 1,760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시군홍보관 운영 보조금  경상북도관광공사 25,000

2013 경북선비아카데미(교양과정) 운영 보조금  영양문화원 9,300

청남권역 사무장운영 보조금 (7월분) 김기황 1,200

2013년 7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영양군여성단체협의회외 1 7,114

2013년 마을기업 지원사업 보조금  (2차) 염화공영농조합법인외 2 27,050

선바위권역 사무장운영 및 추진위원회 보조금 (7월분) 박명술(선바위권역) 1,693

2013년 7월분 스포츠강좌 이용권(웹결재분) 신한카드(주) 560

2013년 농어촌현장포럼지원사업  박명술외 1 13,400

제3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 농구대회 보조금  영양군생활체육회 1,300

2013 경상북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경비 보조금  영양군생활체육회 2,500

2013년 농특산물 수출촉진 장려금 (1차) 영양명가식품(홍종대)외 1 7,233

영양시장 상인대학 개설을 위한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영양시장상인회 1,600

2013년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조사업 내역 보조사업자 지원금액

2013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금 영양군여성단체협의회 6,000

2013년 민간경상보조 보조금  범죄예방위원협의회장 10,100

2013년 8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영양군여성단체협의회외 1 7,114

선바위권역 사무장 운영 및 추진위원회 보조금 (8월분) 박명술(선바위권역) 1,598

제15회 국민생활체육장배 영양 크로스컨트리 전국자전거대회 보조금 신청 영양군생활체육회 5,000

제18회 국민생활체육경상북도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 보조금  영양군생활체육회 480

자유총연맹 민주시민 교육 및 전방견학 보조금  한국자유총연맹 5,000

청남권역 사무장운영 보조금 (8월분) 김기황 1,200

2013년 영양군체육회 추가분 보조금  영양군체육회 5,000

제6회 영주선비숨결배 게이트볼 대회 보조금  영양군생활체육회 420

경북 제2지구 게이트볼대회 개최 보조금  영양군생활체육회 896

2013년 경상북도 게이트볼 클럽리그제 대회 참가 보조금  영양군생활체육회 280

제21회 경상북도 풍물대축제 참가 보조금  영양문화원 3,600

2013년 선바위권역 제1회 팸투어 운영 보조금  박명술(선바위권역추진위원회) 4,700

2013년 8월분 스포츠강좌 이용권(웹결재분) 신한카드(주) 630

2013년도 영양군생활체육회 운영비 보조금  영양군생활체육회 4,000

제23회 경북 도민생활체육대회 보조금  영양군생활체육회 4,000

제15회 국민생활체육회장배 영양크로스컨트리 전국자전거대회 보조금 추가신청영양군생활체육회 3,200

2013년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물류비)2차 경농영농조합법인외 1 13,462

2013년 9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사)영양군자원봉사협의회외 1 7,114

제24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보조금  영양군생활체육회 1,800

2013년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재배 지원사업 보조금  오형식 960

제4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 골프대회 보조금  영양군생활체육회 1,000

2013년 선바위권역 제2회 팸투어 운영 보조금  박명술(선바위권역추진위원회) 1,176

2013년 선바위권역 문화축제 운영 보조금  박명술(선바위권역) 9,960

2013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금 (2차) 영양군여성단체협의회 3,000

2013년 9월분 스포츠강좌 이용권(웹결재분) 신한카드(주) 630

선바위권역 사무장운영 및 추진위원회 보조금 (9월분) 박명술(선바위권역) 1,685

청남권역 사무장운영 보조금 (9월분) 김기황 1,200

지자체연계협력사업(약용작물 명품화 지원사업) 보조금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 131,300

제1회 군위삼국유사기 국민생활체육전국게이트볼대회 보조금  영양군생활체육회 500

2013 경북리그 생활체육 축구 대회 참가 경비 보조금  영양군생활체육회 1,800

2013년 10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영양군여성단체협의회외 1 7,114

제18회 경상북도지사기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개최경비  영양군생활체육회 12,000

제18회 경상북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 참가 경비  영양군생활체육회 1,000

제22회 으뜸농산물한마당 행사 보조금  (사)한국농업경영인영양군연합회 9,000

대통령배 2013 전국씨름왕 선발대회 운영비보조금  영양군생활체육회 2,500

청남권역 사무장 운영 보조금 (10월) 김기황 1,200

선바위권역 사무장운영 및 추진위원회 보조금 (10월) 박명술(선바위권역) 1,695

여자씨름선수 임수정 영양군 홍보마케팅 보조금  영양군생활체육회 1,200

2013년신선농산물수출촉진자금(물류비)3차 경농영농조합법인외 2 2,552

2013년 10월분 스포츠강좌 이용권(웹결재분) 신한카드(주) 490



보조사업 내역 보조사업자 지원금액

2013년 영양관광투어지원 보조금 영양문화원 11,000

2013년도 장애아동재활치료 전자바우처 사업비 예탁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8,681

2013년 마을기업 지원사업 보조금  (1차) 고은마당협동조합 20,000

2013년 선바위권역 제1회 팸투어 운영 보조금  박명술(선바위권역추진위원회) -427

2013년 신선농산물수출촉진자금(물류비) 4차 경농영농조합법인외 1 2,151

2013년 11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영양군여성단체협의회외 1 7,114

영양군축구연합회장기 주말리그 및 동호인클럽 축구대회 운영경비 보조금  영양군생활체육회 3,240

청남권역 사무장 보조금 (11월) 김기황 1,200

선바위권역 사무장운영 및 추진위원회 보조금 (11월) 박명술(선바위권역) 1,673

2013년 11월분 스포츠강좌 이용권(웹결제분) 신한카드(주) 490

2013년 농특산물수출촉진장려금 (2차) 영양명가식품(홍종대)외 1 3,990

2013년 12월분 스포츠강좌 이용권(웹결제분) 신한카드(주) 420

지자체연계협력사업(약용작물 명품화 지원사업) 보조금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 16,700

2013년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국비) 보조금  권정국외 35 38,848

2013년 축구인의밤 및 주말리그 시상식 경비  영양군생활체육회 2,700

노인회 읍면분회 순회교육비 지원금 대한노인회영양군지회장 2,000

거점 자원봉사센터 운영 보조금  영양군종합자원봉사센터 1,000

2013년 농어업종합자금 이차보전사업 보조금 농협은행 (주)영양군 53,910

장영아 1,920

팜티김린 1,728

류순정 1,920

NONG THI QUYEN 1,920

영양 무료빙상장 운영 보조금  영양군생활체육회 10,000

2013년 마을기업 지원사업 보조금  및 (2차) 고은마당협동조합 5,000

현3리 주민지원사업 수도요금 보조금 류경식외 30 2,155

2013년 광역한우생산이력추적시스템 구축 사업 동양중기 김영종 3,000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시군홍보관 운영 보조금  경상북도관광공사 -2,976

2013년 12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사)영양군자원봉사협의회외 1 7,114

2013 경북선비아카데미(교양과정) 운영 보조금  영양문화원 -358

2013 민주평통군협의회 보조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영양군협의회-3,866

2013년도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사업 보조금  대한노인회영양군지회장 -985

2013년 하반기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배치사업 보조금 선바위정보화마을외 1 -499

2013년도 마을만들기 1단계사업 보조금  정을용(황용마을가꾸기)외 1 -3,990

2013 영양고유가락 발굴 및 재현 보조금  영양고유가락보존회장 -2,163

2013년 체육회 가맹단체 지원비 보조금  영양군체육회 -100

2013년도 생활체육 일반지도자 인건비 보조금  영양군생활체육회 -13,168

2013년 생활체육어르신지도자 인건비 보조금  영양군생활체육회 -588

제17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보조금  영양군생활체육회 -282

제11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 야구대회 보조금  영양군생활체육회 -15

제18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 탁구대회 보조금  영양군생활체육회 -1

제18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 볼링대회 보조금  영양군생활체육회 -119

제11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족구대회 보조금 신청 영양군생활체육회 -9

2013년 농가도우미지원사업 보조금 (장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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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보조금  영양군생활체육회 -324

경산시국민생활체육전국초청 게이트볼대회 참가 보조금  영양군생활체육회 -27

제23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보조금 신청 영양군생활체육회 -341

2013년 영양군씨름왕 선발대회 개최 및 읍면출전경비 보조금  영양군생활체육회 -1,439

2013년도 장애아동재활치료 전자바우처 사업비 예탁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5,699

2013년 마을기업 지원사업 보조금  (2차) 염화공영농조합법인외 1 -122

2013년 한센병관리사업 보조금 
한국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
3,100

취약지역 지역응급의료기관운영지원 명성의료재단영양병원 250,000

취약지역 지역응급의료기관운영지원 명성의료재단영양병원 -250,000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영양병원 250,000

2013년 생활개선회원 신문우송료 지원사업 보조금 장명옥 10,360

2013년 농촌노인노후활동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보조금 정헌두 5,000

2013 우리음식연구회육성사업 보조금 우리음식연구회 10,000

2013년도 어린이농촌체험교실운영사업 보조금 이은주 17,000

2013 향토음식자원개발및조리체험교육지원 보조금  이엄숙 18,000

2013년 농업인신문 구독료 지원사업 보조금 농촌지도자영양군연합회 13,200

2013년 농촌여성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보조금  이엄숙 15,000

2013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사업 보조금 오수근 10,000

2013농약안전사고방지시범 보조금 김종학 20,000

농촌노인노후활동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 보조금 김노원 5,000

2013년도 농촌지도자영양군연합회 육성사업 보조금  및 통보 농촌지도자영양군연합회 2,100

2013년도 도.농 체험행사 시범사업 보조금  및 통보 농촌지도자영양군연합회 3,240

2013년도 도.농 체험행사 시범사업 보조금  및 통보 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 2,160

2013년도 한국4-H신문 구독료 지원사업 보조금 김종만(영양군4H연합회) 300

2013년도 영양군4-H연합회 육성사업 보조금 김종만(영양군4H연합회) 1,100

2013년 행복한 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 시범사업 보조 장명옥 10,000

농업인대학 고추기초반 농심체험 행사 보조금  및 통보 이일현 1,080

농업인대학생 및 수료생 농심체험행사 보조금  및 통보 김국현 1,080

2013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조재영 5,000

2013년도 도.농 체험행사 시범사업 보조금  및 통보 농촌지도자영양군연합회 -1,080

2013년도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보조금 김낙권외 43 18,600

2013년 고추건조비 특별지원사업 보조금 권상열외 472 337,323

2013년도 벼재배농가특별지원사업 보조금 김무현외 618 23,461

2013년 친환경농산물판로확대지원사업 보조금 조평복외 47 9,756

2013년 친환경농산물판로확대지원사업 보조금(추가) 김정원외 4 210

2013년 고추건조비 특별지원사업 보조금(추가) 권순형외 2 2,643

2013년 고추건조비 특별지원사업 보조금(추가) 이윤택외 1 645

2013년 고추건조비 특별지원사업 보조금(추가) 권기형 406

2013. 고추건조비 특별지원사업 보조금 김태한외 389 268,220

2013년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군비) 보조금 강성장외 220 182,453

2013년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 보조금 김덕연외 247 28,149

2013년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지원사업(택배비) 김정환외 25 1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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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논소득 기반다양화사업(군비) 보조금 최정섭외 4 5,370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택배비) 지원사업 보조금 이상천외 50 6,546

2013년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보조금 이화춘외 115 107,100

2013년 고추건조비특별지원사업 보조금 김기영외 548 575,013

2013년 고추건조비 특별지원사업 보조금 (누락분) 금동국외 1 1,547

2013년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 보조금 김기영외 319 28,508

2013년 고추건조비특별지원사업 보조금 (추가) 김길동외 7 4,041

2013년 친환경농산물판로확대지원사업 보조금 김경묵외 42 15,510

2013년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보조금 조치석외 19 8,400

2013년 고추건조비 특별지원사업 보조금 권상화외 435 368,344

2013년 고추건조비 특별지원사업 보조금  2차분 이춘희외 8 3,411

2013년 고추건조비 특별지원사업 보조금 3차분 권재문 446

2013년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 보조금 권상화외 250 20,986

2013년 친환경농산물판로확대지원사업 보조금  2차(택배비) 권재영외 16 5,000

2013년 친환경농산물판로확대지원사업(택배비) 보조금 박학진외 23 5,195

2013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군비) 보조금 금병성외 35 32,163

2013년 고추건조비 특별지원금 누락분 김광원 496

2013년 고추건조비 특별지원금 (1차) 금병성외 368 232,700

2013년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 보조금 권병국외 257 28,194

2013년 고추건조비 특별지원금 (2차) 이진호외 2 1,165

2013년 고추건조비 특별지원금 추가분 김옥자 1,003

2013년 논소득기반다양화 사업 보조금 엄주봉외 152 153,600

2013년 벼재배농가특별지원사업 보조금 고재희외 165 11,379

2013 친환경농산물판로확대 지원사업 보조금 김영민외 40 6,301

2013년 고추건조비 특별지원사업 보조금 김홍기외 414 363,647

2013년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보조금 (복지회관 운영비)입암면 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외 149,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