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1 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1

단위 천원

구분 집 행 내 역 건수 금액 비고

총     계 699 182,833

월 소계01 27 7,721

월01

군정 협조자 및 업무관련자 식사 제공 7 835
지역 농특산물 구입 16 6,245
상근직원 및 현업근무자 격려 식사 등 제공 1 72
주요사업 관련 회의 및 행사 참석자 식비 및 물품 증정 2 209
화환 화분 및 기타기념품 제공, 1 360
명절 선물 구입 - -
민원 내방객 접대용 음료 및 다과 구입 - -
기타 - -

월 소계02 78 27,762

월02

군정 협조자 및 업무관련자 식사제공 21 3,581
지역 농특산물 구입 41 16,316
상근직원 및 현업근무자 격려 식사 등 제공 1 63
주요사업 관련 회의 및 행사 참석자 식비 및 물품 증정 6 2,110
화환 화분 및 기타기념품 제공, - -
명절 선물 구입 5 1,787
민원 내방객 접대용 음료 및 다과 구입 2 340
군정 협조 언론인 농특산물 구입 전달 1 1,500 단일건

설맞이 군정 협조 언론인 농특산물 구입 전달 1 2,065 단일건

월 소계03 53 10,344

월03

군정 협조자 및 업무관련자 식사제공 28 4,079
지역 농특산물 구입 13 4,195
상근직원 및 현업근무자 격려 식사 등 제공 - -
주요사업 관련 회의 및 행사 참석자 식비 및 물품 증정 9 1,659
화환 화분 및 기타기념품 제공, 2 110
명절 선물 구입 - -
민원 내방객 접대용 음료 및 다과 구입 1 301
기타 - -



단위 천원

구분 집 행 내 역 건수 금액 비고

월 소계04 50 9,227

월04

군정 협조자 및 업무관련자 식사제공 19 2,427
지역 농특산물 구입 21 4,980
상근직원 및 현업근무자 격려 식사 등 제공 3 486
주요사업 관련 회의 및 행사 참석자 식비 및 물품 증정 5 1,234
화환 화분 및 기타기념품 제공, 2 100
명절 선물 구입 - -
민원 내방객 접대용 음료 및 다과 구입 - -
기타 - -

월 소계05 46 10,094

월05

군정 협조자 및 업무관련자 식사제공 22 2,995
지역 농특산물 구입 17 5,773
상근직원 및 현업근무자 격려 식사 등 제공 - -
주요사업 관련 회의 및 행사 참석자 식비 및 물품 증정 6 1,276
화환 화분 및 기타기념품 제공, - -
명절 선물 구입 - -
민원 내방객 접대용 음료 및 다과 구입 - -
기타 1 50

월 소계06 59 17,050

월06

군정 협조자 및 업무관련자 식사제공 27 8,798
지역 농특산물 구입 17 4,594
상근직원 및 현업근무자 격려 식사 등 제공 3 865
주요사업 관련 회의 및 행사 참석자 식비 및 물품 증정 10 2,543
화환 화분 및 기타기념품 제공, 1 50
명절 선물 구입 - -
민원 내방객 접대용 음료 및 다과 구입 1 200
기타 - -

월 소계07 40 8,252

월07
군정 협조자 및 업무관련자 식사제공 19 2,931
지역 농특산물 구입 12 3,076
상근직원 및 현업근무자 격려 식사 등 제공 - -



단위 천원

구분 집 행 내 역 건수 금액 비고

월07

주요사업 관련 회의 및 행사 참석자 식비 및 물품 증정 5 1,865
화환 화분 및 기타기념품 제공, 3 130
명절 선물 구입 - -
민원 내방객 접대용 음료 및 다과 구입 1 250
기타 - -

월 소계08 39 6,428

월08

군정 협조자 및 업무관련자 식사제공 17 1,917
지역 농특산물 구입 16 3,320
상근직원 및 현업근무자 격려 식사 등 제공 - -
주요사업 관련 회의 및 행사 참석자 식비 및 물품 증정 3 606
화환 화분 및 기타기념품 제공, - -
명절 선물 구입 - -
민원 내방객 접대용 음료 및 다과 구입 2 485
기타 1 100

월 소계09 75 18,995

월09

군정 협조자 및 업무관련자 식사제공 25 3,974
지역 농특산물 구입 33 9,724
상근직원 및 현업근무자 격려 식사 등 제공 3 743
주요사업 관련 회의 및 행사 참석자 식비 및 물품 증정 10 2,908
화환 화분 및 기타기념품 제공, - -
명절 선물 구입 4 1,646
민원 내방객 접대용 음료 및 다과 구입 - -
기타 - -

월 소계10 56 14,576

월10

군정 협조자 및 업무관련자 식사제공 33 6,540
지역 농특산물 구입 13 5,641
상근직원 및 현업근무자 격려 식사 등 제공 2 755
주요사업 관련 회의 및 행사 참석자 식비 및 물품 증정 6 1,490
화환 화분 및 기타기념품 제공, 2 150
명절 선물 구입 - -
민원 내방객 접대용 음료 및 다과 구입 - -
기타 - -



단위 천원

구분 집 행 내 역 건수 금액 비고

월 소계11 74 21,991

월11

군정 협조자 및 업무관련자 식사제공 45 11,261
지역 농특산물 구입 14 6,009
상근직원 및 현업근무자 격려 식사 등 제공 1 120
주요사업 관련 회의 및 행사 참석자 식비 및 물품 증정 9 2,624
화환 화분 및 기타기념품 제공, 4 1,677
명절 선물 구입 - -
민원 내방객 접대용 음료 및 다과 구입 1 300
기타 - -

월 소계12 102 25,962

월12

군정 협조자 및 업무관련자 식사제공 62 13,091
지역 농특산물 구입 26 8,192
상근직원 및 현업근무자 격려 식사 등 제공 3 1,108
주요사업 관련 회의 및 행사 참석자 식비 및 물품 증정 5 1,582
화환 화분 및 기타기념품 제공, 2 390
명절 선물 구입 - -
민원 내방객 접대용 음료 및 다과 구입 4 1,599
기타 - -



별지2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1. 

보조 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계 10,042,106 9,955,857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지원 사 예천읍상설시장번영회( ) 23,280 23,280

각종 육상대회 아시아 등 운영 ( U20 ) 
및 전지훈련 유치활동비 지원 예천군육상연맹 70,000 70,000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246,000 1,246,000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 예천군체육회 14,400 14,400

생활체육지도자 장기근속수당 지원 예천군체육회 10,990 10,990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예천군체육회 146,160 146,160

우수선수 및 교기육성 지원 예천군체육회 12,000 12,000

우수선수 육성 지도자 지원 예천군체육회 54,000 54,000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예천군체육회 204,624 204,624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 예천군체육회 1,200 1,200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예천군체육회 29,232 29,232

한국예총예천지회 활성화 사업 사 한국예총예천지회( ) 25,000 25,000

예천군통합방위협의회 운영경비 지원 예천군통합방위협의회 15,000 15,000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지원 예천공처농요보존회, 
예천청단놀음보존회 21,600 21,600

예천군 농업인단체 한농연 농업농촌( ) ·  
발전사업 지원 사 한국농업경영인예천군연합회( ) 58,000 58,000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예천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 외 12 17,617 17,617

예천군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원 공감작가회 400,000 400,000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지원 상주문경예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7,500 17,500

대한적십자봉사회 예천군지구협의회 지원 대한적십자봉사회예천군지구협의회 10,000 10,000

단위 천원



보조 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민주평화통일 역량강화 지원 민주평통예천군협의회 7,000 7,000

궁도교실 운영 지원 예천군궁도협회 3,000 3,000

궁도대회 전국 및 도단위 출전 지원( ) 예천군 궁도협회 3,000 3,000

육상 우수선수 지원 예천군육상경기연맹 20,000 20,000

학교양궁 육성 지원 경북양궁협회 72,000 72,000

경북북부권 문화정보센터 문화홍보 지원 경북북부권문화정보센터 28,500 28,500

민예총 예천군지부 전통공연 활성화 
지원

사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
예천군지부 3,000 3,000

예천향교 경전반 교육지원 예천향교 12,000 12,000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예천군체육회 19,200 19,200

농촌유학지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농촌유학 
시골살이아이들 76,000 76,000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주 예천위드제이 외 ( ) 4 163,028 163,028

보훈단체 지원 참전유공자회예천군지회 6.25
외 3 14,000 14,000

서원 향사비 지원 서원연합회 13,500 13,500

제 회 대한민국연극제 지원39 사 한국연극협회 경북지회( ) 525,000 525,000

제 회 예천내성천문예현상공모사업 지원3 예천낭독연구회 20,000 20,000

주민과 함께하는 문학아카데미지원 예천낭독연구회 20,000 20,000

해병대전우회 인명구조대 훈련 및 
교통질서 등 재난 안전활동 지원 예천군해병대전우회 7,000 7,000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관리비 지원 대구경북능금농협 예천경제
사업장 외 1 29,600 29,600

바르게살기운동예천군협의회 운영비 
및 청년회 활성화 지원 바르게살기운동예천군협의회 5,000 5,000

한국자유총연맹 예천군지회 한국자유총연맹예천지회 7,000 7,000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보급 지원 농촌지도자 예천군 연합회 42,180 42,180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유천면행복학습센터추진위원회 
외 1 70,000 70,000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 예천군여성단체협의회 10,000 10,000



보조 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예천국제스마트폰영화제 지원 예천국제스마트폰영화제조직위 200,000 200,000

예천흑응풍물단 전통문화 활성화 지원 예천흑응풍물단 5,000 5,000

예천흑응풍물단 풍물경연대회 참가 지원 예천흑응풍물단 2,000 2,000

창작공간예술인촌 활성화사업 지원 경진예술촌 10,000 10,000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지원 든든한울타리사회적협동조합 
외 5 122,738 122,738

그린실버관악합주단 활성화사업 지원 예천문화원 15,000 15,000

아마추어무선연맹 재난안전활동 지원 사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재)
난통신지원 예천지구단 5,000 5,000

예천문화원 문화교실 운영 지원 예천문화원 21,000 21,000

예천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예천문화원 64,000 64,000

윤리선양 실천사업 지원 예천문화원 3,000 3,000

의용소방대 화재 및 재난 예방활동 지원 예천군 의용소방연합회 10,000 10,000

학교 내 마을도서관 운영 지원 용문초등학교 6,000 6,000

한시 기초반 강의 운영지원 예천문화원 3,000 3,000

한시회 시집 발간지원 예천문화원 3,000 3,000

도민체전 대비 우수선수 육성 지원 예천군체육회 20,000 20,000

무형문화재 교육활동 지원 예천청단놀음보존회 3,000 3,000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안전활동 지원 안전모니터봉사단 예천군지회 3,000 3,000

양궁 우수선수 육성 지원 경북양궁협회 50,000 50,000

양궁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활동 지원 경북양궁협회 25,000 25,000

해외 스포츠마케팅추진 양궁 지원( ) 경북양궁협회 40,000 40,000

생활체육 관련 각종회의 참가 지원 예천군체육회 3,000 3,000

경북선비아카데미 지원 예천문화원 5,500 5,500

미협지부 및 미술작가회 활성화 지원 사 한국예총예천지회( ) 7,000 7,000



보조 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여성합창단 지원 사 한국예총예천지회( ) 25,000 25,000

예천 봄꽃 축제 지원 사 한국예총예천지회( ) 5,000 5,000

예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 맞춤형 자원
봉사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 10,000 10,000

예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보험가입서비스 지원 예천종합자원봉사센터 2,211 2,211

예천사진공모전 지원 사 한국예총예천지회( ) 15,000 15,000

예천서예인연합회 활성화 지원 사 한국예총예천지회( ) 11,000 11,000

지역민과 함께하는 동행 공연 지원 사 한국예총예천지회( ) 25,000 25,000

창업보육센터 보육기업 지원 경북도립대학교산학협력단 20,000 20,000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지원 경북문화재단 307,000 307,000

정회원 종목단체 각종 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예천군체육회 15,000 15,000

문화학교 운영 지원 예천문화원 8,000 8,000

충효교실 운영 지원 예천문화원 5,000 5,00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지원 예천군사회복지사협회 7,500 7,500

신문보급료 지원 생활개선예천군연합회 20,700 20,700

성인문해교육 지원 예천군노인복지회관 외 1 20,000 20,000

향교문화 전승보전 지원 예천향교 외 1 17,000 17,000

도민체전 출전비 지원 예천군체육회 200,000 200,000

예천수공품연구회 과제교육 지원 홍 순○ 8,000 8,000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금수문화예술마을운영협의회 19,852 19,852

예천파크골프 활성화 지원 예천군파크골프협회 25,000 25,000

경상북도지사기 전국초중양궁대회 
개최 지원 경북양궁협회 80,000 80,000

신도청지역 상생발전포럼 지원 안동상공회의소 60,000 60,000

생활개선회 과제활동 지원 생활개선예천군연합회 15,000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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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녀 더 갖기 활성화 지원 한자녀더갖기운동예천군협의회 12,000 12,000

휴휴페스티벌 및 그림학교 지원 신풍미술관 12,000 12,000

교통지도 및 교통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 )
예천지회 15,000 15,000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지원 예천군새마을회 45,000 45,000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및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 지원 예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15,000 15,000

예천아시아 육상경기선수권대회 U20
조직위원회 지원

예천아시아 육상경기2022 U20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300,000 300,000

저탄소 생활실천 운동 지원 예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6,000 6,000

환경오염 배출업소 및 축산농가 지
도계몽 활동 지원 사 환경실천연합 예천지회( ) 5,000 5,000

신문 보급 지원4-H 예천군 연합회4-H 960 960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이 무 외 2○ 20,000 20,000

농업 양성 한국벤처농업대학 지원CEO ( ) 조 전 외 3○ 4,800 4,800

무인항공 이용 공동방제 지원 예천농협자재센터 60,000 60,000

전국 및 도 단위 파크골프대회 참가 지원 예천군파크골프협회 5,000 5,000

정부보급종 벼 채종단지 공동방제 지원 노 현○ 120,000 120,000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 컨설팅 지원· 우리밀애영농조합법인 27,000 27,000

향토산업육성지원 사 예천참깨들깨지역네트워크( ) 
사업단 383,400 383,400

경북청년예비창업가 육성 지원 경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45,000 45,000

군청사 갤러리 전시 지원 사 한국예총예천지회( ) 25,000 25,000

시도민과 함께하는 신도청 기행 지원 사 대경문화진흥원( ) 40,000 40,000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 동일스위트더파크 작은도서관 
외 8 10,000 10,000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 농협경제지주 예천군연합사업단 149,600 149,600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농협은행 주 예천군지부( ) 96,000 96,000

예천천문우주센터 과학문화융합 사업 
지원 재 스타항공우주( ) 66,667 6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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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육상연맹 예천육상교육센터 활성화 
지원 사단법인 대한육상연맹 120,000 120,000

농산물 산지유통기능 활성화 지원 대구경북능금농협 예천경제
사업장 외 1 49,600 49,600

식품위생분야 지원 한국외식업중앙회 예천군지부 
외 1 80,000 80,000

종무활동 지원 예천불교총연합회 외 1 55,000 55,000

미용 아카데미 운영 지원 사 대한미용사회 예천군지부( ) 10,000 10,000

축산물이력제 업무 인턴 지원 예천축산업협동조합 24,996 24,996

행복한농촌가정육성프로젝트사업 
지원 생활개선예천군연합회 10,000 10,000

경상북도 소년체육대회 육상 지원( ) 경상북도육상연맹 20,000 20,000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영농조합법인 연자방아친환경쌀 
외 23 559,331 559,331

경북형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경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64,000 64,000

수출사과 병해충 예찰 지원 대구경북능금예천 14,500 14,500

산림소득활성화사업 지원 예천군산림조합 3,500 3,500

임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 예천군산림조합 10,010 10,010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예천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 24,000 24,000

농산물 마케팅 지원 농협경제지주 주 예천군연합( )
사업단 3,000 3,000

신풍미술관 활성화 지원 신풍미술관 6,500 6,500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 지원 대구경북능금농협 예천경제
사업장 201,500 118,500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동안동농협가공사업소 45,600 45,600

한내 책자 발간 지원 한내글모임 5,000 5,000

낙농 헬퍼 도우미 지원( ) 예천군 낙우회 7,200 7,200

예천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동체활성화위원회우방아이유쉘 
외 6 34,000 34,000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예천축산업협동조합 368,894 368,894

예천군 농업인단체 한여농 농업농촌( )  
발전 지원 사 한국여성농업인예천군연합회( ) 9,000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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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경북지체장애인협회예천군지회 
외 5 18,000 18,000

정간공약포정탁선생기념사업 지원 사 정간공약포정탁선생기념( )
사업회 30,000 30,000

예천 문화유적지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불교텔레비전 주( ) 50,000 50,000

청년농부 육성 지원 강 우 외 4○ 50,000 50,000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 농협경제지주 주 경북지역본부( ) 31,200 31,200

지역특화식품개발 활성화 시범사업 지원 양미순 예천우리음식연구회( ) 6,000 6,000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영진전문대학 75,840 75,840

해병대전우회 한천보트장 운영 지원 예천군해병대전우회 6,000 6,000

삼강주막 상설공연장 운영 지원 사 한국예총예천지회( ) 25,000 25,000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 지원 예천군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18,000 18,000

예천군 노인교실 운영 지원 대한노인회 예천군지회 예천노인(
대학 외 ) 5 48,000 48,000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그루작 
외 4 41,000 41,000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387,153 387,153

경상북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지원 예천군체육회 40,000 40,000

예천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 30,000 30,000

예천군자전거연맹 전국대회 출전 지원 예천군자전거연맹 3,000 3,000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참가 지원 예천군체육회 10,000 10,000

귀농인 연합회 육성 지원 예천군 귀농인회 2,000 2,000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농협은행 주 예천군지부( ) 36,000 36,000

전국민 파워업 농촌관광 지원 영농조합법인 출렁다리마을 
외 6 66,750 66,750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주 천 외 3○ 16,000 16,000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지원 예천하늘빛교회 10,000 10,000

밭작물 칼슘유황 맞춤비료 지원 농협중앙회 예천군지부 270,718 2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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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산림휴양시설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학가산자연휴양림개발 주( ) 24,000 24,000

인재향 예천의 인물 재조명 및 스토리
텔링 지원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30,000 30,000

한 베 비즈니스 온라인 수출상담회 지원- 주 영남일보( ) 25,000 25,000

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영진전문대학 34,920 34,920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지원 예천군새마을회 5,000 5,000

예천예총 주년 기념도록 제작 지원10 사 한국예총예천지회( ) 15,000 15,000

우수정보화마을 지원 금당실정보화마을 2,000 2,000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지원 예천군씨름협회 3,000 3,000

축구 경북리그 참가 지원 예천군축구협회 3,000 3,000

중증장애인 역량강화 교육 지원 예천군장애인협회 4,000 4,000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 예천문화사업단 외 3㈜ 81,353 81,353

제 회 단샘글씨겨루기 지원8 사단법인 초정서예연구원 70,000 70,000

이장역량강화 지원 예천군이장연합회 25,000 25,000

농촌축제 지원 유천국사골마을영농조합법인, 
금당실전통마을보존회 20,000 20,000

군민 독서 생활화 추진 사업 지원 예천군새마을회 6,400 6,400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지원 예천군새마을회 12,000 12,000

기금 과실생산 유통지원 참여조직FTA  
운영 지원

대구경북능금농협예천경제사업장, 
예천군농상물산지유통센터 7,000 7,000

바르게살기운동 건전생활실천 순회
교육 지원 바르게살기운동예천군협의회 1,650 1,650

농산물 해외수출 홍보 지원 주 경북매일신문( ) 25,000 25,000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권 덕 외 91○ 40,380 40,380

사과 품위유지 저장비 지원 대구경북능금농협 예천경제
사업장 22,500 22,500

농업 차산업 활성화대책 지원6 최 민 외 1○ 5,400 5,400

원료팜 파삼 시장격리 수매 지원( ) 풍기인삼협동조합 1,672 1,672



민간행사보조2. 

보조 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사과의무자조금 활용 저품위사과 수매 
지원

대구경북능금농협 예천경제
사업장 24,000 20,751

보조 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계 1,962,875 1,962,875

양궁대회 개최 지원 경북양궁협회 47,000 47,000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석송령회 외 1 4,000 4,000

달집태우기 행사 지원 사 한국민족예술단체( ) 12,000 12,000

한국자유총연맹 예천군지회 지원 한국자유총연맹예천지회 3,000 3,000

예천군 여성대회 개최 지원 예천군여성단체협의회 13,000 13,000

아뉴스오페라단 창작오페라 지원 예천문화원 17,000 17,000

어르신 노후 건강행복 소양함양 수련
대회 지원 예천문화원 3,000 3,000

예천 전국 한시백일장 지원 예천문화원 22,000 22,000

예천국악제 지원 사 한국예총예천지회( ) 10,000 10,000

예천예술제 지원 사 한국예총예천지회( ) 23,000 23,000

예천전국가요제 지원 사 한국예총예천지회( ) 20,000 20,000

전국서하백일장 지원 사 한국예총예천지회( ) 15,000 15,000

시군 성화봉송 운영 지원 전국체전( ) 경북양궁협회 9,000 9,000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양궁경기( ) 
개최 운영비 지원 경북양궁협회 40,000 40,000

제 회 춘계 전국중 고 육상경기대회50 .  
겸 제 회 춘계 전국초등학교육상경기9
대회 지원

한국중고육상연맹 179,610 179,610

우리소리축제 지원 사 한국예총예천지회( ) 20,000 20,000

단위 천원



보조 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제 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25
겸 제 회 전국대학대항육상경기대회75  
지원

한국대학육상경기연맹 외 1 100,000 100,000

예천아리랑제 사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
예천군지부 20,000 20,000

회룡포 모래강 생태문화체험 행사 지원 사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
예천군지부 10,000 10,000

삼강주막 나루터축제 지원 주 예천문화사업단( ) 27,188 27,188

제 회 배 전국육상경기대회 지원49 KBS 경상북도육상연맹 220,000 220,000

예천단오장사씨름대회 지원2021 사단법인 대한씨름협회 298,269 298,269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권 특 외 2○ 18,500 18,500

무형문화재 정기발표회 지원 권 학○ 3,000 3,000

주민이 기획하는 문화페스티벌 지원 경북도청아이파크 입주자대표
회의 외 8 70,000 70,000

제 회 한국중고양궁연맹회장기 전국48  
양궁대회 개최 지원 한국중고양궁연맹 90,000 90,000

예천군수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지원 사 한국유소년축구협회( ) 40,000 40,000

보문산성 미군폭격사건 희생자 위령제 
지원 미오폭산성유족회 4,000 4,000

제 회 경북도민체육대회 복싱 개최 59 ( ) 
지원 예천군복싱협회 15,000 15,000

예천 버블파이트 런 지원2021 「 」 예천군체육회 버블런( ) 150,000 150,000

읍면 순회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 
개최 지원 예천군체육회 20,000 20,000

예천 생활체육 사회인 야구리그 개최 
지원 예천군야구소프트볼협회 10,000 10,000

제 회 경상북도 도민체육대회 씨름59 ( ) 
개최 지원 예천군씨름협회 10,008 10,008

우리민요활동 지원 사 한국예총예천지회( ) 16,000 16,000

안전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2021 『
퀴즈쇼 예천예선 지원』 경북일보 10,000 10,000

년 전국장애인체전 의료 지원2021 경북양궁협회 3,400 3,400

년 전국체전 의료 지원2021 경북양궁협회 2,400 2,400

지역관광콘텐츠 활용 창작공연 지원 사 한국예총예천지회( ) 27,000 27,000



보조 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경북한우경진대회 지원 농협경제지주 주 경북지역본부( ) 146,000 146,000

청소년 클럽대항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예천군체육회 2,000 2,000

농식품 국내판촉 지원 영농조합법인 예천어무이참기름 9,500 9,500

제 회 예천군수배 파크골프대회 개최4  
지원 예천군파크골프협회 5,000 5,000

제 회 예천군수배 생활체육 테니스11
대회 개최 지원 예천군테니스협회 5,000 5,000

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위령제 지원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 4,000 4,000

대도시 예천군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 농업회사법인 주 하경( ) 30,000 30,000

어르신 효 한마당 행사 지원 경북어르신복지예술단 10,000 10,000

제 회 예천 도효자배 전국 고교 7
대회 겸 중학교 대회 지원10km 5km 한국중고육상연맹 80,000 80,000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한마음대회 
지원 예천군새마을회 15,000 15,000

예천한우 특판행사 운영 지원 예천축협하나로마트 10,000 10,000

년 전국체전 경기장 방역 지원2021 경북양궁협회 24,000 24,000

년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장 방역 2021
지원 경북양궁협회 20,000 20,000



별지3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사 업 명 보조사업자

보 조 사 업 현 황 성 과 평 가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계
사업
계획  
(20)

사업
관리  
(25)

사업
성과  
(55)

예천 상상마을 
벽화그리기 사업 지원 예천문화원 100,000 100,000 0 84 13 21 50 우수

한 자녀 더 갖기 
사업활성화 지원

한자녀더갖기운
동예천군협의회 12,000 12,000 0 90 20 20 50 매우우수

호국보훈 안보교육 지원 재향군인회 3,000 3,000 0 93 19 21 53 매우우수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지원 재향군인회 3,000 3,000 0 93 19 21 53 매우우수

월남전참전자회 
활성화사업 지원 월남전참전자회 5,000 5,000 0 89 17 21 51 우수

상이군경회 운영비 지원 상이군경회 15,000 15,000 0 91 18 21 52 매우우수

전몰군경유족회 운영비 
지원 전몰군경유족회 15,000 15,000 0 91 18 21 52 매우우수

전몰군경미망인회 
운영비 지원 전몰군경미망인회 15,000 15,000 0 90 18 21 51 매우우수

무공수훈자회 운영비 
지원 무공수훈자회 15,000 15,000 0 93 19 22 52 매우우수

참전 유공자회 6.25
운영비 지원

참전유공6.25
자회 15,000 15,000 0 91 17 22 52 매우우수

월남전참전자회 운영비 
지원 월남전참전자회 15,000 15,000 0 87 17 19 51 우수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재향군인회 15,000 15,000 0 93 19 21 53 매우우수

광복회 운영비 지원 광복회 5,000 5,000 0 90 18 20 52 매우우수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지원

예천군  
사회복지사협회 7,504 7,500 4 90 20 20 50 매우우수

경로당 신축 관내 노인회 409,669 200,000 209,669 88 18 20 50 우수

경로당 보수 관내  
등록경로당 342,860 240,000 102,860 87 17 20 50 우수

대한노인회 예천군지회 
운영비

대한노인회예
천군지회 68,000 55,000 13,000 90 20 20 50 매우우수



사 업 명 보조사업자

보 조 사 업 현 황 성 과 평 가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계
사업
계획  
(20)

사업
관리  
(25)

사업
성과  
(55)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 지원

대한노인회예
천군지회 27,000 27,000 0 90 20 20 50 매우우수

어르신 효 한마당 행사 
개최 지원

사 한국노인( )
복지봉사회  
경북예천지회

7,228 5,000 2,228 83 20 23 40 우수

읍면 어버이날 지원 예천읍체육회  
외 11

18,031 18,000 31 60 20 15 25 보통

노인맞춤돌봄 수행인력 
및 응급관리요원 교통비 
지원

유천재가노인
지원서비스센터 103,000 103,000 0 95 15 25 55 매우우수

여성권익증진사업 예천군여성단
체협의회 10,000 10,000 0 89 16 22 51 우수

여성대회 개최 지원 예천군여성단
체협의회 13,000 13,000 0 88 18 21 49 우수

귀화시험대비반 지원 예천군다문화
가족지원센터 3,000 3,000 0 85 20 20 45 우수

어린이집 우수농산물 
간식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 
개소40

69,140 69,140 0 93 18 20 55 매우우수

어린이집 냉 난방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 

개소38
24,000 24,000 0 92 17 20 55 매우우수

청소년 보호 및 선도 
활동 지원

법무부법사랑
위원상주지역
예천지구협의

23,513 20,000 3,513 99 20 24 55 매우우수

예천군통합방위협의회 
지원

예천군통합방
위협의회 15,000 15,000 0 93 18 23 52 매우우수

예천군 적십자사봉사회 
사업활성화 지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예천군지구협
의회

11,000 10,000 1,000 90 17 21 52 매우우수

민주평화통일 역량 강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예천군협의회

7,000 7,000 0 87 19 20 48 우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비 지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예천군협의회

15,000 15,000 0 88 18 22 48 우수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주민정보화교육 지원

금당실 회룡포·
국사골  ·

정보화마을
3,300 3,000 300 82 19 23 40 우수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포장재 지원

금당실 회룡포·
국사골  ·

정보화마을
6,930 6,300 630 94 18 23 53 매우우수



사 업 명 보조사업자

보 조 사 업 현 황 성 과 평 가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계
사업
계획  
(20)

사업
관리  
(25)

사업
성과  
(55)

행복학습센터 지원
유천 용궁( , )

유천면행복학
습센터추진위
원회
용궁면행복학
습센터추진위
원회

50,000 50,000 0 89 18 21 50 우수

행복학습센터 지원
호명( )

호명면행복학
습센터추진위
원회

40,000 40,000 0 94 18 21 55 매우우수

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영진전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54,000 54,000 0 86 19 17 50 우수

재활용품수집 고철 헌옷( ,
모으기 등 지원) 

예천군새마을회 5,000 5,000 0 93 16 23 54 매우우수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지원 예천군새마을회 12,000 12,000 0 94 18 21 55 매우우수

군민 안보의식 강화사업 
지원

한국자유총연맹  
예천군지회 4,140 3,726 414 84 20 9 55 우수

예천군새마을회 운영비 
지원 예천군새마을회 85,000 85,000 0 90 14 21 55 매우우수

바르게살기운동 
예천군협의회 운영비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예천군협의회 40,085 37,000 3,085 92 15 23 54 매우우수

한국자유총연맹 
예천군협의회 운영비 
지원

한국자유총연맹  
예천군지회 33,000 30,000 3,000 90 14 21 55 매우우수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서 자 외 72○
1,128,12

1
532,720 595,401 90 19 19 52 매우우수

창업보육센터 보육기업 
지원

경북도립대학
교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장( )

26,117 20,000 6,117 93 20 20 53 매우우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300m)

대성청정에너지 85,000 85,000 0 85 20 20 45 우수

상인조직 역량강화
상설시장 매니저( )

예천읍상설시
장번영회 6,984 6,984 0 82 17 20 45 우수

전통시장 장날 
이벤트행사 실시

예천읍상설시
장번영회 15,000 15,000 0 73 18 20 35 보통

예천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지역과소셜비즈 30,000 30,000 0 83 16 20 47 우수

위생업소 현장방문 
친절교육

사 한국외식( )
업중앙회경상
북도지회예
천군지부

20,000 20,000 0 96 19 24 53 매우우수



사 업 명 보조사업자

보 조 사 업 현 황 성 과 평 가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계
사업
계획  
(20)

사업
관리  
(25)

사업
성과  
(55)

식중독예방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

사 한국외식( )
업중앙회경상
북도지회예
천군지부

20,000 20,000 0 96 19 24 53 매우우수

대표음식 메뉴개발

사 한국외식( )
업중앙회경상
북도지회예
천군지부

40,000 30,000 10,000 94 20 23 51 매우우수

상설시장 내 위생업소 
위생용품 지원

사 한국외식( )
업중앙회경상
북도지회예
천군지부

20,000 20,000 0 96 19 24 53 매우우수

음식점 메뉴판 제작 
지원

사 한국외식( )
업중앙회경상
북도지회예
천군지부

36,000 30,000 6,000 95 20 22 53 매우우수

어린이 식생활 개선 
홍보사업 지원

경북전문대학
교산학협력단
예천군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센터)

10,000 10,000 0 95 18 24 53 매우우수

휴휴페스티벌 및 
그림학교 지원 신풍미술관 13,000 12,000 1,000 84 16 18 50 우수

윤리선양 실천사업 지원 예천문화원 5,000 5,000 0 86 16 20 50 우수

한시회 시집 발간 지원 예천문화원 3,000 3,000 0 82 11 23 48 우수

그린실버관악합주단 
활성화사업 지원 예천문화원 15,000 15,000 0 86 16 20 50 우수

예천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예천문화원 62,000 62,000 0 87 13 23 51 우수

한국예총예천지회 
활성화사업 예천예총 20,000 20,000 0 92 18 21 53 매우우수

미협지부 및  
미술작가회 활성화사업 
지원

예천예총 7,090 7,000 90 84 14 20 50 우수

예천서예인연합회 
활성화사업 지원 예천예총 13,000 11,000 2,000 93 17 23 53 매우우수

우리 민요활동 지원 예천예총 10,000 10,000 0 80 12 20 48 우수

지역민과 함께하는 동행 
공연 지원 예천예총 25,000 25,000 0 90 15 22 53 매우우수

여성합창단 지원 예천예총 32,000 32,000 0 90 17 22 51 매우우수



사 업 명 보조사업자

보 조 사 업 현 황 성 과 평 가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계
사업
계획  
(20)

사업
관리  
(25)

사업
성과  
(55)

민예총 예천지부 
전통공연 활성화사업 
지원

민예총예천지부 3,000 3,000 0 80 14 19 47 우수

한내 책자 발간 지원 민예총예천지부 5,000 5,000 0 86 14 22 50 우수

흑응풍물단 전통문화 
활성화사업 지원 흑응풍물단 5,000 5,000 0 82 16 16 50 우수

창작공간예술인촌 
활성화사업 지원 경진예술촌 10,000 10,000 0 80 13 16 51 우수

종무활동 지원
예천군기독교
연합회,  
예천불교총연합회

65,000 55,000 10,000 86 15 21 50 우수

지보 신풍 미술관 
활성화사업 지원 신풍미술관 5,500 5,000 500 86 16 20 50 우수

예천문화원 운영비 지원 예천문화원 81,600 78,000 3,600 90 15 23 52 매우우수

한국예총예천지회 
운영비 지원 예천예총 40,185 40,000 185 92 18 21 53 매우우수

민예총 예천지부 운영비 
지원 민예총예천지부 5,000 5,000 0 89 16 20 53 우수

예천 전국 한시백일장 
지원 예천문화원 22,000 22,000 0 82 11 21 50 우수

예천예술제 지원 예천예총 24,000 23,000 1,000 87 16 20 51 우수

전국 서하백일장 
행사지원 예천예총 16,000 15,000 1,000 93 17 23 53 매우우수

예천전국가요제 예천예총 30,000 30,000 0 85 15 22 48 우수

회룡포 모래강 
생태문화체험 행사 지원 민예총예천지부 10,000 10,000 0 86 17 19 50 우수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
경북도청우방
아이유쉘 차  3
작은도서관

1,200 1,200 0 87 13 22 52 우수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 예성작은도서관 1,200 1,200 0 89 13 24 52 우수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 꿈터작은도서관 1,200 1,200 0 88 13 21 54 우수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
경북도청우방
아이유쉘 차  2
작은도서관

1,200 1,200 0 88 13 23 52 우수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 청운작은도서관 1,200 1,200 0 80 11 19 50 우수



사 업 명 보조사업자

보 조 사 업 현 황 성 과 평 가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계
사업
계획  
(20)

사업
관리  
(25)

사업
성과  
(55)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 우리들작은도
서관 1,000 1,000 0 84 14 18 52 우수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 만권당
작은도서관 1,500 1,000 500 87 16 20 51 우수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
경북도청우방
아이유쉘 차  1
작은도서관

1,400 1,000 400 92 18 23 51 매우우수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 새마을문고예
천군지부 1,150 1,000 150 88 14 21 53 우수

서원 향사비 지원 완담서원 외 8 17,489 13,500 3,989 89 16 21 52 우수

예천향교 경전반 교육 지원 예천향교 12,000 12,000 0 97 19 24 54 매우우수

삼강주막 상설공연장 운영 사 한국예총( )
예천지회 25,000 25,000 0 97 18 25 54 매우우수

무형문화재  교육활동 지원 예천청단놀음 3,000 3,000 0 85 15 20 50 우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비 지원 예천공처농요 5,000 5,000 0 85 15 20 50 우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비 지원 예천통명농요 5,000 5,000 0 80 10 20 50 우수

무형문화재 정기발표회 
지원

궁시장 보유자 
권 학○

3,000 3,000 0 80 15 20 45 우수

청단놀음 교육용 
영상장비 등 구입 예천청단놀음 3,000 3,000 0 85 15 20 50 우수

용문사 유물전시관 
운영비 지원

대한불교조계
종 용문사 76,983 60,000 16,983 80 16 15 49 우수

금당실마을 
초가지붕이기 지원사업

금당실전통마
을보존회 107,711 78,000 29,711 93 18 25 50 매우우수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및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 등 추진

예천군지속가
능발전협의회 15,000 15,000 0 90 15 20 55 매우우수

환경오염 배출업소 및 
축산농가 지도계몽 활동 
등 추진

사 환경실천( )
연합  
예천지회

5,000 5,000 0 88 15 18 55 우수

주택 외 기타 시설물 
슬레이트 처리지원 김 동 외 3○ 22,998 12,808 10,190 85 13 17 55 우수

업소용 음식물 
바이오처리기 설치 지원

숲속이야기  
외 3 25,650 9,700 15,950 85 20 20 45 우수

순환형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금

청복리  
주민협의회 105,000 105,000 0 93 20 18 55 매우우수



사 업 명 보조사업자

보 조 사 업 현 황 성 과 평 가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계
사업
계획  
(20)

사업
관리  
(25)

사업
성과  
(55)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점검 지원사업

농촌체험휴양
마을 4,620 4,620 0 49 16 15 18 매우미흡

예천 농업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

사 한국농업( )
경영인예천군
연합회

11,000 10,000 1,000 93 18 23 52 매우우수

농업경영인 군연합회 
육성 지원

사 한국농업( )
경영인예천군
연합회

24,200 22,000 2,200 95 17 24 54 매우우수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

사 한국농업( )
경영인예천군
연합회

5,500 5,000 500 90 15 22 53 매우우수

농업경영인 시군 
교류행사 참가 지원

사 한국농업( )
경영인예천군
연합회

5,500 5,000 500 92 17 21 54 매우우수

예천군 농업경영인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

사 한국농업( )
경영인예천군
연합회

4,400 4,000 400 93 17 23 53 매우우수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 윤 탁 외 29○ 150,000 120,000 30,000 90 15 20 55 매우우수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임 숙 외 4○ 25,000 20,000 5,000 90 15 20 55 매우우수

지역전략품 농업 차산업 6
발굴육성사업 장 준 외 13○ 45,000 40,500 4,500 91 17 23 51 매우우수

벼 재배농가 상토 지원

예천농업협동
조합장 지보농,
업협동조합
장 남예천농업,
협동조합장

1,198,39
7

1,198,39
7

0 98 20 23 55 매우우수

채종포 종자단지 벼( , 
보리 톤백 포장재 지원) 

노 현 외 6○ 21,480 10,740 10,740 85 14 21 50 우수

우리밀 재배단지 밀 
직파기 지원

우리밀애영농
조합법인 6,000 3,000 3,000 58 10 15 33 미흡

고구마 종순 재배용 
보온덮개 지원 김 일 외 32○ 32,884 16,442 16,442 56 11 15 30 미흡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포장재 지원

농협은행  NH
예천군지부장 107,993 107,993 0 93 20 23 50 매우우수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건조료 지원

예천군농협쌀
조합공동사업
법인 지보농,
업협동조합장,
남예천농업협
동조합장

41,476 41,476 0 91 18 23 50 매우우수



사 업 명 보조사업자

보 조 사 업 현 황 성 과 평 가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계
사업
계획  
(20)

사업
관리  
(25)

사업
성과  
(55)

수확기 산물벼 건조료 지원

예천군농협쌀
조합공동사업
법인 지보농,
업협동조합장,
남예천농업협
동조합장

614,028 307,014 307,014 91 18 23 50 매우우수

친환경 쌀 포장재 지원 예천군친환경
연합회 20,000 10,000 10,000 93 20 23 50 매우우수

친환경 육묘상처리약제 
지원

예천군친환경
연합회 20,380 10,190 10,190 90 20 20 50 매우우수

친환경 실천단지
우렁이농법 지원( ) 

예천읍상 리  ○
권 수 외  52○

289,408 144,704 144,704 90 20 20 50 매우우수

농산물출하농가 물류비 지원 예천군연합사
업단 150,000 75,000 75,000 80 14 21 45 우수

농산물출하농가 선별비 지원 예천군연합사
업단 300,000 150,000 150,000 85 15 25 45 우수

농산물출하농가 포장재 
지원

예천군연합사
업단 420,000 210,000 210,000 81 13 18 50 우수

유통 물류화 장비
지게차 지원( ) 

대곡사과작목반 
외 2 90,000 45,000 45,000 82 15 22 45 우수

농산물축제 개최 지원 예천농산물축
제추진위원화 50,000 50,000 0 83 18 20 45 우수

농산물 해외수출 홍보 지원 영남일보 외 1 50,000 50,000 0 86 16 25 45 우수

쌀 가공업체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구룡쌀영농조
합법인 60,000 30,000 30,000 80 17 18 45 우수

우수농특산물 포장재 
개선 지원 개 단체76 828,980 396,000 432,980 85 15 20 50 우수

예천주 포장재 및 라벨 
지원 개소(3 )

예천양조 30,000 15,000 15,000 59 7 22 30 미흡

저품위사과 유지저장

대구경북능금
농협  
예천경제사업
장

22,500 22,500 0 93 18 23 52 매우우수

생력및고품질과수자재지원
반사필름 천원- (45,000 )

예천농협 외 
개 농협3

254,844 127,422 127,422 83 18 20 45 우수

자두재배농가 경쟁력 제고
감천면  
산 길 ○ 9 -10○  
송 덕 외 6○

15,336 7,668 7,668 86 16 23 47 우수

대체과수 경쟁력 제고
예천읍  
못 길 1 7 ○ ○
이 두 외 32○

26,902 13,451 13,451 86 17 17 52 우수



사 업 명 보조사업자

보 조 사 업 현 황 성 과 평 가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계
사업
계획  
(20)

사업
관리  
(25)

사업
성과  
(55)

포도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예천읍 
나무골길8○ ○

신 희 -92 ○
외 18

274,356 137,178 137,178 91 18 22 51 매우우수

과일 신선도 유지기 지원
예천읍  
갈 길 2 5○ ○ 
최 성 외 34○

70,800 35,400 35,400 92 18 21 53 매우우수

과수전용 방제기 
지원 기(SS )

예천읍  
노 리길 3○ ○ 
최 규 외 19○

400,000 100,000 300,000 94 20 24 50 매우우수

승용예취기 및 다목적 
리프트기 지원

은풍면 
은풍 시길 ○

김 진 4 -2 ○ ○
외 19

180,000 90,000 90,000 90 20 23 47 매우우수

과수용 전동가위 지원

예천읍 
용 경 로 ○ ○

조 영 1 14 ○ ○
외 56

85,520 42,760 42,760 88 18 24 46 우수

친환경 사과적화제 지원
효자면  
도 길 2○ ○ 
남 하 외 67○

20,418 10,209 10,209 91 18 23 50 매우우수

과실장기저장제지원
산지유통센터 과수농가- ,

등

예천읍  
나 골길 ○

조 석 2 -6 ○ ○
외 141

80,000 40,000 40,000 94 20 22 52 매우우수

시설원예농가 현대화 
지원

김 택 외 ○
명19

280,000 196,000 84,000 89 18 19 52 우수

원예특작농가 농자재 
지원

최 현 외 ○
명66

100,000 50,000 50,000 86 18 20 48 우수

양념채소 재배농가 
소득증대 지원

권 섭 외 ○
명40

60,000 30,000 30,000 86 18 23 45 우수

원예작물 비가림시설 및 
노후하우스 기자재 지원

안 진 외 ○
명72

138,000 69,000 69,000 91 18 25 48 매우우수

원예특작 점적관수시설 지원 고 환 외 ○
명144

100,000 50,000 50,000 85 20 15 50 우수

수박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 하 웅 외 ○
명134

60,000 30,000 30,000 91 20 22 49 매우우수

과채류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 전 열 외 ○
명17

60,000 30,000 30,000 86 15 22 49 우수

소형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 강 주 외 ○
104

500,000 250,000 250,000 88 15 23 50 우수

원예분야 
오토팜 스마트팜 지원·

최 일 외 인4○ 120,000 60,000 60,000 87 14 22 51 우수



사 업 명 보조사업자

보 조 사 업 현 황 성 과 평 가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계
사업
계획  
(20)

사업
관리  
(25)

사업
성과  
(55)

시설원예농가 현대화 
지원 연동( )

윤 성 외 인1○ 220,000 110,000 110,000 80 20 20 40 우수

기능성 우량잠종대 지원 예천군양잠농
업협동조합 48,000 33,600 14,400 92 18 24 50 매우우수

엽연초  생산농가 
기자재 지원

영남엽연초생
산협동조합 140,000 70,000 70,000 90 19 23 48 매우우수

임산물 소득증대 지원 임 근 외 16○ 324,602 162,301 162,301 90 15 25 50 매우우수

한우 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 예천축산업협
동조합장 60,000 60,000 0 96 20 25 51 매우우수

예천참우 등록 지원 예천축산업협
동조합장 12,000 12,000 0 98 20 25 53 매우우수

한우 번식능력 개선제 
지원

권 우 외 ○
318

99,000 99,000 0 97 20 25 52 매우우수

양봉농가 사료용해기 
지원 배 환 외 명9○ 5,000 8,000 2,500 99 20 25 54 매우우수

염소 생산능력 개선제 
지원 정 자 외 10○ 123,189 5,000 93,735 97 20 25 52 매우우수

곤포 사일리지 제조 
비닐랩 지원

안 숙 외 ○
150

16,000 29,454 8,000 97 20 25 52 매우우수

한우 기생충 구제사업
예천읍  
김 한 외 ○
293

35,554 17,490 18,064 92 18 23 51 매우우수

식육판매판매업소 
포장박스 및 택배용 
포장재 지원

장 관 외 14○ 40,000 29,750 0 75 14 16 45 보통

젖소 유질개선제 지원 예천읍  
김 동 외 8○

30,000 15,000 15,000 92 18 23 51 매우우수

퇴비사 지원 임 섭 외 9○ 90,000 36,000 54,000 90 20 20 50 매우우수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

김 한 외 ○
647

300,000 150,000 150,000 90 20 20 50 매우우수

퇴비부숙제 지원 진 환 외 ○
101

40,000 20,000 20,000 100 20 25 55 매우우수

양봉농가 프로폴리스 등 
소득화 기술보급

예천양봉협회  
영농조합법인 100,000 50,000 50,000 88 19 23 46 우수

항생제 대체 친환경축산 
봉독 활용 시범

예천군축산단
체협의회 20,000 20,000 0 86 19 21 46 우수

교통지도 및 교통사고 
예방활동 지원

모범운전자회  
예천군지회 10,000 10,000 0 83 13 20 50 우수



사 업 명 보조사업자

보 조 사 업 현 황 성 과 평 가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계
사업
계획  
(20)

사업
관리  
(25)

사업
성과  
(55)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

예천경찰서  
경찰발전협의
회

37,900 37,866 0 88 13 20 55 우수

교통안전지도 참여단체 
용품 지원

녹색어머니회  
예천군지회 4,460 4,459 0 81 11 20 50 우수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

상동양수장  
외 개 84
수리계

36,075 36,075 0 80 20 25 35 우수

년 2020
농촌빈집정비사업

최 봉 외 ○
149

150,000 150,000 0 90 20 20 50 매우우수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풍원아파트 52,380 47,142 5,238 94 18 24 52 매우우수

아마추어무선연맹 
재난안전활동 사업 지원

사 아마추어무)
선연맹재난통
신지원예
천지구단장

5,000 5,000 0 86 20 20 46 우수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안전활동 사업 지원

안전모니터봉사단  
예천군지회 3,000 3,000 0 84 19 20 45 우수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대회 개최 지원 경북일보 17,000 10,000 7,000 88 20 18 50 우수

해병대전우회인명구조대
훈련및교통질서등재난안
전활동지원

해병대예천군  
전우회 7,000 7,000 0 86 18 17 51 우수

해병대 전우회 
인명구조장비 지원

해병대예천군  
전우회 19,000 19,000 0 89 18 19 52 우수

의용소방대 화재 및 
재난예방 활동사업 지원

예천군의용소
방연합회 10,001 10,000 1 85 19 19 47 우수

생활개선회 과제활동
생활개선예천
군연합회 대표(
김 숙)○

10,000 10,000 0 94 15 25 54 매우우수

수공품연구회 과제교육
예천수공품연
구회 대표  (
홍 순)○

8,000 8,000 0 91 16 21 54 매우우수

농업CEO 
양성교육 한국벤처농업(
대학 수학경비 지원) 

주 진 외 3○ 4,800 4,800 0 95 20 21 54 매우우수

청년농업인 농축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사업 황 훈 외 3○ 80,000 60,000 20,000 98 20 23 55 매우우수

농업인 생산 가공 상품 ·
활성화 보급 사업 지 주 외 3○ 20,000 14,000 6,000 97 20 22 55 매우우수

최고품질 조생종 쌀 
생산단지 육성 권 귀 외 3○ 40,000 20,000 20,000 96 18 23 55 매우우수

무인항공 이용 공동방제 
지원 예천농협 60,000 60,000 0 91 18 20 53 매우우수



사 업 명 보조사업자

보 조 사 업 현 황 성 과 평 가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계
사업
계획  
(20)

사업
관리  
(25)

사업
성과  
(55)

기능성 쌀 브랜드화 
생산단지 조성 시범 김 원 외 3○ 71,000 35,500 35,500 89 19 20 50 우수

신육성 우량 종자 종묘( ) 
증식사업 박 훈 외 2○ 30,000 15,000 15,000 94 18 23 53 매우우수

시설과채류 화분매개 
곤충 수정 시범

예천통합수박
작목반
대표 이 희( )○

84,300 50,580 33,720 85 20 20 45 우수

과수 고온 및 폭염피해 
경감 상품과율 향상 시범 최 식○ 20,000 20,000 0 88 18 20 50 우수

예천쪽파 주년생산 
생산단지 조성 시범

예천쪽파연구회
대표 황 근( )○

20,000 20,000 0 84 20 19 45 우수

예천사과 경쟁력향상 
우량과원 육성 시범 이 희 외 4○ 120,000 72,000 48,000 83 15 20 48 우수

핵과류 명품과실 생산 
선도농가 육성 시범 박 기○ 20,000 20,000 0 75 18 17 40 보통

과수 결실향상을 위한 
유인자재 공급사업 김 상○ 30,000 15,000 15,000 89 17 22 50 우수

특용작물 생강 약초 ( , 
등 기상재해 경감 )
실증시범

정 철○ 10,000 10,000 0 88 20 23 45 우수

표고버섯 연중 생산을 
위한 환경제어 시스템 
사업

전 동○ 40,000 32,000 8,000 85 20 20 45 우수

학교양궁 육성 지원 경상북도양궁협회 72,000 72,000 0 88 14 22 52 우수

양궁 우수선수 육성 지원 경상북도양궁협회 50,000 50,000 0 92 16 23 53 매우우수

양궁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활동 지원 경상북도양궁협회 25,000 25,000 0 89 17 25 47 우수

경북양궁협회 운영비 지원 경상북도양궁협회 20,000 20,000 0 89 18 23 48 우수

양궁대회 개최 지원 경상북도양궁협회 47,000 47,000 0 86 15 20 51 우수

각종 육상대회 운영 및 
전지훈련 유치 활동비 예천군육상연맹 50,000 50,000 0 91 15 22 54 매우우수

제 회 49
전국종별육상경기 
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경북육상연맹 160,000 160,000 0 90 15 22 53 매우우수

우수선수 육성 지도자 
지원 예천군체육회 54,000 54,000 0 90 15 25 50 매우우수

우수선수 및 교기육성 
지원 예천군체육회 12,000 12,000 0 87 14 23 50 우수



사 업 명 보조사업자

보 조 사 업 현 황 성 과 평 가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계
사업
계획  
(20)

사업
관리  
(25)

사업
성과  
(55)

도민체전 대비 우수선수 
육성 지원 예천군체육회 20,000 20,000 0 88 16 20 52 우수

궁도교실 운영 지원 예천군궁도협회 3,000 3,000 0 85 15 23 47 우수

궁도대회 전국 및 도 (
단위 출전 지원) 

예천군궁도협회 3,000 3,000 0 86 18 23 45 우수

육상 우수선수 지원 예천군체육회 20,000 20,000 0 93 18 23 52 매우우수

생활체육 관련 각종회의 
참가 지원 예천군체육회 3,000 3,000 0 85 17 23 45 우수

예천파크골프 활성화 
사업 지원 예천군체육회 25,000 25,000 0 88 16 23 49 우수

체육회 운영비 지원 예천군체육회 74,000 74,000 0 92 17 25 50 매우우수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예천군체육회 103,500 103,500 0 94 17 25 52 매우우수

생활체육지도자 피복비 지원 예천군체육회 7,200 7,200 0 91 17 23 51 매우우수

예천군수기 테니스대회 
개최 지원

예천군테니스
협회 5,000 5,000 0 88 18 23 47 우수

예천군수배 축구대회 
개최 지원 예천군축구협회 5,000 5,000 0 90 17 22 51 매우우수

예천군수배 경북 
프리테니스대회 개최 
지원

예천군프리테
니스협회 5,000 5,000 0 88 17 23 48 우수

읍면 순회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개최 지원 예천군체육회 20,000 20,000 0 93 18 23 52 매우우수

예천군수배 파크골프대회 
개최 지원 예천군체육회 5,000 5,000 0 91 16 23 52 매우우수



별지4지방보조금 중요재산 취득 현황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
주소

변동
내역

청단놀음교육용영
상장비등구입

예천청단놀
음

이동식 프( )
로젝터및카
메라등

2020 3,000 1 3,000 대표자
보관

신규
취득

우리밀재배단지밀
직파기지원

우리밀애영
농조합법인

트랙터부착
형파종기 2020 3,000 1 6,560 풍양면 신규

취득

유통물류화장비
지게차 지원( )

자봉사과작
목반 지게차 2020 30,000 1 30,000 감천면 신규

취득

유통물류화장비
지게차 지원( )

예천청결㈜
고추 지게차 2020 30,000 1 30,000 용문면 신규

취득

유통물류화장비
지게차 지원( )

풍국미곡처
리장㈜ 지게차 2020 35,000 1 35,000 풍양면 신규

취득

쌀가공업체가공시
설현대화지원

구룡쌀영농
조합법인

색체선별기
미싱기, 2020 60,000 1 60,000 지보면 신규

취득

자두재배농가경쟁
력제고 김 정○ 자두선별기 2020 5,000 1 5,000 지보면 신규

취득

과수전용방제기지원 최 규○ 기SS 2020 2,000 1 2,000 예천읍 신규
취득

과수전용방제기지원 박 환○ 기SS 2020 35,000 1 35,000 효자면 신규
취득

과수전용방제기지원 윤 석○ 기SS 2020 20,000 1 20,000 효자면 신규
취득

과수전용방제기지원 박 진○ 기SS 2020 20,000 1 20,000 효자면 신규
취득

과수전용방제기지원 박 하○ 기SS 2020 20,000 1 20,000 효자면 신규
취득

과수전용방제기지원 이 백○ 기SS 2020 20,000 1 20,000 효자면 신규
취득

과수전용방제기지원 이 식○ 기SS 2020 20,000 1 20,000 은풍면 신규
취득

과수전용방제기지원 최 만○ 기SS 2020 20,000 1 20,000 은풍면 신규
취득

과수전용방제기지원 김 영○ 기SS 2020 20,000 1 20,000 은풍면 신규
취득

과수전용방제기지원 이 호○ 기SS 2020 20,000 1 20,000 은풍면 신규
취득

단위 천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
주소

변동
내역

과수전용방제기지원 이 식○ 기SS 2020 20,000 1 20,000 은풍면 신규
취득

과수전용방제기지원 강 도○ 기SS 2020 20,000 1 20,000 은풍면 신규
취득

과수전용방제기지원 유 종○ 기SS 2020 20,000 1 20,000 감천면 신규
취득

과수전용방제기지원 최 식○ 기SS 2020 20,000 1 20,000 감천면 신규
취득

과수전용방제기지원 안 기○ 기SS 2020 20,000 1 20,000 보문면 신규
취득

과수전용방제기지원 김 화○ 기SS 2020 20,000 1 20,000 보문면 신규
취득

과수전용방제기지원 황 태○ 기SS 2020 20,000 1 20,000 유천면 신규
취득

과수전용방제기지원 안 식○ 기SS 2020 20,000 1 20,000 용궁면 신규
취득

과수전용방제기지원 안 식○ 기SS 2020 20,000 1 20,000 용궁면 신규
취득

과수전용방제기지원 안 기○ 기SS 2020 20,000 1 20,000 용궁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조 영○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예천읍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황 윤○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예천읍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황 숙○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예천읍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최 매○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예천읍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남 환○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용문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차 분○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용문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권 일○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용문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권 호○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용문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권 래○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용문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박 기○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용문면 신규

취득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
주소

변동
내역

과수전동가위지원 권 하○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용문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양 환○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용문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김 한○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용문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박 심○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효자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김 현○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효자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손 진○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효자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이 문○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은풍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김 일○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은풍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김 열○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은풍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도 섭○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은풍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안 교○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은풍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이 희○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은풍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전 순○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은풍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전 탁○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은풍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최 이○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은풍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황 기○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은풍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권 섭○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은풍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김 박○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은풍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권 섭○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감천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윤 희○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감천면 신규

취득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
주소

변동
내역

과수전동가위지원 박 증○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감천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송 덕○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감천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전 례○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감천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김 호○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감천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이 석○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감천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허 열○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감천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안 명○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보문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안 근○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보문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안 기○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보문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임 택○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보문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정 교○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유천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이 화○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유천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박 은○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용궁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엄 분○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용궁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안 욱○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용궁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김 희○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용궁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박 환○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용궁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백 섭○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개포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이 식○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개포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손 락○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개포면 신규

취득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
주소

변동
내역

과수전동가위지원 반 진○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지보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백 기○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지보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최 열○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지보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서 자○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풍양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최 일○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풍양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김 경○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풍양면 신규

취득

과수전동가위지원 정 수○ 과수전동가
위 2020 1,600 1 1,600 풍양면 신규

취득

승용예취기및다목
적리프트기지원 김 호○ 동력제초기 2020 9,000 1 9,000 은풍면 신규

취득

승용예취기및다목
적리프트기지원 김 진○ 동력제초기 2020 9,000 1 9,000 은풍면 신규

취득

승용예취기및다목
적리프트기지원 구 용○ 동력제초기 2020 9,000 1 9,000 용궁면 신규

취득

승용예취기및다목
적리프트기지원 최 성○ 농업용고소

작업차 2020 9,000 1 9,000 예천읍 신규
취득

승용예취기및다목
적리프트기지원 정 욱○ 농업용고소

작업차 2020 9,000 1 9,000 용문면 신규
취득

승용예취기및다목
적리프트기지원 서 석○ 농업용고소

작업차 2020 9,000 1 9,000 용문면 신규
취득

승용예취기및다목
적리프트기지원 김 호○ 농업용고소

작업차 2020 9,000 1 9,000 효자면 신규
취득

승용예취기및다목
적리프트기지원 엄 일○ 농업용고소

작업차 2020 9,000 1 9,000 효자면 신규
취득

승용예취기및다목
적리프트기지원 도 섭○ 농업용고소

작업차 2020 9,000 1 9,000 은풍면 신규
취득

승용예취기및다목
적리프트기지원 김 동○ 농업용고소

작업차 2020 9,000 1 9,000 은풍면 신규
취득

승용예취기및다목
적리프트기지원 이 호○ 농업용고소

작업차 2020 9,000 1 9,000 은풍면 신규
취득

승용예취기및다목
적리프트기지원 강 희○ 농업용고소

작업차 2020 9,000 1 9,000 감천면 신규
취득

승용예취기및다목
적리프트기지원 안 진○ 농업용고소

작업차 2020 9,000 1 9,000 보문면 신규
취득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
주소

변동
내역

승용예취기및다목
적리프트기지원 고 환○ 농업용고소

작업차 2020 9,000 1 9,000 개포면 신규
취득

승용예취기및다목
적리프트기지원 김 복○ 농업용고소

작업차 2020 9,000 1 9,000 지보면 신규
취득

승용예취기및다목
적리프트기지원 권 보○ 농업용고소

작업차 2020 9,000 1 9,000 풍양면 신규
취득

승용예취기및다목
적리프트기지원 박 건○ 농업용고소

작업차 2020 9,000 1 9,000 보문면 신규
취득

승용예취기및다목
적리프트기지원 구 용○ 농업용고소

작업차 2020 9,000 1 9,000 용궁면 신규
취득

승용예취기및다목
적리프트기지원 이 진○ 농업용고소

작업차 2020 9,000 1 9,000 은풍면 신규
취득

승용예취기및다목
적리프트기지원 이 인○ 농업용고소

작업차 2020 9,000 1 9,000 효자면 신규
취득

포도비가림재배시
설지원 신 희○ 비가림하우

스 2020 3,200 5 16,000 예천읍 신규
취득

포도비가림재배시
설지원 윤 근○ 비가림하우

스 2020 3,200 5 16,000 예천읍 신규
취득

포도비가림재배시
설지원 박 영○ 비가림하우

스 2020 3,200 5 16,000 예천읍 신규
취득

포도비가림재배시
설지원 최 규○ 비가림하우

스 2020 3,200 5 16,000 예천읍 신규
취득

포도비가림재배시
설지원 김 년○ 비가림하우

스 2020 3,200 4 12,800 효자면 신규
취득

포도비가림재배시
설지원 김 택○ 비가림하우

스 2020 3,200 2 6,400 은풍면 신규
취득

포도비가림재배시
설지원 임 국○ 비가림하우

스 2020 3,200 5 16,000 은풍면 신규
취득

포도비가림재배시
설지원 남 경○ 비가림하우

스 2020 3,200 5 16,000 은풍면 신규
취득

포도비가림재배시
설지원 이 식○ 비가림하우

스 2020 3,200 3 9,600 은풍면 신규
취득

포도비가림재배시
설지원 이 성○ 비가림하우

스 2020 3,200 5 16,000 은풍면 신규
취득

포도비가림재배시
설지원 김 호○ 비가림하우

스 2020 3,200 5 16,000 감천면 신규
취득

포도비가림재배시
설지원 김 수○ 비가림하우

스 2020 3,200 5 16,000 보문면 신규
취득

포도비가림재배시
설지원 안 춘○ 비가림하우

스 2020 3,200 5 16,000 보문면 신규
취득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
주소

변동
내역

포도비가림재배시
설지원 이 식○ 비가림하우

스 2020 3,200 5 16,000 호명면 신규
취득

포도비가림재배시
설지원 신 용○ 비가림하우

스 2020 3,200 5 16,000 호명면 신규
취득

포도비가림재배시
설지원 이 오○ 비가림하우

스 2020 3,200 5 16,000 호명면 신규
취득

포도비가림재배시
설지원 장 덕○ 비가림하우

스 2020 3,200 5 16,000 개포면 신규
취득

포도비가림재배시
설지원 박 홍○ 비가림하우

스 2020 3,200 3 9,600 풍양면 신규
취득

포도비가림재배시
설지원 이 현○ 비가림하우

스 2020 3,200 5 16,000 용궁면 신규
취득

과일신선도유지기
지원 최 성○ 신선도유지

기 2020 2,000 1 2,000 예천읍 신규
취득

과일신선도유지기
지원 주 하○ 신선도유지

기 2020 2,000 1 2,000 용문면 신규
취득

과일신선도유지기
지원 박 길○ 신선도유지

기 2020 2,000 1 2,000 효자면 신규
취득

과일신선도유지기
지원 이 우○ 신선도유지

기 2020 2,000 1 2,000 효자면 신규
취득

과일신선도유지기
지원 진 운○ 신선도유지

기 2020 2,000 1 2,000 효자면 신규
취득

과일신선도유지기
지원 남 창○ 신선도유지

기 2020 2,000 1 2,000 효자면 신규
취득

과일신선도유지기
지원 최 혁○ 신선도유지

기 2020 2,000 1 2,000 효자면 신규
취득

과일신선도유지기
지원 정 화○ 신선도유지

기 2020 2,000 1 2,000 효자면 신규
취득

과일신선도유지기
지원 임 호○ 신선도유지

기 2020 2,000 1 2,000 효자면 신규
취득

과일신선도유지기
지원 최 이○ 신선도유지

기 2020 2,000 1 2,000 은풍면 신규
취득

과일신선도유지기
지원 김 혁○ 신선도유지

기 2020 2,000 1 2,000 은풍면 신규
취득

과일신선도유지기
지원 박 락○ 신선도유지

기 2020 2,000 1 2,000 감천면 신규
취득

과일신선도유지기
지원 도 섭○ 신선도유지

기 2020 2,000 1 2,000 은풍면 신규
취득

과일신선도유지기
지원 김 호○ 신선도유지

기 2020 2,000 1 2,000 은풍면 신규
취득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
주소

변동
내역

과일신선도유지기
지원 박 훈○ 신선도유지

기 2020 2,000 1 2,000 은풍면 신규
취득

과일신선도유지기
지원 안 교○ 신선도유지

기 2020 2,000 1 2,000 은풍면 신규
취득

과일신선도유지기
지원 진 규○ 신선도유지

기 2020 2,000 1 2,000 은풍면 신규
취득

과일신선도유지기
지원 윤 준○ 신선도유지

기 2020 2,000 1 2,000 은풍면 신규
취득

과일신선도유지기
지원 김 규○ 신선도유지

기 2020 2,000 1 2,000 은풍면 신규
취득

과일신선도유지기
지원 이 하○ 신선도유지

기 2020 2,000 1 2,000 은풍면 신규
취득

과일신선도유지기
지원 남 환○ 신선도유지

기 2020 2,000 1 2,000 은풍면 신규
취득

과일신선도유지기
지원 엄 열○ 신선도유지

기 2020 2,000 1 2,000 감천면 신규
취득

과일신선도유지기
지원 박 상○ 신선도유지

기 2020 2,000 1 2,000 감천면 신규
취득

과일신선도유지기
지원 강 희○ 신선도유지

기 2020 2,000 1 2,000 감천면 신규
취득

과일신선도유지기
지원 진 식○ 신선도유지

기 2020 2,000 1 2,000 감천면 신규
취득

과일신선도유지기
지원 윤 규○ 신선도유지

기 2020 2,000 1 2,000 감천면 신규
취득

과일신선도유지기
지원 최 식○ 신선도유지

기 2020 2,000 1 2,000 감천면 신규
취득

과일신선도유지기
지원 김 기○ 신선도유지

기 2020 2,000 1 2,000 감천면 신규
취득

과일신선도유지기
지원 윤 섭○ 신선도유지

기 2020 2,000 1 2,000 보문면 신규
취득

과일신선도유지기
지원 황 태○ 신선도유지

기 2020 2,000 1 2,000 유천면 신규
취득

과일신선도유지기
지원 최 봉○ 신선도유지

기 2020 2,000 1 2,000 유천면 신규
취득

과일신선도유지기
지원 류 기○ 신선도유지

기 2020 2,000 1 2,000 지보면 신규
취득

과일신선도유지기
지원 안 기○ 비파괴당도

측정기 2020 3,300 1 3,300 보문면 신규
취득

과일신선도유지기
지원 박 호○ 신선도유지

기 2020 2,000 1 2,000 감천면 신규
취득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
주소

변동
내역

과일신선도유지기
지원 김 동○ 신선도유지

기 2020 2,000 1 2,000 은풍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윤 식○ 농산물건조
기 2020 2,000 1 2,000 예천읍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이 식○ 농산물건조
기 2020 2,000 1 2,000 예천읍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김 한○ 농산물건조
기 2020 2,000 1 2,000 은풍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최 옥○ 농산물건조
기 2020 2,000 1 2,000 은풍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오 구○ 농산물건조
기 2020 2,000 1 2,000 풍양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유 택○ 농산물건조
기 2020 2,000 1 2,000 풍양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유 종○ 농산물건조
기 2020 2,000 1 2,000 풍양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김 경○ 농산물건조
기 2020 2,000 1 2,000 용문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최 순○ 농산물건조
기 2020 2,000 1 2,000 용문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박 환○ 농산물건조
기 2020 2,000 1 2,000 호명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장 숙○ 농산물건조
기 2020 2,000 1 2,000 호명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김 순○ 농산물건조
기 2020 2,000 1 2,000 용궁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최 현○ 동력살분무
기 2020 2,000 1 2,000 유천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오 주○ 동력살분무
기 2020 1,300 1 1,300 예천읍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강 주○ 비가림하우
스 2020 2,300 1 2,300 예천읍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권 정○ 비가림하우
스 2020 2,300 1 2,300 예천읍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이 직○ 비가림하우
스 2020 2,300 1 2,300 예천읍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권 광○ 비가림하우
스 2020 2,300 1 2,300 용문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이 영○ 비가림하우
스 2020 2,300 1 2,300 보문면 신규

취득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
주소

변동
내역

원예산업육성지원 유 경○ 비가림하우
스 2020 2,300 2 4,600 보문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강 원○ 비가림하우
스 2020 2,300 2 4,600 보문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김 동○ 비가림하우
스 2020 2,300 1 2,300 보문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박 구○ 비가림하우
스 2020 2,300 2 4,600 유천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김 희○ 비가림하우
스 2020 2,300 2 4,600 용궁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박 현○ 비가림하우
스 2020 2,300 1 2,300 용궁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안 섭○ 비가림하우
스 2020 2,300 2 4,600 용궁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유 남○ 비가림하우
스 2020 2,300 2 4,600 용궁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이 진○ 비가림하우
스 2020 2,300 2 4,600 용궁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이 우○ 비가림하우
스 2020 2,300 2 4,600 용궁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권 식○ 비가림하우
스 2020 2,300 1 2,300 개포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박 탁○ 비가림하우
스 2020 2,300 1 2,300 지보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최 유○ 비가림하우
스 2020 2,300 2 4,600 지보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박 환○ 비가림하우
스 2020 2,300 5 11,500 용문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안 용○ 스마트팜 2020 20,000 1 20,000 지보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안 철○ 스마트팜 2020 20,000 1 20,000 지보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최 일○ 스마트팜 2020 13,000 1 13,000 지보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이 희○ 스마트팜 2020 20,000 1 20,000 지보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박 홍○ 스마트팜 2020 8,000 1 8,000 풍양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강 주○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예천읍 신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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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취득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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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주소

변동
내역

원예산업육성지원 권 길○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예천읍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권 용○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예천읍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김 동○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예천읍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박 영○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예천읍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박 분○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예천읍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신 철○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예천읍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안 욱○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예천읍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이 주○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예천읍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정 구○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예천읍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황 숙○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예천읍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김 경○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예천읍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강 영○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용문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박 재○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용문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박 교○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용문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박 희○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예천읍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임 섭○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용문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허 수○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용문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허 행○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용문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이 우○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효자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강 조○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유천면 신규

취득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
주소

변동
내역

원예산업육성지원 신 섭○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효자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조 남○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효자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차 해○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효자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태 순○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효자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구 윤○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은풍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김 수○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은풍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안 선○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은풍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이 오○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은풍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장 식○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은풍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정 호○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은풍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권 대○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감천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김 복○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감천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박 규○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감천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신 식○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감천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이 원○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감천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이 순○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감천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이 진○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감천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조 기○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감천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곽 숙○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보문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권 호○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보문면 신규

취득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
주소

변동
내역

원예산업육성지원 김 자○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보문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반 식○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보문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배 기○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보문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윤 희○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보문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윤 식○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보문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정 화○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보문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최 철○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보문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김 석○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호명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김 덕○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호명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류 일○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호명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박 동○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호명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배 석○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호명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윤 원○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호명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이 빈○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호명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이 춘○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호명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장 덕○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호명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최 주○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호명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김 순○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호명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권 임○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유천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김 영○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유천면 신규

취득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
주소

변동
내역

원예산업육성지원 박 열○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유천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윤 인○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유천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이 기○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유천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이 도○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유천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정 익○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유천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김 범○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유천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장 창○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유천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권 오○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용궁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신 복○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용궁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이 화○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용궁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이 자○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용궁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장 규○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용궁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이 희○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유천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이 형○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용궁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최 철○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용궁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유 조○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개포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김 자○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개포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정 헌○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개포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윤 자○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개포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고 숙○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개포면 신규

취득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
주소

변동
내역

원예산업육성지원 임 일○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개포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양 석○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개포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김 이○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지보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김 성○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지보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정 영○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지보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김 동○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지보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최 열○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지보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김 동○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지보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현 배○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지보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임 남○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지보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조 수○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지보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김 진○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풍양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김 식○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풍양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손 수○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풍양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오 주○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풍양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황 진○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용궁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최 열○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풍양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윤 한○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풍양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박 우○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풍양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이 문○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개포면 신규

취득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
주소

변동
내역

원예산업육성지원 윤 화○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지보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조 호○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지보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유 무○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풍양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박 국○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예천읍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김 경○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풍양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김 조○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풍양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심 보○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예천읍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박 용○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호명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권 조○ 이동식저온
저장고 2020 550 10 5,500 지보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전 열○ 자동개폐기 2020 800 5 4,000 예천읍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권 혁○ 컨트롤박스 2020 800 1 800 은풍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박 구○ 컨트롤박스 2020 800 1 800 유천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강 오○ 컨트롤박스 2020 800 1 800 개포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권 식○ 컨트롤박스 2020 800 1 800 개포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김 숙○ 컨트롤박스 2020 800 1 800 개포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박 규○ 컨트롤박스 2020 800 2 1,600 개포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배 숙○ 컨트롤박스 2020 800 1 800 개포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장 동○ 컨트롤박스 2020 800 1 800 개포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정 순○ 컨트롤박스 2020 800 1 800 개포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주 섭○ 컨트롤박스 2020 800 1 800 개포면 신규
취득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
주소

변동
내역

원예산업육성지원 정 무○ 컨트롤박스 2020 800 1 800 풍양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이노진팜㈜ 컨트롤박스 2020 800 2 1,600 풍양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황 주○ 컨트롤박스 2020 800 1 800 풍양면 신규
취득

원예산업육성지원 김 택○ 컨트롤박스 2020 800 1 800 은풍면 신규
취득

양봉농가사료용해
기지원

배 환 외 ○
9 사료용해기 2020 1,600 10 16,000 예천읍 신규

취득

퇴비사지원사업 임 섭 외 ○
9 퇴비사 2020 9,000 10 90,000 예천읍 신규

취득

청년농업인농축산
업고부가가치창출
사업

이 규○ 임신발정진
단기 2020 12,400 1 12,400 풍양면 신규

취득

청년농업인농축산
업고부가가치창출
사업

이 락○ 스피드스프
레이어 2020 20,000 1 20,000 은풍면 신규

취득

청년농업인농축산
업고부가가치창출
사업

황 훈○ 임신발정진
단기 2020 12,400 1 12,400 예천읍 신규

취득

청년농업인농축산
업고부가가치창출
사업

황 훈○ 축산악취제
거기 2020 8,420 1 8,420 예천읍 신규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