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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별지3)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총 계 354개 사업 16,193,949 13,547,080 2,646,869

 공주사랑 실천운동 공주시지방행정동우회 4,200 3,150 1,050 
매우

우수

 민주평화통일지원사업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공주시협의회
28,500 28,500 0 

매우

우수

 민주평통자문위원 공주시협의회 운영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공주시협의회
14,250 14,250 0 

매우

우수

 민주평통사무실 리모델링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공주시협의회
15,000 15,000 0 

매우

우수

 한국전쟁 시기 공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

(사)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공주유족회
2,850 2,850 0 

매우

우수

 공주시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26,869 23,750 3,119 
매우

우수

 인명구조활동 지원 공주시 인명구조대 8,608 7,600 1,008 우수

 어린이 안전 골든벨 퀴즈쇼 ㈜중도일보사 19,000 19,000 0 
매우

우수

 충남 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 공주시의용소방대연합회 5,430 4,750 680 
매우

우수

 의용소방대 물품구입 지원 공주시의용소방대연합회 45,000 45,000 0 
매우

우수

 소방기술 혁신전진대회 행사 지원 공주시의용소방대연합회 24,860 19,000 5,860 
매우

우수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 유구읍 주민자치위원회 외 15 63,500 63,500 0 우수

 주민자치 박람회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 1,050 950 100 우수

 이통장연합회 사무실 기능보강 전국이통장연합회 공주시지회 2,990 2,990 0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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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충청남도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참가 지원 전국이통장연합회 공주시지회 10,500 9,500 1,000 우수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전국이통장연합회 공주시지회 21,000 19,000 2,000 
매우

우수

 새마을 이웃과 사랑나누기 공주시새마을회 29,450 29,450 0 
매우

우수

 새마을지도자 기본교육 공주시새마을회 19,000 19,000 0 
매우

우수

 새마을운동 읍면동 협의회 지원 공주시새마을회 64,674 30,400 34,274 
매우

우수

 새마을 문화의식 운동지원 공주시새마을회 29,450 29,450 0 
매우

우수

 공주시 새마을회 운영비 공주시새마을회 71,623 64,600 7,023 
매우

우수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공주시새마을회 10,500 9,500 1,000 
매우

우수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및 도촉진
대회 공주시새마을회 7,600 7,600 0 우수

 바르게살기 태극기 선양 범시민 운
동 바르게살기운동공주시협의회 3,332 2,850 482 

매우

우수

 바르게살기운동 읍면동 위원회 지
원 바르게살기운동공주시협의회 11,665 9,690 1,975 우수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사업 활동지원 바르게살기운동공주시협의회 5,378 4,750 628 
매우

우수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 운영
비 바르게살기운동공주시협의회 30,607 21,850 8,757 

매우

우수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및 충남대회 
등 참가 바르게살기운동공주시협의회 17,531 9,500 8,031 우수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운영비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15,200 15,200 0 보통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사무실 
기능보강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2,950 2,950 0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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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제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3,150 2,850 300 우수

 자유민주주의 신장활동과 통일안보교육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9,625 7,125 2,500 보통

 학생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3,450 2,850 600 보통

 민족통일협의회 충청남도대회 민족통일 공주시협의회 30,000 23,750 6,250 보통

 향군안보강좌 등 공주시 재향군인회 12,120 9,500 2,620 보통

 공주시 재향군인회 운영비 공주시 재향군인회 22,488 19,000 3,488 우수

 공주시 재향군인회 사무실 기능보강 공주시 재향군인회 2,994 2,994 0 보통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공주시 재향군인회 4,400 3,800 600 우수

 자율방범대 초소 기능보강 공주시 자율방범대 19,700 19,700 0 보통

 자율방범연합 체육대회 공주시 자율방범대 7,700 5,700 2,000 
매우

우수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대회 참가 지원 공주시 자율방범대 5,000 2,850 2,150 우수

 수중정화 활동을 위한 보트 구입 해병대 공주전우회 61,705 61,705 0 우수

 범죄예방활동지원 법무법사랑위원공주지역연합회 26,146 23,750 2,396 
매우

우수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공주청양범죄피해자 지원센터 58,414 52,250 6,164 
매우

우수

 청소년 안전지킴이 및 관광지
 교통갬페인 공주경찰서 전의경회 2,850 2,850 0 우수

 문화재 및 공원지역 안전순찰 재경향우회 2,850 2,850 0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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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새들목섬 자연보호 및 방범순찰 해병대 공주전우회 3,400 2,850 550 우수

 3.1절 기념식 기미삼일독립만세운동기념사업회 3,800 3,800 0 우수

 적십자봉사회 희망나눔센터 운영 대한적십자봉사회 공주지구협의회 4,750 4,750 0 
매우

우수

 생활과학교실 운영보조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9,000 19,000 0 
매우

우수

 범공주인 연합학술제 및 
 한마당 행사지원 공주대학교 총학생회 외 1명 141,746 33,250 108,496 

매우

우수

 마을 주도형 늘품학교 운영
두만리마을회, 드림즈마을협동
조합, 공주드림팜협동조합

17,100 17,100 0 
매우

우수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축제
청정의당을 지키는 사람들,
드림즈교육연구소

11,400 11,400 0 
매우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15개) 한빛배움터 7,250 6,650 600 
매우

우수

 청춘삼박자 지원사업 예성그림반 외 14개 동아리 23,700 13,000 10,700 
매우

우수

 한문교육 지원사업 금강종합사회복지관 9,850 9,500 350 
매우

우수

 성인문해교육지원 공주향교 5,700 5,700 0 
매우

우수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 지원 충남공예협동조합 32,300 32,300 0 
매우

우수

 공주전통공예사업 공주전통공예사업자협회 9,500 9,500 0 
매우

우수

 신년교례회 행사지원 공주문화원 3,800 3,800 0 우수

 공주문화원 운영지원 공주문화원 211,345 156,750 54,595 
매우

우수

 풀꽃 문학상 공주풀꽃문학관운영위원회 33,000 19,000 14,000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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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영화상영지원 한국예총 공주지회 8,550 8,550 0 
매우

우수

 영화상영 음향, 노트북 구입 한국예총 공주지회 2,330 2,330 0 우수

 전국 사진, 서예 공모전 한국사진작가협회공주지부 외 1 50,208 47,500 2,708 
매우

우수

 석가탄신일행사 지원 공주시 사암연합회 10,505 9,500 1,005 우수

 우리조상알기사업 공주문화원 14,250 14,250 0 
매우

우수

 성탄행사지원 공주시기독교연합회 17,000 9,500 7,500 우수

 황새바위 성지 문화제 황새바위순교성지 10,500 9,500 1,000 우수

 공주예술지발간 한국예총 공주지회 6,650 6,650 0 우수

 공주문화소식지 발간 공주문화원 33,250 33,250 0 
매우

우수

 공주시 양서출간 지원사업 공주문화원 28,500 28,500 0 
매우

우수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마당 한국예총 공주지회 57,000 57,000 0 
매우

우수

 야외무대 운영 계룡산축제추진위원회 외 3개소 88,925 80,750 8,175 우수

 공주예술제 한국예총 공주지회 47,500 47,500 0 
매우

우수

 우금티 추모예술제 (사)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
회 20,900 19,000 1,900 우수

 문화유적 순례답사 공주문화원 10,500 9,500 1,000 우수

 문화예술인 정기공연 공주문화원 14,250 14,250 0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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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찾아가는 어린이 뮤지컬 대전일보 20,900 19,000 1,900 우수

 금강미술대전 대전MBC문화방송 39,500 28,500 11,000 
매우

우수

 풍물강습 및 백제문화제 공연 공주시 민속풍장단 4,292 2,850 1,442 
매우

우수

 웅진문학상 한국문인협회 공주지부 15,750 14,250 1,500 우수

 공주역사 이야기 극본 공모전 한국연극협회 공주지부 21,000 19,000 2,000 우수

 한국예총 공주지회 운영지원 한국예총 공주지회 54,700 53,200 1,500 
매우

우수

 청소년합창, 백일장, 미술대회 등 지원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외 2개소 14,700 13,300 1,400 
매우

우수

 문학지 및 자료집 발간 금강여성문학회 외 3 19,100 14,250 4,850 
매우

우수

 문화예술단체 정기전 및 정기공연 한국미술협회 외 4개소 37,900 34,200 3,700 
매우

우수

 향토예술행사 지원 갑사상가지구번영회 외 1 13,650 12,350 1,300 우수

 공주소리(공연, 체험, 강습 등) 지원사업 공주문화원 38,000 38,000  
매우

우수

 도지사배일반풍물대회참가 한국국악협회 공주지부 5,250 4,750 500 우수

 도지사배민속대제전참가 공주문화원 6,650 6,650 0 
매우

우수

 한국화전통미술제 한국화전통미술제추진위원회 7,320 6,650 670 
매우

우수

 공모사업(지역우수문화교류콘텐츠
 발굴지원) 한국연극협회 공주지부 6,000 6,000 0 우수

 백제서화공모대전 백제서화협회 21,000 19,000 2,000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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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공주 국립충청국악원 유치위원회 
 활동 지원 공주국립충청국악원 유치위원회 30,500 28,500 2,000 

매우

우수

 3.1역전마라톤대회 공주시체육회 9,000 9,000 0 우수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출전 공주시체육회 313,500 313,500 0 보통

 전국체육대회 출전지원 공주시체육회 10,000 10,000 0 보통

 공주시체육회 종목별 우수지도자 
 육성지원 공주시체육회 50,000 50,000 0 보통

 도지사기대회 출전지원 공주시체육회 20,000 20,000 0 우수

 직장체육팀 우수선수 영입비 및
 인센티브 지원 공주시체육회 50,000 50,000 0 우수

 시민화합체육대회 개최 지원 공주시체육회 452,000 452,000 0 우수

 소년체전격려 및 초중고 입상자
 포상지원 공주시체육회 15,200 15,200 0 우수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 공주시체육회 32,000 32,000 　0 우수

 유소년체육 육성지원 공주시체육회 30,000 30,000 0　
매우

우수

 시장기타기 종목별대회 공주시체육회 65,000 65,000 0 보통

 도민체전참가 지원 공주시체육회 320,000 320,000 0 보통

 소규모 체육사업 지원 공주시체육회 24,000 24,000 0 보통

 공주시체육회 운영비 공주시체육회 132,483 115,000 17,483 우수

 공주시체육회 컴퓨터 구입 공주시체육회 3,000 3,000 0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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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충청남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공주시체육회 76,000 76,000 　0
매우

우수

 충남어르신생활체육대회 출전 공주시체육회 19,000 19,000 　0
매우

우수

 시민건강수영교실 운영 지원 공주대학교공주국민체육센터 28,500 28,500 0 우수

 장애인수영교실 운영 지원 공주대학교공주국민체육센터 9,500 9,500 0 우수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 공주시장애인체육회 75,000 75,000 0　
매우

우수

 전국 및 도단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공주시장애인체육회 17,100 17,100 0 우수

 소규모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공주시장애인체육회 4,750 4,750 0 우수

 장애청소년 동계스포츠 교실 공주시장애인체육회 9,500 9,500 0 우수

 공주시체육회(생활) 운영비 공주시장애인체육회 45,000 45,000 0 우수

 공주시체육회(생활) 사무용집기 및 
 컴퓨터 구입 공주시체육회 3,300 3,300 0　

매우

우수

 공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비 공주시장애인체육회 33,000 33,000 0 우수

 공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용집기 및 
 컴퓨터 구입 공주시장애인체육회 3,300 3,300 　0

매우

우수

 2019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대회 한국대학태권도연맹 180,000 180,000 　0 미흡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운영비 지원 계룡산자연사박물관 외 4개소 20,567 20,567 0 
매우

우수

 공주역 및 공주터미널 안내소 운영 공주시 관광협의회 61,750 61,750 0 우수

 백제미마지탈 야간상설 공연 백제춤전승보존회 90,000 90,000 0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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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무령왕네트워크 국제교류사업 무령왕국제네트워크 협의회 19,000 19,000 0 
매우

우수

 신바람 공주 시티투어 운영 공주시 관광협의회 23,750 23,750 0 우수

 시티투어 체험형 관광상품 사업 공주시 관광협의회 14,241 14,241 0 우수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등 이벤트 사업 한국자연사박물관, 임립미술관,
공주민속극박물관 66,500 57,000 9,500 보통

 백제문화학교 사업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00 19,000 1,000 우수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지원 충남공예협동조합 56,987 28,500 28,487 우수

 홈스테이 활성화 사업비 공주시 홈스테이협회 21,000 19,000 2,000 우수

 공주시 관광객 유치 홍보사업 공주시 관광협의회 28,500 28,500 0 보통

 공주시관광협의회 운영지원 공주시 관광협의회 19,000 19,000 0 우수

 갑사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 대한불교조계종 갑사 500,000 500,000 0 우수

 백제문화제 관광이벤트 축제사업 한국연극협회 공주시지부 외 3개 45,000 45,000 0 우수

 공주 금강 여름축제 금강여름축제조직위원회 250,000 250,000 0 보통

 겨울공주 군밤축제 겨울공주군밤축제조직위원회 280,044 280,000 44 
매우

우수

 마곡사 신록축제 마곡사신록축제추진위원회 23,000 19,000 4,000 
매우

우수

 계룡산 벚꽃축제 계룡산 벚꽃축제추진위원회 21,000 19,000 2,000 우수

 공주항공축제 공주경비행기 21,000 19,000 2,000 
매우

우수



- 172 -

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갑사 황매화 축제 갑사지구번영회 21,000 19,000 2,000 
매우

우수

 구절산 구룡사 구절초축제
구절산 구룡사 구절초축제추진

위원회
19,000 19,000 0 우수

 역사문화 학술세미나 공주향토문화연구회 9,550 8,550 1,000 
매우

우수

 문화재 활용사업 헤리티지페스타외 4개 단체 54,500 47,500 7,000 
매우

우수

 찾아가는 문화재안전학교 운영 (사)한국문화재안전연구소 20,500 19,000 1,500 
매우

우수

 동학농민혁명 학술세미나 지원 사)동학농민전쟁 우금티기념사업회 9,500 9,500 0 우수

 선학리 지게놀이(도 무형문화제) 앰프 지원 선학리지게놀이보존회 2,000 2,000 0 우수

 전통제향 지원 공주향교 외 15개 단체 24,650 23,750 900 
매우

우수

 하대리칠석제 하대리칠석제보존회 6,950 6,650 300 
매우

우수

 영산대재 지원 공주시사암연합회 42,000 38,000 4,000 
매우

우수

 향교 전통문화전승보존 공주향교 2,850 2,850 0 
매우

우수

 서화작품 전시회 충현서원연서회 외 1개 단체 7,650 6,650 1,000 
매우

우수

 고도 주민협의회 활동 지원
(사)공주고도육성세계유산관리

주민협의회
19,000 19,000 0 보통

 전통놀이 체험프로그램 운영 한국전통놀이연구보급회 14,250 14,250 0 보통

 석장리박물관 수석특별전시 한국수석회 대전지역회 20,000 20,000 0 미흡

 구석기퍼레이드 개최 공주석장리구석기축제조직위원회 47,500 47,500 0 
매우

우수



- 173 -

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사회복지의 날 행사 및 복지박람회 개최 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 43,000 38,000 5,000 
매우

우수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 30,500 28,500 2,000 
매우

우수

 공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공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459,702 415,000 44,702 
매우

우수

 금강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금강종합사회복지관 447,850 415,000 32,850 
매우

우수

 찾아가는 주민지원서비스센터 운영 공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30,000 28,500 1,500 
매우

우수

 기초푸드뱅크 운영 지원 공주기초푸드뱅크 40,000 38,000 2,000 
매우

우수

 공주시자원봉사센터 인건비 공주시자원봉사센터 18,500 18,500 0 
매우

우수

 보훈단체 전적지답사 상이군경회 공주시지회 외 8개단체 21,850 21,850 0 
매우

우수

 보훈단체 해외 전적지 답사 상이군경회 공주시지회 외 2개단체 37,050 37,050 0 우수

 보훈단체운영비(상이군경회) 상이군경회 공주시지회 15,675 15,675 0 우수

 보훈단체운영비(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유족회 공주시지회 15,675 15,675 0 우수

 보훈단체운영비(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공주시지회 15,675 15,675 0 우수

 보훈단체운영비(무공수훈자회) 무공수훈자회 공주시지회 15,675 15,675 0 우수

 보훈단체운영비(고엽제전우회) 고엽제전우회 공주시지회 15,675 15,675 0 우수

 보훈단체운영비(6.25참전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공주시지회 15,675 15,675 0 우수

 보훈단체운영비(월남전참전자회) 월남전참전자회 공주시지회 15,675 15,675 0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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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보훈단체운영비(특수임무유공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공주시지회 10,450 10,450 0 우수

 보훈단체운영비(광복회) 광복회 공주시지회 5,225 5,225 0 우수

 보훈단체 차량유지비 상이군경회 공주시지회 외 3개단체 9,500 9,500 0 우수

 보훈단체 및 나라사랑의 집 기능보
강사업 상이군경회 공주시지회 외 2개단체 38,000 38,000 0 우수

 제64회 현충일 행사 상이군경회 공주시지회 외 2개단체 19,000 19,000 0 
매우

우수

 6.25전쟁 제69주년 행사 상이군경회 공주시지회 외 2개단체 11,400 11,400 0 
매우

우수

 읍면동 어버이날 경로잔치 (사)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45,900 45,900 0 
매우

우수

 경로당 물품 수리비 (사)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15,000 15,000 0 
매우

우수

 경로당 소독(살균 및 악취제거) 지원 유구읍 녹천3리 경로장 노인회장 외45명 316,680 316,680 0 
매우

우수

 경로당 물품 및 환경개선 유구읍 녹천1리 경로장 노인회장 외182명 411,775 411,775 0 
매우

우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자체지원) (사)대한노인회 충남공주시지회 152,000 152,000 0 
매우

우수

 우성면 죽당리 경로당 보수
우성면 죽당리 경로당

보수공사 추진위원회
10,000 10,000 0 

매우

우수

 탄천면 송학2리 경로당 보수공사
탄천면 송학2리 경로당

보수공사 추진위원회
7,000 7,000 0 

매우

우수

 탄천면 삼각2리 경로당 보수공사
탄천면 삼각2리 경로당

보수공사 추진위원회
10,000 10,000 0 

매우

우수

 우성면 내산2리 경로당 보수공사
우성면 내산2리 경로당

보수공사 추진위원회
40,000 40,000 0 

매우

우수

 탄천면 분강리 경로당 보수공사
탄천면 분강리 경로당

보수공사 추진위원회
10,000 10,000 0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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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계룡면 화헌리 경로당 보수공사
계룡면 화헌리 경로당

보수공사 추진위원회
20,000 20,000 0 

매우

우수

 이동빨래차 운영지원 공주시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장 외 1 57,000 57,000 0 
매우

우수

 노인의 날 기념행사 (사)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13,150 12,750 400 
매우

우수

 노인 건강대회 (사)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13,300 13,300 0 
매우

우수

 어버이날 행사지원 공주시 여성단체협의회 12,350 12,350 0 
매우

우수

 (사)대한노인회 공주지지회
 읍면동분회사업비 (사)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54,150 54,150 0 

매우

우수

 문해학교운영 (사)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14,250 14,250 0 
매우

우수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운영비 (사)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53,200 53,200 0 
매우

우수

 중증장애인과 함께하는 나들이 행사 공주시 장애인연합회 3,800 3,800 0 
매우

우수

 충남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가 공주시 장애인연합회 2,375 2,375 0 
매우

우수

 장애인등반대회 공주시 장애인연합회 3,325 3,325 0 
매우

우수

 충남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 공주시 장애인연합회 1,900 1,900 0 
매우

우수

 충남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 2,850 2,850 0 
매우

우수

 지체장애인협회자매단체 교류지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 4,750 4,750 0 
매우

우수

 충남농아인의날 기념식 참가 한국농아인협회 공주시지회 2,031 1,900 131 
매우

우수

 충남흰지팡이의 날 기념식 참가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공주시지회 1,900 1,900 0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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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사랑의 점자교실 운영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공주시지회 2,850 2,850 0 
매우

우수

 충남시각장애인 경노행사참가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공주시지회 1,900 1,900 0 
매우

우수

 시각장애인 보행교육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공주시지회 1,900 1,900 0 
매우

우수

 장애인부모교육 및 여름캠프 한국장애인부모회 공주시지부 5,700 5,700 0 
매우

우수

 장애인합동결혼식 지원 충남지체장애인협회 9,500 9,500 0 
매우

우수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공주시지부
16,000 16,000 0 

매우

우수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운영비 지원 지체장애인편의시설 공주시지원센터 57,665 57,665 0 
매우

우수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 공주시수화통역센터 207,600 207,600 0 
매우

우수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공주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204,000 204,000 0 
매우

우수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지원 공주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32,014 26,880 5,134 
매우

우수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누리마을 167,000 167,000 0 
매우

우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 소망둥지 64,000 64,000 0 
매우

우수

 재활사업비지원 공주시 장애인연합회 36,664 30,000 6,664 
매우

우수

 장애인 한마음대회 공주시 장애인연합회 26,300 20,900 5,400 
매우

우수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사업 지원 공주시 장애인연합회 28,500 28,500 0 
매우

우수

 장애인및 소외계층 PC나누기 사업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 

공주시지회
7,901 7,780 121 

매우

우수



- 177 -

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무료차량 이동봉사사업 한국곰두리봉사회 공주지회 11,787 9,785 2,002 
매우

우수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한국장애인부모회 공주시지부 4,180 3,800 380 우수

 장애인복지도우미 상담 활동비 지원 공주시 장애인연합회 19,000 19,000 0 
매우

우수

 충남남부장애인복지관 운영비지원 충남남부장애인복지관 326,590 326,590 0 
매우

우수

 장애인이용시설 기능보강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 9,000 9,000 0 
매우

우수

 여성단체활동 운영지원 공주시여성단체협의회 33,250 33,250 0 
매우

우수

 여성 및 가족출장사업 공주시가족상담센터 9,500 9,500 0 
매우

우수

 충남여성한마음대회 공주시여성단체협의회 6,350 4,750 1,600 우수

 저소득 한부모가정자녀 수련대회 공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4,750 4,750 0 
매우

우수

 여성의식 향상교육 공주시여성단체협의회 3,210 2,850 360 우수

 저소득부자가정 밑반찬지원 공주시여성단체협의회 10,000 9,500 500 우수

 여성자원활성화사업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공주지구협의회 3,350 2,850 500 우수

 부녀학당 운영 공주향교 전교 16,100 7,600 8,500 보통

 어머니 자질향상교육 지원사업 대한어머니회공주시지회 3,149 2,850 299 우수

 새일센터 운영지원(자체) 공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30,700 30,700 0 매우
우수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예방교육, 홍보등) 공주시가족상담센터 2,850 2,850 0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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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부부의 날 기념행사 운영지원 공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040 3,040 0 
매우

우수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사업 공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3,000 33,000 0 
매우

우수

 온누리안 가족쉼터 운영 소비자교육중앙회 공주시지회 9,710 9,500 210 우수

 다문화가족 생활멘토링 공주시 새마을회 5,007 4,750 257 우수

 결혼이민자가정 모국방문지원 공주시여성단체협의회 19,000 19,000 0 우수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 등 지원 충남하나센터 6,175 6,175 0 우수

 다문화가족 행복모임대회 공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9,000 19,000 0 
매우

우수

 언어상담 지원(자체) 공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8,000 38,000 0 
매우

우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공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66,500 66,500 0 
매우

우수

 공주시 다문화가족협의회 운영 지원 공주시 다문화가족협의회 2,850 2,850 0 우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교육지도사 처우개선비 공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660 15,660 0 우수

 어린이날 행사 지원 공주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29,300 28,500 800 매우
우수

 공주시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행사 지원 공주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 4,750 4,750 0 매우
우수

 어린이집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 아이맘어린이집외 15개소 90,902 79,600 11,302 매우
우수

 공주시보육인대회 충남어린이집연합회 공주시지회 15,829 14,250 1,579 매우
우수

 전국 및 충남보육인대회 참가 충남어린이집연합회 공주시지회 2,750 2,400 350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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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찬회 등
 (선진지 견학 포함) 충남어린이집연합회 공주시지회 13,993 13,559 434 매우

우수

 어린이집 부모교육 및 교재교구전시회 충남어린이집연합회 공주시지회 5,217 4,735 482 매우
우수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등 지원 곰두리어린이집외 66개소 101,589 97,089 4,500 
매우

우수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곰두리어린이집외 66개소 37,850 37,850 0 
매우

우수

 어린이집 보육교사(누리과정) 등
 인건비 추가지원 곰두리어린이집외 18개소 133,854 133,854 0 

매우

우수

 한일 청소년 교류 공주청년회의소 9,600 7,600 2,000 보통 

 청소년 리더십 캠프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2,375 2,375 0 우수 

 청소년과 어르신의 사랑나눔 (사)한국B.B.S대전충남연맹공주지회 5,155 4,655 500 
매우

우수

 학교 폭력예방 및 지도활동 공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8,550 8,550 0 
매우

우수

 청소년의 달 한마음 축제 (사)한국B.B.S대전충남연맹공주지회 30,682 19,000 11,682 
매우

우수

 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자체)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5,700 5,700 0 
매우

우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4대보험료 및 제수당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35,492 35,492 0 우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차량지원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19,000 19,000 0 우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급식지원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14,592 14,592 0 우수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1,425 1,425 0 우수

 청소년쉼터 종사자 4대보험 및
 퇴직적릭금 및 제수당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35,625 35,625 0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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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청소년 지원 동아리 지원(자체)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3,800 3,800 0 우수

 청소년 토요 문화학교 운영 그림과 사람들 모임 외 1 12,100 11,400 700 
매우

우수

 지방의제 21 사업추진 공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5,700 5,700 0 
매우

우수

 공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건비(2명) 공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39,900 39,900 0 
매우

우수

 공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공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3,300 13,300 0 
매우

우수

 자연보호 보전행사 (사)해병대공주전우회 9,000 9,000 0 
매우

우수

 폐기물처리시설 인근마을 지원사업 만수리 마을회, 검상동 마을회 194,105 194,000 105 매우
우수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산성시장 상인회 20,900 19,000 1,900 
매우

우수

 시장활성화구역 경영혁신사업 공주시상가번영회 20,900 19,000 1,900 
매우

우수

 야시장 운영경비 보조 공주시산성상인회 20,900 19,000 1,900 
매우

우수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지원 공주시상가엽합회 5,500 5,000 500 
매우

우수

 소비자생활센터 운영지원사업 (사)소비자교육중앙회 공주지회 2,850 2,850 0 
매우

우수

 소비자생활센터 운영 지원 (사)소비자교육중앙회 공주지회 17,100 17,100 0 
매우

우수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주방 리모델링) 제공 착한가격업소 21,500 20,000 1,500 

매우

우수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전시회)
 참가지원 한국산삼㈜ 외 13개 중소기업 31,980 26,100 5,880 

매우

우수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원 공주대학교산학협력단 20,000 20,000 0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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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유구 섬유제품 개발사업 지원 (재)한국섬유스마트공정연구원 89,000 57,000 32,000 
매우

우수

 기업인대회 및 노사화합 한마음 
 행사 지원 공주시기업인협의회 15,700 14,250 1,450 

매우

우수

 관내 섬유업체 세미나 행사지원 (재)한국섬유스마트공정연구원 4,750 4,750 0 
매우

우수

 유구 섬유축제 행사지원 유구섬유축제추진위원회 106,556 97,000 9,556 
매우

우수

 노사정화합 간담회 및 등반대회 행사 공주지역노동단체협의회 5,000 5,000 0 우수

 자율지원(주거비 지원) 공주시 청년상생고용 지원사업
청년근로자 10명 1,800 1,800 0 

매우

우수

 자율지원(주거비 지원) 공주시 청년상생고용 지원사업 
청년근로자 11명 750 750 0 우수

 마곡사 주변 간판정비 사업 마곡사 주변 간판개선사업 추진
협의체 144,000 144,000 0 우수

 공주하숙마을 옛 추억 담기 프로젝트 자연의 소리 사회적 협동조합 19,000 19,000 0 
매우

우수

 농촌빈집정비사업 이OO 외 52 158,675 103,587 55,088 우수

 운수업계종사자 해외연수
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공주

시지부
20,900 20,900 0 

매우

우수

 교통 안전활동 지원사업 공주시 모범운전자회 4,750 4,750 0 
매우

우수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 개최 공주시 체조협회 19,913 19,000 913 
매우

우수

 건강시민 걷기대회 개최 공주시 체조협회 19,004 19,000 4 
매우

우수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가비 지원 (사)한국농업경영인 공주시연합회 7,600 7,600 0 우수

 농업경영인 연수비 지원 (사)한국농업경영인 공주시연합회 26,370 19,000 7,370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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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비 지원 여성농업인 회장 이OO 외 61명 11,400 11,400 0 우수

 여성농업인 연수비 및 역량강화교육 지원 여성농업인 회장 이OO 외 59명 9,500 9,500 0 우수

 농민회 봉사활동 및 교육비 지원 전국농민회총연맹공주시농민회 0 0 0 
매우

미흡

 충남농민 전진대회 참가비 지원 전국농민회총연맹공주시농민회 3,620 3,620 0 우수

 쌀전업농 선진지 견학 및 도대회 
참가 농업단체회원 80명 4,000 4,000 0 우수

 농업단체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농업경영인회원 600명 9,500 9,500 0 우수

 농업경영인 역량강화교육대회 지원 (사)한국쌀전업농 공주시연합회 13,493 9,500 3,993 우수

 벼 곡물건조기 공급지원 최OO 외 9명 100,000 40,000 60,000 매우
우수

 소규모 도정공장 쌀 포장재 지원 윤OO 외 7명 38,000 19,000 19,000 우수

 일반농기계 공급지원 김OO 외 99명 200,000 100,000 100,000 매우
우수

 야생동물 포획기 지원 이OO 외 26명 43,640 26,184 17,456 우수

 시설원예 선충방제용 자재 지원사
업 이OO 외 394명 145,248 80,000 65,248 보통

 시설원예 재배농가 해충방제 천적
지원 이OO 외 214명 68,621 50,000 18,621 미흡

 과수·원예농가 SS기 지원사업 정OO, 김OO, 유OO, 조OO, 황OO 100,000 50,000 50,000 보통

 과수농가 인공교배기 지원사업 김OO 외 8명 12,140 8,000 4,140 보통

 소규모농가 딸기우량묘 시설지원 경OO 외 13명 186,486 100,000 86,486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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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공주 꽃마늘 명품화지원사업 구OO 외 69명 689,810 345,000 344,810 보통

 부추재배농가 결속기 지원사업 곽OO 외 7명 44,000 20,000 24,000 보통

 시설채소농가 바이오 쿨네트 지원사업 이OO 외 34명 180,578 100,000 80,578 보통

 소규모 로컬푸드 활성화
공주다살림사회적협동조합,

신공주밤생산영농조합법인
44,693 35,754 8,939 

매우

미흡

 소규모 로컬푸드 활성화 공주다살림사회적협동조합 35,000 35,000 0 보통

 축산농가 축산 선진지 견학 공주시 축산인연합회 4,654 2,542 2,112 
매우

우수

 한우송아지 초유 지원사업 한OO 외 147인 46,788 23,394 23,394 우수

 한우개량 컨설팅 지원 조OO 외 65인 100,000 50,000 50,000 
매우

우수

 한우암소 명품육 육성사업 김OO 외 20인 25,950 12,975 12,975 
매우

우수

 한우암소 번식검진 사업 조OO 외 39인 63,168 31,584 31,584 
매우

우수

 양계사 친환경 수분조절제 지원 강OO 외 37명 80,000 40,000 40,000 
매우

우수

 사슴농가 육성지원 이OO 외 9인 100,000 50,000 50,000 우수

 양봉산업 육성지원 강OO 외 109명 40,000 20,000 20,000 미흡

 양봉생산 기반조성 지원 강OO 외 58인 120,000 60,000 60,000 
매우

우수

 소 사양관리 시스템(CCTV) 지원 이OO 외 29인 90,000 45,000 45,000 
매우

우수

 염소 사육농가 시설 현대화 지원 김OO 외 29명 2,000 1,000 1,000 미흡

 축산농가 폭염예방 시설장비 지원 강OO 외 135인 300,000 150,000 150,000 
매우

우수

 조사료 생산기계 지원
정OO 외 1농가,

영농조합법인(2개소)
254,500 45,000 209,500 

매우

우수



- 184 -

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조사료 확충을 위한 퇴비살포기 지원 민OO 등 15명 70,700 33,000 37,700 
매우

우수

 조사료 저장 발효첨가제 지원 윤OO 등 60여명 41,626 20,813 20,813 
매우

우수

 추파 사료작물 임차료 유OO 등 50명 112,825 49,987 62,838 우수

 사슴기생충 구제약품 지원 최OO 외 17명 10,759 5,673 5,086 보통

 소피부병 구제약품 지원 조OO 외 124명 27,838 14,996 12,842 
매우

우수

 양돈 구충제 지원 김OO 외 44명 56,441 29,998 26,443 
매우

우수

 축사 악취저감시스템 지원 방OO 외 4명 213,437 100,000 113,437 우수

 귀농귀촌분야 국제농업연찬 공주시귀농인협의회 14,500 9,500 5,000 
매우

우수

 공주시품목별농업인연구협의회
 국제농업연수 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 12,650 9,500 3,150 

매우

우수

 농촌지도자회 국제농업연찬 농촌지도자공주시연합회 14,400 9,500 4,900 
매우

우수

 4-H회 국제농업 연수지원 공주시4-H연합회 20,680 19,000 1,680 
매우

우수

 농촌체험관광분야 국제업무연수 사)공주시농촌체험관광협회 21,000 19,000 2,000 우수

 도농교류지원센터 운영 공주나드리협동조합 190,000 190,000 0 우수

 빗물 집수저장 활용 밭작물
 기상재해 경감 시범 강OO 외 3명 22,929 14,000 8,929 우수

 포트묘 이용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김OO 외 1명 140,000 98,000 42,000 
매우

우수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 
 신소재 활용 보급시범 서OO 외 1명 14,000 9,800 4,200 우수

 생활개선회 국제농업연찬 유OO 외 10명 12,000 9,500 2,500 우수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최OO 외 119명 20,000 19,000 1,000 
매우

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