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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별지2)

민간경상보조

( 단위 : 천원 )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계 151건 4,325,816 4,225,221

 공주사랑 실천운동 공주시지방행정동우회 3,150 3,150 

 민주평화통일지원사업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공주시협의회
28,500 28,500 

 인명구조활동 지원 공주시 인명구조대 7,600 7,600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 유구읍 주민자치위원회
외 15 63,500 60,116 

 주민자치 박람회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 950 950 

 충청남도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참가 지원 전국이통장연합회 공주시지회 9,500 9,500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전국이통장연합회 공주시지회 19,000 19,000 

 새마을 이웃과 사랑나누기 공주시새마을회 29,450 27,961 

 새마을지도자 기본교육 공주시새마을회 19,000 18,822 

 새마을운동 읍면동 협의회 지원 공주시새마을회 30,400 30,400 

 새마을 문화의식 운동지원 공주시새마을회 29,450 29,450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공주시새마을회 9,500 9,500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및 도촉진대회 공주시새마을회 7,600 4,664 

 바르게살기 태극기 선양 범시민 운동 바르게살기운동공주시협의회 2,850 2,849 

 바르게살기운동 읍면동 위원회 지원 바르게살기운동공주시협의회 9,690 9,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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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사업 활동지원 바르게살기운동공주시협의회 4,750 4,750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및 충남대회 등 참가 바르게살기운동공주시협의회 9,500 9,500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제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2,850 2,850 

 자유민주주의 신장활동과 통일안보교육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7,125 7,125 

 학생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2,850 2,850 

 민족통일협의회 충청남도대회 민족통일 공주시협의회 23,750 23,750 

 향군안보강좌 등 공주시 재향군인회 9,500 7,844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공주시 재향군인회 3,800 3,788 

 자율방범연합 체육대회 공주시 자율방범대 5,700 5,700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대회 

 참가 지원
공주시 자율방범대 2,850 2,850 

 범죄예방활동지원 법무법사랑위원공주지역연합회 23,750 23,041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공주청양범죄피해자 지원센터 52,250 52,250 

 청소년 안전지킴이 및 관광지

 교통갬페인
공주경찰서 전의경회 2,850 2,849 

 문화재 및 공원지역 안전순찰 재경향우회 2,850 2,850 

 새들목섬 자연보호 및 방범순찰 해병대 공주전우회 2,850 2,847 

  3.1절 기념식
기미삼일독립만세운동

기념사업회
3,800 3,800 

 생활과학교실 운영보조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9,000 19,000 

 마을 주도형 늘품학교 운영
두만리마을회, 드림즈마을협동

조합,공주드림팜협동조합
17,100 17,093 

 평생학습동아리 지원(15개) 한빛배움터 6,650 6,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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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청춘삼박자 지원사업 예성그림반 외 14개 동아리 13,000 13,000 

 한문교육 지원사업 금강종합사회복지관 9,500 9,500 

 성인문해교육지원 공주향교 5,700 5,700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 지원 충남공예협동조합 32,300 32,300 

 공주전통공예사업 공주전통공예사업자협회 9,500 9,500 

 신년교례회 행사지원 공주문화원 3,800 3,800 

 풀꽃 문학상 공주풀꽃문학관운영위원회 19,000 18,980 

 영화상영지원 한국예총 공주지회 8,550 8,550 

 전국 사진, 서예 공모전 한국사진작가협회공주지부 외 1 47,500 47,500 

 석가탄신일행사 지원 공주시 사암연합회 9,500 9,500 

 우리조상알기사업 공주문화원 14,250 14,250 

 성탄행사지원 공주시기독교연합회 9,500 9,500 

 황새바위 성지 문화제 황새바위순교성지 9,500 9,500 

 공주예술지발간 한국예총 공주지회 6,650 6,650 

 공주문화소식지 발간 공주문화원 33,250 33,250 

 공주시 양서출간 지원사업 공주문화원 28,500 28,500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마당 한국예총 공주지회 57,000 57,000 

 야외무대 운영 계룡산축제추진위원회 외 3개소 80,750 80,750 

 문화유적 순례답사 공주문화원 9,500 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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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문화예술인 정기공연 공주문화원 14,250 14,250 

 금강미술대전 대전MBC문화방송 28,500 28,500 

 풍물강습 및 백제문화제 공연 공주시 민속풍장단 2,850 2,850 

 웅진문학상 한국문인협회 공주지부 14,250 14,250 

 공주역사 이야기 극본 공모전 한국연극협회 공주지부 19,000 19,000 

 청소년합창, 백일장, 미술대회 등 지원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외 2개소 13,300 13,300 

 문학지 및 자료집 발간 금강여성문학회 외 3 14,250 14,250 

 문화예술단체 정기전 및 정기공연 한국미술협회 외 4개소 34,200 34,200 

 향토예술행사 지원 갑사상가지구번영회 외 1 12,350 1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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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배일반풍물대회참가 한국국악협회 공주지부 4,750 4,750 

 도지사배민속대제전참가 공주문화원 6,650 6,650 

 한국화전통미술제 한국화전통미술제추진위원회 6,650 6,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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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서화공모대전 백제서화협회 19,000 19,000 

 공주 국립충청국악원 유치위원회 활동 지원 공주국립충청국악원 유치위원회 28,500 28,446 

 3.1역전마라톤대회 공주시체육회 9,000 9,000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출전 공주시체육회 313,500 324,602 

 전국체육대회 출전지원 공주시체육회 10,000 9,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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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공주시체육회 종목별 

 우수지도자 육성지원
공주시체육회 50,000 50,000 

 도지사기대회 출전지원 공주시체육회 20,000 17,998 

 직장체육팀 우수선수 영입비 및

 인센티브 지원
공주시체육회 50,000 48,400 

 시민화합체육대회 개최 지원 공주시체육회 452,000 446,985 

 소년체전격려 및 초중고 입상자 포상지원 공주시체육회 15,200 14,744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 공주시체육회 32,000 32,000 

 유소년체육 육성지원 공주시체육회 30,000 30,000 

 시장기타기 종목별대회 공주시체육회 65,000 55,500 

 도민체전참가 지원 공주시체육회 320,000 319,570 

 소규모 체육사업 지원 공주시체육회 24,000 22,000 

 충청남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공주시체육회 76,000 68,137 

 충남어르신생활체육대회 출전 공주시체육회 19,000 19,000 

 시민건강수영교실 운영 지원 공주대학교공주국민체육센터 28,500 28,500 

 장애인수영교실 운영 지원 공주대학교공주국민체육센터 9,500 7,480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 공주시장애인체육회 75,000 74,747 

 전국 및 도단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공주시장애인체육회 17,100 17,097 

 소규모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공주시장애인체육회 4,750 4,749 

 장애청소년 동계스포츠 교실 공주시장애인체육회 9,500 9,388 

 2019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대회
한국대학태권도연맹 180,000 17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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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공주역 및 공주터미널 안내소 운영 공주시 관광협의회 61,750 59,563 

 백제미마지탈 야간상설 공연 백제춤전승보존회 90,000 89,941 

 무령왕네트워크 국제교류사업 무령왕국제네트워크 협의회 19,000 19,000 

 신바람 공주 시티투어 운영 공주시 관광협의회 23,750 17,684 

 시티투어 체험형 관광상품 사업 공주시 관광협의회 14,241 2,547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등 이벤트 사업 한국자연사박물관, 임립미술관, 
공주민속극박물관 57,000 57,000 

 백제문화학교 사업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9,000 19,000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지원 충남공예협동조합 28,500 28,500 

 홈스테이 활성화 사업비 공주시 홈스테이협회 19,000 19,000 

 공주시 관광객 유치 홍보사업 공주시 관광협의회 28,500 28,493 

 역사문화 학술세미나 공주향토문화연구회 8,550 8,550 

 문화재 활용사업 헤리티지페스타외 4개 단체 47,500 47,383 

 찾아가는 문화재안전학교 운영 (사)한국문화재안전연구소 19,000 18,306 

 동학농민혁명 학술세미나 지원
사)동학농민전쟁 우금티기념사

업회
9,500 8,351 

 전통제향 지원 공주향교 외 15개 단체 23,750 23,747 

 하대리칠석제 하대리칠석제보존회            
6,650 

          
6,650 

 영산대재 지원 공주시사암연합회           
38,000 

         
38,000 

 향교 전통문화전승보존 공주향교            
2,850 

          
2,850 

 서화작품 전시회 충현서원연서회 외 1개 단체            
6,650 

          
6,650 

 고도 주민협의회 활동 지원
(사)공주고도육성세계유산관리

주민협의회
          

19,000 
         

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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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전통놀이 체험프로그램 운영 한국전통놀이연구보급회 14,250 14,056 

 석장리박물관 수석특별전시 한국수석회 대전지역회 20,000 20,000 

 지방의제 21 사업추진 공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5,700 5,344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산성시장 상인회 19,000 19,000 

 시장활성화구역 경영혁신사업 공주시상가번영회 19,000 19,000 

 야시장 운영경비 보조 공주시산성상인회 19,000 19,000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지원 공주시상가엽합회 5,000 5,000 

 소비자생활센터 운영지원사업
(사)소비자교육중앙회 

공주지회
2,850 0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전시회) 참가지원 한국산삼㈜외 13개 중소기업 26,100 26,100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원 공주대학교산학협력단 20,000 20,000 

 유구 섬유제품 개발사업 지원 (재)한국섬유스마트공정연구원 57,000 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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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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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지원(주거비 지원) 공주시 관내기업청년고용지원
사업 청년근로자 11명 750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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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업계종사자 해외연수
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공주시지부
20,900 20,900 

 교통 안전활동 지원사업 공주시 모범운전자회 4,750 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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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인 연수비 지원 (사)한국농업경영인 공주시연합회 19,000 19,000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비 지원 여성농업인 회장 이OO 외 61명 11,400 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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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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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회 봉사활동 및 교육비 지원 전국농민회총연맹공주시농민회 0 0 

 충남농민 전진대회 참가비 지원 전국농민회총연맹공주시농민회 3,620 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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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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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인 역량강화교육대회 지원 (사)한국쌀전업농 공주시연합회 9,500 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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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원예 선충방제용 자재 지원사업 이OO 외 394명 80,000 65,248 

 시설원예 재배농가 해충방제 천적지원 이OO 외 214명 50,000 42,877 

 소규모 로컬푸드 활성화
공주다살림사회적협동조합, 

신공주밤생산영농조합법인
35,754 35,754 

 축산농가 축산 선진지 견학 공주시 축산인연합회 2,542 2,542 

 한우송아지 초유 지원사업 한OO 외 147인 23,394 23,394 

 귀농귀촌분야 국제농업연찬 공주시귀농인협의회 9,500 9,500 

 공주시품목별농업인연구협의회

 국제농업연수
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 9,500 9,500 

 농촌지도자회 국제농업연찬 농촌지도자공주시연합회 9,500 9,500 

 4-H회 국제농업 연수지원 공주시4-H연합회 19,000 19,000 

 농촌체험관광분야 국제업무연수 사)공주시농촌체험관광협회 19,000 19,000 

 도농교류지원센터 운영 공주나드리협동조합 190,000 168,992 

 생활개선회 국제농업연찬 유OO 외 10명 9,500 9,500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최OO 외 119명 19,000 18,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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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행사사업보조
( 단위 : 천원 )

보조사업명
행사시기

(월)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계 24건 1,056,250 1,056,104

 한국전쟁 시기 공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 10월 (사)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공주유족회 2,850 2,850 

 어린이 안전 골든벨 퀴즈쇼 11월 ㈜중도일보사 19,000 19,000 

 충남 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 4월 공주시의용소방대연합회 4,750 4,750 

 소방기술 혁신전진대회 행사 지원 3월 공주시의용소방대연합회 19,000 19,000 

 범공주인 연합학술제 및 
 한마당 행사지원 9월 공주대학교 총학생회 외 1명 33,250 33,250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축제 10월, 11월 청정의당을 지키는 사람들,
드림즈교육연구소 11,400 11,276 

 공주예술제 12월 한국예총 공주지회 47,500 47,500 

 우금티 추모예술제 11월 (사)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19,000 19,000 

 찾아가는 어린이 뮤지컬 6월 대전일보 19,000 19,000 

 백제문화제 관광이벤트 축제사업 9월 ~ 10월 한국연극협회 공주시지부 
외 3개 45,000 45,000 

 공주 금강 여름축제 7월 금강여름축제조직위원회 250,000 250,000 

 겨울공주 군밤축제 1월 겨울공주군밤축제조직위원회 280,000 279,978 

 마곡사 신록축제 4월 마곡사신록축제추진위원회 19,000 19,000 

 계룡산 벚꽃축제 4월 계룡산 벚꽃축제추진위원회 19,000 19,000 

 공주항공축제 5월 공주경비행기 19,000 19,000 

 갑사 황매화 축제 4월 갑사지구번영회 19,000 19,000 

 구절산 구룡사 구절초축제 10월 구절산 구룡사 구절초
축제추진위원회 19,000 19,000 

 구석기퍼레이드 개최 5월 공주석장리구석기축제조직위원회 47,500 47,500 

 자연보호 보전행사 연중 (사)해병대공주전우회 9,000 9,000 

 기업인대회 및 노사화합 한마음
 행사 지원 11월 공주시기업인협의회 14,250 14,250 

 관내 섬유업체 세미나 행사지원 11월 (재)한국섬유스마트공정연구원 4,750 4,750 

 유구 섬유축제 행사지원 11월 유구섬유축제추진위원회 97,000 97,000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 개최 5월 공주시 체조협회 19,000 19,000 

 건강시민 걷기대회 개최 11월 공주시 체조협회 19,000 19,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