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년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별지 3)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총 계 302개 사업 15,348,330 12,587,583 2,76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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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통일지원사업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공주시
협의회 23,750 23,750 0 우수

민주평통자문위원 공주시협의회 운
영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공주시
협의회 14,250 14,250 0 우수

한국전쟁 시기 공주지역 민간인 희
생자 합동위령제

(사)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공주
유족회 2,850 2,850 0 우수

공주시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28,737 26,125 2,612 우수

인명구조활동 지원 공주시 인명구조대 9,070 7,600 1,470 매우
우수

어린이 안전골든벨 퀴즈쇼 ㈜중도일보사 19,000 19,000 　0 매우
우수

의용소방대 물품구입 지원 공주시 의용소방대 15,000 15,000 　0 매우
우수

의용소방대 차량구입 지원 공주시 의용소방대 39,966 39,966 　0 매우
우수

정안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물품구입 
지원 공주시 의용소방대 2,000 2,000 　0 매우

우수

소방기술 혁신전진대회 행사 지원 공주시 의용소방대 19,000 19,000 　0 매우
우수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 유구읍 주민자치위원회 외 13개
소 64,460 61,000 3,460 우수

주민자치 박람회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 20,000 19,000 1,000 우수

이통장 문서수발용품 지원 전국이통장연합회 공주시지회 21,996 21,996 0 매우
우수



사  업  명 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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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이웃과 사랑나누기 공주시새마을회 29,450 29,450 0 매우
우수

새마을지도자 기본교육 공주시새마을회 14,250 14,250 0 매우
우수

새마을운동 읍면동 새마을회 지원 공주시새마을회 30,400 30,400 0 매우
우수

새마을 문화의식 운동지원 공주시새마을회 24,700 24,700 0 우수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공주시새마을회 23,750 23,750 0 우수

공주시 새마을회 운영비 공주시새마을회 71,250 71,250 0 매우
우수

바르게살기 태극기 선양 범시민 운
동 바르게살기운동공주시협의회 2,850 2,850 0 매우

우수

바르게살기운동 읍면동 위원회 지원 바르게살기운동공주시협의회 9,682 9,682 0 매우
우수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사업 활동지원 바르게살기운동공주시협의회 4,750 4,750 0 매우
우수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 운영
비 바르게살기운동공주시협의회 24,225 24,225 0 매우

우수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운영비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17,100 17,100 0 매우
우수

충혼탑 주변 조경사업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9,850 9,850 0 우수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제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2,850 2,850 0 매우
우수

자유민주주의 신장활동과 통일안보
교육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6,892 6,412 480 우수

민족통일협의회 전국대회 및 도대회 
참가 민족통일 공주시협의회 1,425 1,425 0 매우

우수

향군안보강좌 등 공주시 재향군인회 8,550 8,550 0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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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재향군인회 운영비 공주시 재향군인회 20,900 20,900 0 매우
우수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공주시 재향군인회 3,800 3,800 0 매우
우수

자율방범대 초소 기능보강 공주시 자율방범대 19,559 19,559 0 매우
우수

자율방범연합 체육대회 공주시 자율방범대 5,700 5,700 0 매우
우수

방범순찰 차량 구입 공주시 자율방범대 30,000 30,000 0 매우
우수

범죄예방활동지원 법무법사랑위원공주지역연합회 23,750 23,750 0 매우
우수

범죄피해자지원사업 공주청양범죄피해자 지원센터 52,250 52,250 0 매우
우수

청소년 안전지킴이 및 관광지 교통
캠페인 공주경찰서 전의경회 2,460 2,460 0 매우

우수

문화재 및 공원지역 안전순찰 재경향우회 2,850 2,850 0 매우
우수

3.1절 기념식 기미삼일독립만세운동기념사업
회 3,800 3,800 0 우수

3.1만세운동 재연 및 정신계승 활동 3.1여성동지회 19,000 19,000 0 우수

적십자봉사회 공주봉사관 운영 대한적십자봉사회 공주지구협의
회 4,750 4,750 0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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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축제 농업회사법인 대장이랜드㈜ 외 
1 11,400 11,400 0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떡 이야기 동아리 외 13개 동아
리 18,610 12,350 6,260 우수

청춘삼박자 지원사업 금강종합사회복지관 10,060 9,500 560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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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교육 지원사업 공주향교 7,700 7,700 0 우수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운영지원 금강아트센터 외 3 41,230 38,000 3,230 우수

성인문해교육지원 한빛배움터 8,550 8,550 0 우수

청소년과 어르신의 사랑나눔 (사)한국B.B.S대전‧충남연맹공주
지회 5,205 4,655 550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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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자체)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외 1명 8,550 8,550 0 매우
우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자체)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82,992 82,992 0 우수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외 1명 3,800 3,800 0 우수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자체) 공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외 
1명 55,500 50,000 5,500 우수

청소년 지원 동아리 지원(자체)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5,700 5,700 0 매우
우수

공주 국제미술제 임립미술관 38,000 38,000 0 우수

신년교례회 행사지원 공주문화원 3,800 3,800 0 우수

공주문화원 운영지원 공주문화원 200,750 156,750 44,000 매우
우수

풀꽃 문학상 공주풀꽃문학관 운영위원회 24,500 19,000 5,500 매우
우수

전국 사진, 서예 공모전 공주사진협회, 공주서우회 52,500 47,500 5,000 매우
우수

석가탄신일행사 지원 공주시사암연합회 9,500 9,500 0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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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조상알기사업 공주문화원 14,250 14,250 0 매우
우수

성탄행사지원 공주시기독교연합회 26,500 19,000 7,500 매우
우수

황새바위 성지 문화제 황새바위순교성지 11,000 9,500 1,500 매우
우수

공주예술지발간 한국예총공주지회 6,650 6,650 0 우수

공주문화소식지 발간 공주문화원 33,250 33,250 0 매우
우수

시민과 함께하는 야외무대운영 계룡산축제추진위원회 외 3개소 83,125 80,750 2,375 우수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마당 한국예총공주지회 57,000 57,000 0 우수

시민과 함께하는 버스킹 한국예총공주지회 19,000 19,000 0 우수

공주예술제 한국예총공주지회 28,500 28,500 0 매우
우수

우금티 추모예술제 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20,900 19,000 1,900 우수

문화유적 순례답사 공주문화원 9,500 9,500 0 우수

문화예술인 정기공연 공주문화원 9,500 9,500 0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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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미술대전 대전MBC 108,500 28,500 80,000 우수

풍물강습 및 백제문화제 공연 공주민속풍장단 3,650 2,850 800 매우
우수

웅진문학상 문인협회공주지부 15,750 14,250 1,500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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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총 공주지회 운영지원 한국예총공주지회 58,500 57,000 1,500 우수

청소년합창, 백일장, 미술대회 등 지
원

한국연예예술인협회 공주지부 
외 2개소 14,650 13,300 1,350 우수

문학지 및 자료집 발간 공주여성문학회,금강여성문학회,
향토문화연구회,공주문학회 19,200 14,250 4,950 우수

문화예술단체 정기전 및 정기공연 한국국악협회 공주지부 외 5개
소 51,385 42,750 8,635 우수

제15회 충청남도 국악제 지원 한국국악협회 공주지부 9,500 9,500 0 우수

공주민속문화보급사업 공주문화원 38,000 38,000 0 우수

얼씨구 신명나는 판소리 공연 공주문화원 6,650 6,650 0 우수

도지사배일반풍물대회참가 한국국악협회 공주지부 5,250 4,750 500 우수

도지사배민속대제전참가 공주문화원 4,750 4,750 0 매우
우수

한국화전통미술제 한국화전통미술제추진위원회 7,320 6,650 670 매우
우수

백제서화공모대전 백제서화협회 21,000 19,000 2,000 보통

공주국립충청국악원 유치위원회 활
동 지원 공주국립충청국악원 유치위원회 28,500 28,500 　0 매우

우수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운영비 
지원 한국자연사박물관 외 4개소 20,568 20,568 　0 매우

우수

"2020 연극의 해" 기념 브랜드 공연 
지원 한국연극협회 공주지부 38,000 38,000 0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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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전통공예사업 공주전통공예사업자협회 10,450 9,500 950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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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갤러리 운영 지원 사업 이미정갤러리, 갤러리 금강, 갤
러리 쉬갈 19,000 19,000 　0 우수

공주시체육회 운영비 공주시체육회 285,720 263,000 22,720 보통

공주시체육회 회의실 음향시설 설치 공주시체육회 15,000 15,000 　0 우수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시간외 수당 공주시체육회 5,292 5,292 　0 미흡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시간외 수당 공주시체육회 6,174 6,174 　0 미흡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출전 공주시체육회 325,500 325,500 　0 보통

공주시체육회 종목별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 지원 공주시체육회 50,000 50,000 　0 우수

도지사기대회 출전 지원 공주시체육회 18,000 18,000 　0 보통

유소년체육 육성 지원 공주시체육회 35,000 35,000 　0 우수

시장기타기 종목별대회 공주시체육회 58,500 58,500 　0 보통

도민체전 참가 지원 공주시체육회 56,975 56,975 　0 보통

소규모 체육사업 지원 공주시체육회 4,500 4,500 　0 우수

공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비 공주시장애인체육회 86,550 86,550 　0 우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시간외수당 공주시장애인체육회 5,292 5,292 　0 미흡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 공주시장애인체육회 76,000 76,000 　0 우수

전국 및 도단위 장애인체육대회 출
전 공주시장애인체육회 2,250 2,250 　0 우수



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공주시장애인체육회 4,750 4,750 　0 우수

공주역 및 공주터미널 안내소 운영 공주시관광협의회 61,000 61,000 　0 매우
우수

야간상설무대 기획 및 공연 백제춤전승보존회 90,000 90,000 　0 우수

무령왕네트워크 국제교류사업 무령왕국제네트워크 협의회 33,000 19,000 14,000 보통

신바람 공주 시티투어 운영 및 체험 공주시관광협의회 37,926 37,926 　0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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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지원 충남공예협동조합 28,500 28,500 　0 우수

홈스테이 활성화 사업비 공주시홉스테이협회 19,000 19,000 　0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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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관광협의회 운영지원 공주시관광협의회 26,600 26,600 　0 우수

공주 여름축제 금강여름축제조직위원회 190,000 190,000 　0 보통

겨울공주 군밤축제 겨울공주군밤축제조직위원회 280,000 280,000 　0 매우
우수

마곡사 대광보전 주변정비(관음전 
보수)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 315,000 300,000 15,000 매우

우수

조선통신사기록물 학술세미나 무령왕국제네트워크협의회 15,200 15,200 0 보통

역사문화 학술세미나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8,550 8,550 0 매우
우수

문화재 활용사업 의당집터다지기보존회외 4개 단
체 51,450 47,390 4,060 매우

우수



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찾아가는 문화재안전학교 운영 (사)한국문화재안전연구소 10,000 9,500 500 매우
우수

성암 이철영선생 평전 간행 숭의사보존사업회 4,750 4,750 0 미흡

제2회 동학혁명 기념식 및 유적지 
탐방

사) 동학농민전쟁 우금티기념사
업회 10,450 10,450 0 매우

우수

동학농민혁명교육 및 청소년 동학교
실 운영

사) 동학농민전쟁 우금티기념사
업회 7,106 7,106 0 매우

우수

전통제향 지원 공주향교 외 17개 단체 22,800 22,800 0 매우
우수

무령왕 추모제례 공주문화원 14,250 14,250 0 매우
우수

하대리칠석제 하대리칠석제보존회 6,950 6,650 300 매우
우수

향교 전통문화전승보존 공주향교 2,850 2,850 0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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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 주민협의회 활동 지원 (사)공주고도육성세계유산관리주
민협의회 19,000 19,000 0 우수

구석기 마을 자료집 제작 석장리마을공동체협동조합 19,000 19,000 0 우수

공주선교유적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자료 정본화 사단법인한국선교유적연구회 23,750 23,750 0 보통

사회복지의 날 행사 및 복지박람회 
개최 공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38,000 38,000 　0 매우

우수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 28,500 28,500 　0 매우
우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 집기구
입 등 공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000 10,000 0 매우

우수

공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공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451,954 415,000 36,954 매우
우수



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금강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금강종합사회복지관 448,470 415,000 33,470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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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푸드뱅크 운영 지원 공주기초푸드뱅크 42,500 40,375 2,125 매우
우수

공주시자원봉사센터 인건비 공주시자원봉사센터 185,000 185,000 0 매우
우수

보훈단체 전적지답사 상이군경회 공주시지회 외 8개
단체 5,680 5,680 0 매우

우수

유관순열사 순국 100주년 추모제 광복회 충남공주.논산.계룡.금산
연합지회 4,750 4,750 0 매우

우수

보훈단체운영비(상이군경회) 상이군경회 공주시지회 16,815 16,815 0 매우
우수

보훈단체운영비(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유족회 공주시지회 16,815 16,815 0 매우
우수

보훈단체운영비(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공주시지회 16,815 16,815 0 매우
우수

보훈단체운영비(무공수훈자회) 무공수훈자회 공주시지회 16,815 16,815 0 매우
우수

보훈단체운영비(고엽제전우회) 고엽제전우회 공주시지회 16,815 16,815 0 매우
우수

보훈단체운영비(6.25참전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공주시지회 16,815 16,815 0 매우
우수

보훈단체운영비(월남전참전자회) 월남전참전자회 공주시지회 16,815 16,815 0 매우
우수

보훈단체운영비(특수임무유공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공주시지회 11,590 11,590 0 매우
우수

보훈단체운영비(광복회) 광복회 충남공주.논산.계룡.금산
연합지회 6,365 6,365 0 매우

우수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기능보강사업 상이군경회 공주시지회 외 2개
단체 28,000 28,000 0 매우

우수



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제65회 현충일 행사 상이군경회 공주시지회 외 2개
단체 20,900 20,900 0 매우

우수

6.25전쟁 제70주년 행사 상이군경회 공주시지회 외 2개
단체 14,250 14,250 0 매우

우수

읍면동 어버이날 경로잔치 유구읍 새마을협의회 외 15 45,600 45,600 　0 매우
우수

경로당 물품 수리비 (사)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40,000 40,000 　0 매우
우수

경로당 물품 및 환경개선 (사)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500,000 500,000 　0 매우
우수

경로당시설 긴급유지 공주시 관내 경로당 81,130 81,130 　0 매우
우수

신영1리 경로당 보수공사 신영1리 경로당 보수공사 추진
위원회 20,000 20,000 　0 매우

우수

초봉선근이(남) 경로당 보수공사 초봉선근리(남) 경로당 보수공사 
추진위원회 20,000 20,000 　0 매우

우수

안영2리 안영골 경로당 보수공사 안영2리 안영골 경로당 보수공
사 추진위원회 20,000 20,000 　0 매우

우수

마암1리 경로당 보수공사 반포면 마암1리 경로당 보수공
사 추진위원회 25,000 25,000 　0 매우

우수

수촌2리 경로당 보수공사 수촌2리 경로당 보수공사 추진
위원회 20,000 20,000 　0 매우

우수

청룡3리 경로당 보수공사 청룡3리 경로당 보수공사 추진
위원회 20,000 20,000 　0 매우

우수

보물리 경로당 보수공사 정안면 보물리 경로당 보수공사 
추진위원회 21,800 21,800 　0 매우

우수

용봉리 반곡 경로당 보수공사 용봉리 반곡 경로당 보수공사 
추진위원회 20,000 20,000 　0 매우

우수

중학동 경로당 보수공사 중학동 경로당 보수공사 추진위
원회 10,000 10,000 　0 매우

우수

웅진6통 경로당 보수공사 웅진6통 경로당 보수공사 추진
위원회 15,000 15,000 　0 매우

우수



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금성2통 경로당 보수공사 금성2통 경로당 보수공사 추진
위원회 15,000 15,000 　0 매우

우수

오곡2통 막골 경로당 보수공사 오곡2통 막골 경로당 보수공사 
추진위원회 20,000 20,000 　0 매우

우수

상왕3통 경로당 보수공사 상왕3통 경로당 보수공사 추진
위원회 50,000 50,000 　0 매우

우수

동현1통 경로당 보수공사 동현1통 경로당 보수공사 추진
위원회 30,000 30,000 　0 매우

우수

의당면 유계리 경로당 보수공사 의당면 유계리 경로당 보수공사 
추진위원회 20,000 20,000 　0 매우

우수

의당면 도신리 경로당 보수공사 의당면 도신리 경로당 보수공사 
추진위원회 20,000 20,000 　0 매우

우수

사곡면 유룡리 경로당 보수공사 사곡면 유룡리 경로당 보수공사 
추진위원회 30,000 30,000 　0 매우

우수

웅진동 교동대우아파트 경로당 보수
공사

웅진동 교동대우아파트 경로당 
보수공사 추진위원회 20,000 20,000 　0 매우

우수

옥룡동 상왕3통오얏골 경로당 보수
공사

옥룡동 상왕3통오얏골 경로당 
보수공사 추진위원회 50,000 50,000 　0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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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노인의 날 기념행사 (사)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7,000 7,000 　0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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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한노인회 공주지지회 읍면동분
회사업비 (사)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54,100 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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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점자교실 운영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공주시지
회 2,850 2,850 　0 매우

우수



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시각장애인 보행교육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공주시지
회 1,900 1,900 　0 매우

우수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공주시지부 16,000 16,000 　0 매우

우수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운영비 지원 공주시 장애인연합회 57,665 57,665 　0 매우
우수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 공주시 수화통역센터 218,500 218,500 　0 매우
우수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공주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98,000 198,000 　0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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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 소망둥지 63,200 63,200 　0 매우
우수

재활사업비지원 공주시 장애인연합회 30,000 30,000 　0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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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및 소외계층 PC나누기 사업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 공주
시지회 8,492 7,780 712 매우

우수

무료차량 이동봉사사업 한국곰두리봉사회 공주지회 11,791 9,785 2,006 매우
우수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한국장애인부모회 공주시지부 4,168 3,800 368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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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남부장애인복지관 운영비지원 충남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134,780 134,780 　0 매우
우수

반포면 송곡1리 경로당 보수공사 반포면 송곡1리 경로당 보수공
사 추진위원회 10,000 10,000 　0 매우

우수

유구읍 동해리 경로당 보수공사 유구읍 동해리 경로당 보수공사 
추진위원회 50,000 50,000 　0 매우

우수



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정안면 상룡리(독골) 경로당 보수공
사

정안면 상룡리(독골) 경로당 보
수공사 추진위원회 40,000 40,000 　0 매우

우수

신관동 주공4단지(아) 경로당 보수공
사

신관동 주공4단지(아) 경로당 보
수공사 추진위원회 30,000 30,000 　0 매우

우수

반포면 하신리 경로당 보수공사 반포면 하신리 경로당 보수공사 
추진위원회 40,000 40,000 　0 매우

우수

이인면 운암리 경로당 보수공사 이인면 운암리 경로당 보수공사 
추진위원회 40,000 40,000 　0 매우

우수

공주형 어르신 안심경로당 조성 시
범사업 공주시 관내 경로당 100,000 100,000 　0 매우

우수

여성단체활동 운영지원 공주시여성단체협의회 33,250 33,250 　0 매우
우수

여성 및 가족출장사업 공주시가족상담센터 8,000 8,000 　0 매우
우수

저소득 한부모가정 수련대회 공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센터 4,750 4,750 　0 매우

우수

여성자원활성화사업 대한적십자봉사회 공주지구협의
회 2,850 2,850 　0 미흡

새일센터 운영지원(자체) 공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29,165 29,165 　0 매우
우수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캠페인) 공주시가족상담센터 2,850 2,850 　0 매우
우수

경력단절여성 지역 맞춤형 창업지원 공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9,500 9,500 　0 매우
우수

여성돌보미 양성교육 사)공주대교육나눔재단 10,000 10,000 　0 매우
우수

성 평등 인형극단 운영 사)행복도량 9,500 9,500 　0 매우
우수

부부의 날 기념행사 운영지원 공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센터 3,040 3,040 　0 매우

우수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사업 공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센터 35,000 35,000 　0 매우

우수



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온누리안 가족쉼터 운영 소비자교육중앙회 공주시지회 9,500 9,500 　0 우수

결혼이민자가정 모국방문지원 공주시여성단체협의회 19,000 19,000 　0 보통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 등 지원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6,175 6,175 　0 우수

다문화가족 행복모임대회 공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센터 19,000 19,000 　0 우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
원

지역아동센터9개소/이ㅇㅇ외 18
명 29,850 29,850 　0 매우

우수

어린이집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 공립공주주공6차어린이집 외 15
개소 / 남ㅇㅇ 외 14명 75,000 75,000 　0 매우

우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찬회 등(선
진지 견학 포함) 충남어린이집연합회공주시지회 1,598 1,598 　0 매우

우수

어린이집 부모교육 및 교재교구전시
회 충남어린이집연합회공주시지회 4,662 4,662 　0 매우

우수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등 지원 곰두리어린이집 외 59개소 / 정
ㅇㅇ 외 59명 87,479 84,350 3,129 매우

우수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곰두리어린이집 외 67개소/ 정
ㅇㅇ 외 67명 61,600 61,600 　0 매우

우수

어린이집보육교사(누리과정) 등 인건
비 추가지원

햇살어린이집 외 2개소 / 류ㅇ
ㅇ 외 2명 46,216 46,216 　0 매우

우수

어린이집 반별운영비 지원 곰두리어린이집 외 65개소 / 정
ㅇㅇ 외 65명 277,600 277,600 　0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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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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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공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공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3,300 13,300 0 우수

공주환경살리기 시민운동(자연환경
보전행사)

공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외 2
개단체 27,030 22,500 4,530 우수



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폐기물처리시설 인근마을 지원사업 이인면 만수리 마을회 외 1 194,000 194,000 0 매우
우수

시장활성화구역 경영혁신사업 공주시 상가번영회 22,000 20,000 2,000 매우
우수

소비자생활센터 운영 지원 (사)소비자교육중앙회 공주시지
회 20,525 18,525 2,000 매우

우수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전시회) 참
가지원 ㈜에버그린택 외1 5,100 4,000 1,100 매우

우수

유구 섬유제품 개발사업 지원 (재)한국섬유스마트공정연구원 57,000 57,000 0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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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독거노인)가스타이머콕 지
원사업 박ㅇㅇ 외 197세대 10,000 10,000 0 매우

우수

노후공동주택 LP 가스배관 교체 지
원사업

한남연립 A동 외 13개동(329세
대) 411,585 274,390 137,195 매우

우수

청년외식창업인큐베이팅 사업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30,000 30,000 　0 매우
우수

주거비 공주시 청년상생고용 지원사업 
청년근로자 15명 3,000 3,000 　0 매우

우수

주거비 공주시 관내기업청년고용지원사
업 청년근로자 14명 3,000 3,000 　0 우수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신관동단체협의회 15,000 15,000 0 우수

농촌빈집정비사업 박OO 외 45명 90,292      
90,292 0 매우

우수

사곡면 부곡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천탑마을 20,000      
20,000 0 매우

우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캠페
인 및 체육대회 공주시 법인택시 공주시지부 2,850        

2,850 0 우수

교통 안전활동 지원사업 (사)전국모범운전자회 충남공주
시지회 4,750        

4,750 0 매우
우수



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비 지원 (사)한국농업경영인 공주시연합
회 14,090 11,400 2,690 우수

여성농업인 역량강화교육비 지원 (사)한국여성농업경영인 공주시
연합회 3,450 2,850 600 우수

농업경영인 역량강화교육대회 지원 (사)한국농업경영인 공주시연합
회 13,377 9,500 3,877 우수

벼 곡물건조기 공급지원 김ㅇㅇ 외 8명 100,000 40,000 60,000 보통

소규모 도정공장 쌀 포장재 지원 장ㅇㅇ 외 15명 40,000 20,000 20,000 우수

일반농기계 공급지원 이ㅇㅇ 외 159명 319,150 159,575 159,575 매우
우수

야생동물 포획기 지원 최ㅇㅇ 외 21명 41,602 24,000 17,602 우수

시설원예 선충방제용 자재 지원사업 신ㅇㅇ 외 360명 135,040 67,520 67,520 우수

기후변화대응 과실생산자재지원 박ㅇㅇ 외 63인 66,422 33,211 33,211 매우
우수

과수 재배농가 생산자재 지원 오ㅇㅇ 외 122인 238,000 119,000 119,000 매우
우수

고품질 과실생산 착과봉지 지원 권ㅇㅇ 외 108인 141,418 70,709 70,709 매우
우수

시설원예 재배농가 해충방제 천적지
원 신ㅇㅇ 외 303명 144,540 72,270 72,270 우수

시설원예 재배농가 기능성필름 지원 이ㅇㅇ 외 40명 160,000 80,000 80,000 우수

소규모농가 딸기우량묘 시설지원 정ㅇㅇ 외 4명 66,000 33,000 33,000 보통

시설채소 쿨네트 지원사업 오ㅇㅇ 외 8명 32,000 16,000 16,000 우수

꽃마늘 재배농가 유황지원사업 공주유황꽃마늘 영농조합법인 
외 1인 40,000 20,000 20,000 우수



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과수재배농가 선별기 지원 이ㅇㅇ 외 16인 160,000 80,000 80,000 매우
우수

고맛나루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727,000 460,000 267,000 매우
우수

농산물 브랜드 도용방지 시스템 구
축 공주시연합사업단 21,956 21,956 0 매우

우수

대안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사)청소년평화꽃네트워크(꽃피
는학교) 15,732 15,732 0  우수 

한우개량 컨설팅 지원 이ㅇㅇ 외 105인 100,000 50,000 50,000 매우
우수

한우암소 명품육 육성사업 김ㅇㅇ 외 20인 30,000 15,000 15,000 매우
우수

한우암소 번식검진 사업 이ㅇㅇ 외 76인 64,000 32,000 32,000 매우
우수

양계사 친환경 수분조절제 지원 강ㅇㅇ 외 37인 120,000 60,000 60,000 매우
우수

사슴농가 육성지원 이ㅇㅇ 외 18인 60,000 30,000 30,000 매우
우수

양봉생산 기반조성 지원 권ㅇㅇ 외 185인 120,000 60,000 60,000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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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농가 폭염예방 시설장비 지원 김ㅇㅇ 외 195인 300,000 150,000 150,000 매우
우수

조사료 생산기계 지원 경ㅇㅇ 외 3인 90,000 45,000 45,000 매우
우수

조사료 확충을 위한 퇴비살포기 지
원 김ㅇㅇ 외 7인 96,000 48,000 48,000 매우

우수

조사료 저장 발효첨가제 지원 이ㅇㅇ 외 54인 41,863 20,930 20,933 매우
우수

한우개량 수정란 이식 김ㅇㅇ 외 195인 100,000 50,000 50,000 매우
우수



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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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지원 윤ㅇㅇ 외 89농가 및 16개 조사
료 경영체 181,087 80,000 101,087 매우

우수

동계 논 사료작물 비료(가축분퇴비) 
지원 신ㅇㅇ 외 33농가 84,844 42,422 42,422 매우

우수

공주알밤한우 유통매장 설치 공주알밤한우 유통매장1개소(주
은리버스) 450,000 225,000 225,000 우수

사슴기생충 구제약품 지원 오ㅇㅇ 외 19명 10,000 5,000 5,000 우수

소피부병 구제약품 지원 강ㅇㅇ 외 184명 30,000 15,000 15,000 우수

양돈 구충제 지원 임ㅇㅇ 외 41명 60,000 30,000 30,000 보통

닭 감보로 백신 지원 전ㅇㅇ 외 16명 30,000 15,000 15,000 매우
우수

ASF 예방 가축방역방제 관리지원 송ㅇㅇ 외 29명 90,000 45,000 45,000 매우
우수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스템 지원 정ㅇㅇ 외 2명 120,000 60,000 60,000 매우
우수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자체) 계룡산상신농촌체험휴양마을 외 
1단체 28,800 25,920 2,880 우수

콩(서리태) 종자생산 자율교환 시범 구ㅇㅇ 20,000 14,000 6,000 매우
우수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 신소재 활
용 보급시범 김ㅇㅇ 외 4명 28,000 28,000 0 매우

우수

시설원예 생육환경 개선 기술보급 
시범 최ㅇㅇ 외 4명 50,000 50,000 0 매우

우수

과일 저장시 생리장해와 품질변화 
방지기술 시범 김ㅇㅇ 외 1명 35,000 35,000 0 매우

우수

이인면 이인리 건강관리실  내부공
사 이인면 이인리 마을회 23,900 23,900 0 매우

우수

정안면 평정1리 건강관리실 보수공
사 정안면 평정리 노인회 10,000 10,000 0 매우

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