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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총 계 329개 사업 17,283,309 14,191,496 3,021,813

공주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활동 
지원 공주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28,500 28,500 0 우수

공주사랑 실천운동 공주시지방행정동우회  3,467 3,150 317 우수

민주평화통일지원사업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공주시
협의회  19,000 19,000 0 우수

민주평통자문위원 공주시협의회 운
영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공주시
협의회  19,000 19,000 0 우수

한국전쟁 시기 공주지역 민간인 희
생자 합동위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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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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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충남 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 공주시의용소방대연합회 3,870 3,870 0 매우
우수

의용소방대 물품구입 지원 공주시의용소방대연합회 10,500 10,000 500 매우
우수

의용소방대 컨테이너 구입 지원 공주시의용소방대연합회 17,000 17,000 0 매우
우수

소방기술 혁신전진대회 행사 지원 공주시의용소방대연합회 22,000 19,000 3,000 매우
우수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 유구읍 주민자치회 외 12개소 66,859 65,000 1,859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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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마을교육자치회 운영지원 사업 유구읍 주민자치회 외 12개소 71,000 70,000 1,000 우수

마을복지자치 협력지원 사업 계룡면 주민자치회 외 4개소 25,500 25,000 500 우수

이통장 워크숍 개최 전국이통장연합회 공주시지회 14,250 14,250 0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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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지도자 기본교육 공주시새마을회 19,000 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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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새마을회 운영비 공주시새마을회 85,500 85,500 0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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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및 도촉진대
회 공주시새마을회 9,500 9,500 0 매우

우수

바르게살기운동 읍면동 위원회 지원 바르게살기운동공주시협의회 14,606 12,149 2,457 우수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사업 활동지원 바르게살기운동공주시협의회 6,636 5,700 936 매우
우수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 운영
비 바르게살기운동공주시협의회 33,035 24,225 8,810 우수

바르게살기운동 사무실 기능보강 바르게살기운동공주시협의회 1,900 1,900 0 우수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및 충남대회 
등 참가 바르게살기운동공주시협의회 10,262 9,500 762 우수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운영비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19,380 19,380 0 우수



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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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제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2,850 2,850 0 매우
우수

자유민주주의 신장활동과 통일안보
교육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7,125 7,125 0 우수

향군안보강좌 등 공주시 재향군인회 7,473 6,650 823 우수

공주시 재향군인회 운영비 공주시 재향군인회 24,783 20,900 3,883 매우
우수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공주시 재향군인회 4,200 3,800 400 매우
우수

자율방범대 초소 물품구입 공주시 자율방범대 20,000 20,000 0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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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예방활동지원 법무법사랑위원공주지역연합회 17,100 17,100 0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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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안전지킴이 및 관광지 교통
캠페인 공주경찰서 전의경회 2,850 2,850 0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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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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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3.1만세운동 재연 및 정신계승 활동 3.1여성동지회 2,660 1,900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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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70 11,400 570 우수



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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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떡 이야기 외 11개 15,800 11,450 4,350 매우
우수

청춘삼박자 지원사업 금강종합사회복지관 9,500 9,500 0 매우
우수

한문교육 지원사업 공주향교 7,600 7,600 0 매우
우수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운영지원 공주시청소년꿈창작소 30,955 29,255 1,700 매우
우수

성인문해교육지원 한빛배움터 9,150 8,550 600 보통

학습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해밝은 작은도서관 외 1 10,000 10,000 0 우수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자체)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외 1명 11,400 11,400 0 매우
우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자체)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74,442 74,442 0 우수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자체) 공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외 
1명 50,000 50,000 0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외 1명 3,800 3,800 0 매우
우수

청소년동아리 지원(자체)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5,700 5,700 0 매우
우수

공주 국제미술제 임립미술관 38,000 38,000 0 매우
우수

공주문화원 운영지원 공주문화원 91,117 50,000 41,117 매우
우수 

풀꽃 문학상 (사)나태주풀꽃문학관운영위원회 12,380 7,000 5,380  우수 

전국 사진, 서예 공모전 공주서우회 / (사)한국사진작가
협회공주지부 54,000 49,000 5,000 매우

우수 

석가탄신일행사 지원 공주시사암연합회 17,996 15,000 2,996  우수 



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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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조상알기사업 공주문화원 74,000 74,000 0 매우
우수 

성탄행사지원 공주시기독교연합회 21,008 14,000 7,008  우수 

황새바위 성지 문화제 황새바위순교성지 48,554 45,000 3,554 매우
우수 

공주예술지발간 한국예총 공주지회 6,650 6,650 0 매우
우수 

공주문화소식지 발간 공주문화원 10,000 10,000 0 매우
우수 

공주 기독교 역사 자료집 발간 공주시기독교연합회 30,000 19,000 11,000 우수 

시민과 함께하는 야외무대운영 계룡산축제추진위원회 외 3개 
단체 13,100 10,000 3,100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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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과 함께하는 버스킹 한국예총 공주지회 19,000 19,000 0 매우
우수 

공주예술제 한국예총 공주지회 46,550  46,550 0 매우
우수 

문화유적 순례답사 공주문화원 9,500 9,500 0 우수 

문화예술인 정기공연 공주문화원 9,500  9,500 0 매우
우수 

금강미술대전 MBC대전문화방송 128,500 28,500 100,000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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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진문학상 한국문인협회 공주시지부 15,750 14,250 1,500 매우
우수

한국예총 공주지회 운영지원 한국예총 공주지회 71,800 70,300 1,500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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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합창, 백일장, 미술대회 등 지
원

한국미술협회공주시지부 외 2개 
단체 14,700 13,300 1,400 매우

우수 

문학지 및 자료집 발간 향토문화연구회 외 3개 단체 20,810 14,250 6,560 우수 

문화예술단체 정기전 및 정기공연 한국연극협회공주시지부 외 5개 
단체 46,150 42,750 3,400 매우

우수 

향토예술행사 지원 공주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외 
1개 단체 13,110 12,350 760 우수 

공주민속문화보급사업 공주문화원 38,000 38,000 0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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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배일반풍물대회참가 한국국악협회 공주시지부 5,250 4,750 500 우수 

도지사배민속대제전참가 공주문화원 4,750 4,750 0 매우
우수 

한국화전통미술제 한국화전통민술제추진위원회 7,320 6,650 670 매우
우수 

백제서화공모대전 한국백제서화협회 20,558 19,000 1,558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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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공주 전국어린이국악경연대회 제2회 공주 전국어린이국악경연
대회 28,500 28,500 0 매우

우수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운영비 
지원

한국자연사박물관 외 4개 박물
관 20,568 20,568 0 매우

우수 

청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 한국예총 공주지회 9,500 9,500 0 보통 

2021 금강유역문학축제 충남민예총공주시지부 9,500 9,500 0 보통 

공주시관악단 주말음악회 한국음악협회 공주시지부 14,250 14,250 0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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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문학상 한국문인협회 공주시지부 5,850 2,850 3,000 매우
우수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 지원 공주전통공예사업자협회 28,500 28,500 0 매우
우수 

공주전통공예사업 공주전통공예사업자협회 9,500 9,500 0 매우
우수 

철화분청사기 산업이 되다 공모전 
지원 사업 (사)계룡산철화분청사기연구원 50,500 19,000 31,500 우수 

공예명장 지원금 계룡연구소 외 1개단체 9,500 9,500 　 매우
우수 

공주시체육회 운영비 공주시체육회 286,011 286,011 0 보통

공주시체육회 업무추진비 공주시체육회 5,000 5,000 0 우수

공주시체육회 차량 구입비 공주시체육회 37,160 35,000 2,160 보통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시간외수당 공주시체육회 2,315 2,315 0 우수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시간외수당 공주시체육회 4,647 4,647 0 우수

3.1역전마라톤대회 공주시체육회 9,000 9,000 0 우수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출전 공주시체육회 145,000 145,000 0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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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기대회 출전 지원 공주시체육회 5,500 5,500 0 우수

소년체전 격려 및 초중고 입상자 포
상지원 공주시체육회 16,000 16,000 0 우수

유소년체육 육성 지원 공주시체육회 35,000 35,000 0 우수



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시장기타기 종목별 대회 지원 공주시체육회 30,500 30,500 0 우수

공주시체육회장배 종목별 대회 지원
(5개대회) 공주시체육회 20,000 20,000 0 우수

충청남도체육대회 참가 지원 공주시체육회 293,280 293,280 0 우수

소규모 체육사업 지원 공주시체육회 18,500 18,500 0 우수

충남어르신생활체육대회 출전 공주시체육회 20,000 20,000 0 매우
우수

공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비 공주시장애인체육회 95,000 95,000 0 매우
우수

공주시장애인체육회 물품 진열대 및 
제습기 구입 공주시장애인체육회 2,500 2,500 0 매우

우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시간외수당 공주시장애인체육회 3,983 3,983 0 매우
우수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 공주시장애인체육회 88,000 88,000 0 우수

전국 및 도단위 장애인체육대회 출
전 공주시장애인체육회 8,545 8,545 0 우수

소규모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공주시장애인체육회 1,372  1,372 0 우수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공주시장애인체육회 5,000 5,000 0 매우
우수

공주역 및 공주터미널 안내소 운영 공주시관광협의회 62,350 62,350 0 매우
우수

무령왕네트워크 국제교류사업 무령왕국제네트워크협의회 21,000 19,000 2,000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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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문화학교 사업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0 19,000 1,200 매우
우수



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홈스테이 활성화 사업 공주시홈스테이협회 21,000 19,000 2,000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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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관광협의회 운영지원 공주시관광협의회 26,600 26,600 0 우수

백제문화제 관광이벤트 축제사업 웅진문화회,  백제궁중기악연구
회 20,000 20,000 0 우수

제67회 백제문화제 공주시백제문화선양위원회 500,000 500,000 0 우수

여름공주축제 여름공주축제 조직위원회 179,000 179,000 0 미흡

겨울공주 군밤축제 겨울공주 군밤축제 조직위원회 237,500 237,500 　 우수

마곡사 신록축제 마곡사 신록축제 추진위원회 29,000 19,000 10,000 매우
우수

갑사 황매화 축제 갑사지구번영회 19,000 19,000 0 보통

구절산 구룡사 구절초 축제 구절산 구룡사 구절초 축제추진
위원회 190,000 190,000 　 보통

고도 주민협의회 활동 지원 공주 고도육성 세계유산관리 주
민협의회(이사장 최준호) 17,004 17,000 4 보통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기념 전문가 
심화토론회 백제학회 19,000 19,000 0 우수

문화재 활용사업 어반마루협동조합 외 5개 단체 67,500 65,000 2,500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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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오현, 기호 이유태 학술세미나 초려문화재단 20,000 20,000 0 보통

찾아가는 동학학교, 마을동학 운영 (사)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
회 6,550 6,550 0 우수



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사)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
회 6,550 6,550 0 매우

우수

전통제향 지원 공주향교 외 17개 단체 23,750 23,750 0 매우
우수

무령왕 추모제례 공주문화원 14,250 14,250 0 매우
우수

하대리칠석제 하대리칠석제보존회 6,000 5,700 300 우수

서화작품 전시회 충현서원연서회 외 1개 단체 6,700 5,700 1,000 매우
우수

마을제 지원사업 구계2리 마을회 외 36개소 7,400 7,400 0 우수

석장리 구석기 사람들과 하룻밤 석장리마을공동체협동조합 7,400 7,400 0 우수

우금티 추모예술제(추가) (사)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
회 34,000 34,000 0 우수

사회복지의 날 행사 및 복지박람회 
개최 공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4,400 4,400 0 매우

우수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 30,900 26,400 4,500 매우
우수

공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공주시기독종합사회복지관 425,000 425,000 0 매우
우수

금강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금강종합사회복지관 425,000 425,000 0 매우
우수

찾아가는 주민지원서비스센터 운영 공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29,660 28,500 1,160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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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공주시자원봉사센터 247,877 247,877 0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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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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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자원봉사센터 사업비 공주시자원봉사센터 30,000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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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단체차량유지비 상이군경회 공주시지회 외 3개 
단체 5,700 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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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90 13,490 0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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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무공수훈자회 장례의전선양단 지원
사업 대한무공수훈자회 공주시지회 2,850   2,850 0 매우

우수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기능보강사업 공주시 보훈단체협의회 31,000 31,000 0 매우
우수

보훈단체 전적지답사 상이군경회 공주시지회 외 8개 
단체 2,185     

2,185 0 매우
우수

제66회 현충일 행사 전몰군경유족회 공주시지회 14,250 14,250 0 매우
우수

6.25전쟁 제71주년 행사 6.25참전유공자회 공주시지회 8,550 8,550 0 매우
우수



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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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어버이날 경로잔치 유구읍 새마을협의회 외 15 45,600 45,600 0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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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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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버이날 행사지원 공주시 여성단체협의회 8,300 8,300 0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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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운영비 (사)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117,800 117,800 0 매우
우수

(사)대한노인회 공주지지회 읍면동분
회사업비

(사)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유구
읍분회 외 15개소 56,500 56,500 0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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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대학 물품 및 환경개선 (사)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이인
노인대학 9,500 9,500 0 매우

우수

경로당 물품 및 환경개선 유구읍 석남1리 경로당 노인회
장 외 278명 529,883  529,883 0 매우

우수

경로당 물품 수리비 (사)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38,000 38,000 0 매우
우수

경로당시설 긴급정비 온천1리 외 11개 경로당 204,410 204,410 0 매우
우수

하대3리 경로당 보수공사 계룡면 하대3리 경로당 보수공
사 추진위원회 20,000 20,000 0 매우

우수

반송리 경로당 보수공사 이인면 반송리 경로당 보수공사 
추진위원회 25,000 25,000 0 매우

우수

추계1리 경로당 보수공사 유구읍 추계1리 경로당 보수공
사 추진위원회 20,000 20,000 0 매우

우수

경천2리 경로당 보수공사 계룡면 경천2리  경로당 보수공
사 추진위원회 20,000 20,000 0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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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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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2리 경로당 보수공사 공주시 반포면 온천2리 경로당 
보수공사 추진위원회 15,000 15,000 0 매우

우수

학련동 경로당 보수공사 의당면 학련동 덕하리 경로당 
추진위원회 30,000 30,000 0 매우

우수

오곡2통 오실 경로당 보수공사 오곡2통 오실 경로당 노인회장 10,000 10,000 0 매우
우수

금흥2통(여) 경로당 보수공사 금흥2통 경로당 보수고사 추진
위원회 20,000 20,000 0 매우

우수

오인리 경로당 보수공사 오인리 경로당 공동시설(화장실) 
설치공사 추진위원회 20,000 20,000 0 매우

우수

명곡2리 경로당 보수공사 유구읍 명곡2리 경로당 설치공
사 추진위원회 30,000 30,000 0 매우

우수

송곡2리 경로당 보수공사 송곡2리 경로당 보수공사 추진
위원회 30,000 30,000 0 매우

우수

녹천3리 경로당 보수공사 녹천3리 경로당 보수공사 추진
위원회 20,000 20,000 0 매우

우수

봉곡1리 경로당 보수공사 반포면 봉곡1리 경로당 보수공
사 추진위원회 20,000 20,000 0 매우

우수

산성리 경로당 보수공사 정안면 산성리 경로당 보수공사 
추진위원회 20,000 20,000 0 매우

우수

신관4통 경로당 보수공사 신관동 신관4통 경로당 보수공
사 추진위원회 20,000 20,000 0 매우

우수

정안면 내촌1리 경로당 보수 정안면 내촌리 경로당 보수공사 
추진위원회 15,000 15,000 0 매우

우수

월송동 석장리동(남) 경로당 보수 석장리동(남) 경로당 보수공사 
추진위원회 15,000 15,000 0 매우

우수

의당면 오인리 경로당 화장실 설치 의당면 오인리 경로당 보수공사 
추진위원회 30,000 30,000 0 매우

우수

경로당 안전 및 조명시설 설치사업 마암2리 외 74개 경로당 97,860 97,860 0 매우
우수

어르신놀이터 프로그램 운영 (사)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28,500 28,500 0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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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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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지
원 (사)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19,000 19,000 0 매우

우수

충남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공주시장애인연합회 1,900 1,900 0 매우
우수

사랑의 점자교실 운영 (사)충청남도시각장애인연합회 
공주시지회 2,850 2,850 0 매우

우수

시각장애인 보행교육 (사)충청남도시각장애인연합회 
공주시지회 1,900 1,900 0 매우

우수

장애인부모교육 및 여름캠프 공주시장애인부모회 5,985 5,700 285 매우
우수

장애인 합동결혼식 지원 (사)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9,500 9,500 0 매우
우수

신장장애인 전국대회 참석 및 교육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공주지
부 3,003 2,850 153 매우

우수

장애인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공주시장애인부모회 15,200 15,200 0 매우
우수

재활사업비 지원 (사)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공
주시지회 외 2개 29,500 29,500 0 매우

우수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사업 지원 공주시장애인연합회 외 3개 28,500 28,500 0 매우
우수

장애인 및 소외계층 PC나누기 사업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 
공주시지회 8,452 7,780 672 매우

우수

무료차량 이동봉사사업 (사)한국곰두리봉사회 충남지부 
공주지회 9,785 9,785 0 우수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공주시장애인부모회 3,990 3,800 190 매우
우수

장애인복지도우미 상담활동 지원 공주시장애인연합회 19,000 19,000 0 우수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누리마을 263,720 195,000 68,720 매우
우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 소망둥지 72,209  72,209 0 매우
우수



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운영비 지원 공주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
센터 60,000 60,000 0 매우

우수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 공주시 수어통역센터 219,952 218,500 1,452 매우
우수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공주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288,884 226,000 62,884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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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당시설 관리(명시이월) 정안면 보물리 경로당 보수공사 
추진위원회 외 6개소 152,630 152,630 0 매우

우수

청년정책 활성화 공모사업 정안면 보물리 경로당 보수공사 
추진위원회 외 6개소 19,000 19,000 0 보통

지역살이 프로그램 운영사업 ㈜퍼즐랩 38,000 38,000 0 우수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퍼즐랩 50,000 50,000 0 보통

여성단체활동 운영지원 공주시여성단체협의회 41,800 41,800 0 매우
우수

충남여성한마음대회 공주시여성단체협의회 998 948 50 우수

어머니들의 자질 향상교육 지원사업 대한어머니회공주시지회 1,900 1,900 0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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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캠페인) 공주시가족상담센터 2,100 1,900 200 매우
우수

부부의 날 기념행사 운영지원 공주시가족센터 3,040 3,040 0 매우
우수

여성친화도시 교육(시민, 시민참여
단) 행복교육원 15,903 15,903 0 매우

우수

성 평등 인형극단 운영 행복교육원 38,000 38,000 0 매우
우수



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틈새돌봄 지원사업 공주대교육나눔재단 9,500 9,500 0 매우
우수

경력단절여성 지역 맞춤형 창업지원 공주대 산학협력단 38,000 38,000 0 매우
우수

결혼이주여성 공주문화 홍보단 운영 공주시가족센터 7,600 7,600 0 우수

다문화가족 사각지대 발굴 실태 조
사 공주시가족센터 8,550 8,550 0 우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
원 지역아동센터 9개소 33,000 33,000 0 우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찬회 등(선
진지 견학 포함) 공주시 어린이집 연합회 15,640 14,250 1,390 매우

우수

어린이집 부모교육 및 교재교구전시
회 공주시 어린이집 연합회 5,220 4,662 558 매우

우수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등 지원 관내 어린이집 85,556 79,650 5,906 매우
우수

어린이집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 관내 어린이집 88,839 8,448 10,391 매우
우수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 78,396 57,500 20,896 매우
우수

어린이집보육교사(누리과정) 등 인건
비 추가지원 관내 어린이집 26,775 26,775 0 매우

우수

어린이집 반별운영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 321,900 321,900 0 매우
우수

유해야생동물 민원처리 개조 트럭 
구입·지원 김영봉 외 23명 57,798 34,679 23,119 매우

우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사)공주야생동식물관리협회 30,000 30,000 0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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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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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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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공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3,300 13,300 0 매우
우수

공주환경살리기 시민운동 공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외 3
단체 27,000 23,000 4,000 매우

우수

폐기물처리시설 인근마을 지원(추가) 이인면 만수리 마을회 외 1 151,620 140,272 11,348 매우
우수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 공주산성시장 상인회 7,600 7,600 0 매우
우수

공주산성시장 밤마실 야시장 공주산성시장 상인회 38,000 38,000 0 우수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공주산성시장 상인회 20,000 19,000 1,000 매우
우수

시장활성화구역 경영혁신사업 공주시 상가번영회 20,000 19,000 1,000 매우
우수

공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공주시 소상공인연합회 16,500 16,500 0 매우
우수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문화관광형시
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264,000 264,000 0 매우

우수

소비자생활센터 운영 지원 (사)소비자교육중앙회 공주지회 20,525 18,525 2,000 매우
우수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전시회) 참
가지원 농업회사법인 마암㈜ 외 4명 12,200 9,800 2,400 매우

우수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원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176,400 30,000 146,400 매우
우수

기업인대회 및 노사화합 한마음 행
사 지원 기업인협의회장 20,075 15,000 5,075 매우

우수

노사정화합 간담회 및 등반대회 행
사 공주지역노동단체협의회 6,000 6,000 0 보통

청년창업지원사업 운영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00,000 100,000 0 우수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8,500 28,500 0 보통



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주거비(청년상생고용지원사업 자체) 최호승 외 9명 300   300 0 우수

주거비(관내기업 청년고용지원사업 
자체) 오승현 외 10명 1,500 1,500 0 우수

농촌빈집정비사업 서학생 외 51명 103,230 103,230 0 매우
우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캠페
인 및 체육대회 공주시 법인택시 공주시지부 4,472 3,800 672 매우

우수

시내버스 후방카메라 설치 공주교통 주식회사 31,680 25,344 6,336 매우
우수

교통 안전활동 지원사업 (사)전국모범운전자회 충남공주
시지회 3,800 3,800 0 매우

우수

어린이 교통안전 지원(녹색어머니회) 녹색어머니공주지회 2,850 2,850 　 매우
우수

밤수집기 지원사업 이*우 외 12명 243,000 130,000 113,000 매우
우수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한국여성농업인 공주시연합회 3,000 3,000 0 매우
우수

농민회 봉사활동 및 교육비 지원 공주시 농민회 1,900 1,900 0 우수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가 및 선진지 
견학 14,625 9,500 5,125 매우

우수

소규모 도정공장 쌀 포장재 지원 관내 소규모 도정공장 38,000 19,000 19,000 우수

일반농기계 공급지원 이덕의 외 159명 454,729 160,000 294,729 보통

야생동물 포획기 지원 관내 농업인 17,019 9,819 7,200 보통

농업인 이동식 간이화장실 지원 이인면 주병호 외 15명 54,175 49,250 4,925 매우
우수

기후변화대응 과실생산자재지원 계룡면 한상익 외 62명 101,946 67,964 33,982 매우
우수



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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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재배농가 생산자재 지원 계룡면 한상익 외 138명 330,843 220,562 110,281 매우
우수

고품질 과실생산 착과봉지 지원 계룡면 김태수 외 119명 329,820 219,880 109,940 매우
우수

시설원예 선충방제용 자재지원사업 김영민 외 303명 106,600 53,300 53,300 우수

시설원예 재배농가 기능성필름 지원 이종호 외 29명 150,864 75,432 75,432 매우
우수

시설원예 쿨네트 지원사업 박승진 외 6명 38,376 26,391 11,985 보통

과수재배농가 선별기 지원 사곡면 최창고 외 7명 112,500 75,000 37,500 우수

고품질 꽃마늘 재배농가 농자재 지
원 우성면 김용국 외 10명 91,077 60,718 30,359 우수

고품질 꽃마늘 재배농가 유황 지원 우성면 김용국 외 10명 119,124 79,416 39,708 우수

고맛나루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이인농업협동조합장 외 11개소 800,000 500,000 300,000 매우
우수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시비) 웅진고마곰사업단 15,000 15,000 0 우수

유통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개발 공주다살림사회적협동조합 7,000 7000 0 미흡

대안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꽃피는협동조합(대전충남꽃피는
학교) 16,400 16,400 0 매우

우수

한우개량 컨설팅 지원 오영미 외 90인 99,900 50,000 49,900 매우
우수

한우암소 명품육 육성사업 김태원 외 25인 25,500 15,000 10,500 우수

한우암소 번식검진 사업 이윤섭 외 75인 40,000 20,000 20,000 매우
우수

양계사 친환경 수분조절제 지원 윤금노 외 32인 109,000 60,000 49,000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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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부 현 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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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농가 육성지원 최금진 외 15인 57,000 30,000 27,000 우수

양봉생산 기반조성 지원 김경훈 외 163인 117,000 60,000 57,000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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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농가 폭염예방 시설장비 지원 전묘탁 외 188인 232,000 120,000 112,000 매우
우수

조사료 생산기계 지원 민광식 외 2 96,710 45,000 51,710 매우
우수

조사료 확충을 위한 퇴비살포기 지
원 김명환 외 4 70,200 30,000 40,200 매우

우수

조사료 저장 발효첨가제 지원 임근희 외 52 42,230 21,000 21,230 매우
우수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지원 김종문 외 80 181,500 80,000 101,500 매우
우수

낙농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강인선 외35인 272,500 185,000 87,500 매우
우수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계룡산한우 외 4개단체 196,581 108,000 88,581 매우
우수

닭 IB백신 지원 이민성 외 25호 19,007 9,000 10,007 매우
우수

사슴기생충 구제약품 지원 최금진 외 14호 10,667 5,000 5,667 매우
우수

소피부병 구제약품 지원 심우엽 외 200호 30,882 15,000 15,882 매우
우수

양돈 구충제 지원 주명종 외 43호 42,217 20,000 22,217 매우
우수

닭 감보로 백신 지원 이민성 외 20명 21,260 10,000 11,260 매우
우수

ASF 예방 가축방역방제 관리지원 송일환 외 18호 147,800 75,000 72,800 매우
우수



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스템 지원 심우엽 외 1명 88,500 40,000 48,500 매우
우수

농업인행사 지원 　 61,750 61,750 0 매우
우수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
원(자체예산)

보리감자농촌체험휴양마을 외 1
명 14,600 13,126 1,474 우수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개선사업 보리감자농촌체험휴양마을 외 1
명 92,192 64,536 27,656 우수

재해대응 벼 우량품종전시포 운영 전승수 10,612 7,000 3,612 매우
우수

공주내재해형 시설하우스 보급으로 
생육환경 개선 시범 조영채 외 1명 227,493 112,000 115,493 우수

계룡면 경천1리 마을회관 건강관리
실 보수공사 계룡면 경천1리(이장 조재두) 20,000 20,000 0 매우

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