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별지 2)

민간경상보조

( 단위 : 천원 )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계 121건 3,465,854 2,797,325

공주사랑 실천운동 공주시지방행정동우회       3,150 360 

민주평화통일지원사업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공주
시협의회 23,750 23,750 

인명구조활동 지원 공주시 인명구조대 7,600 7,600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 유구읍 주민자치위원회 외 13
개소 61,000 43,295 

주민자치 박람회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 19,000 19,000 

새마을 이웃과 사랑나누기 공주시새마을회 29,450 29,450 

새마을지도자 기본교육 공주시새마을회 14,250 9,645 

새마을운동 읍면동 새마을회 지원 공주시새마을회 30,400 30,400 

새마을 문화의식 운동지원 공주시새마을회 24,700 14,747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공주시새마을회 23,750 2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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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게살기운동 읍면동 위원회 지원 바르게살기운동공주시협의회 9,682 9,682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사업 활동지원 바르게살기운동공주시협의회 4,750 4,750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제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2,850 2,849 

자유민주주의 신장활동과 통일안보교육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6,412 2,500 

민족통일협의회 전국대회 및 도대회 참
가 민족통일 공주시협의회 1,425 1,425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향군안보강좌 등 공주시 재향군인회 8,550 8,550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공주시 재향군인회 3,800 3,608 

자율방범연합 체육대회 공주시 자율방범대 5,700 5,700 

범죄예방활동지원 법무법사랑위원공주지역연합회 23,750 22,949 

범죄피해자지원사업 공주청양범죄피해자 지원센터 52,250 52,250 

청소년 안전지킴이 및 관광지 교통캠페
인 공주경찰서 전의경회 2,460 2,460 

문화재 및 공원지역 안전순찰 재경향우회 2,850 2,850 

3.1절 기념식 기미삼일독립만세운동기념사업
회 3,800 825 

3.1만세운동 재연 및 정신계승 활동 3.1여성동지회 19,000 1,580 

생활과학교실 운영보조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9,000 19,000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떡 이야기 동아리 외 13개 동
아리 12,350 12,347 

청춘삼박자 지원사업 금강종합사회복지관 9,500 830 

한문교육 지원사업 공주향교 7,700 3,780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운영지원 금강아트센터 외 3 38,000 37,730 

성인문해교육지원 한빛배움터 8,550 3,200 

신년교례회 행사지원 공주문화원 3,800 3,800 

풀꽃 문학상 공주풀꽃문학관 운영위원회 19,000 19,000 

전국 사진, 서예 공모전 공주사진협회, 공주서우회 47,500 47,500 

석가탄신일행사 지원 공주시사암연합회 9,500 9,500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우리조상알기사업 공주문화원 14,250 14,250 

성탄행사지원 공주시기독교연합회 19,000 19,000 

황새바위 성지 문화제 황새바위순교성지 9,500 9,500 

공주예술지발간 한국예총공주지회 6,650 6,301 

공주문화소식지 발간 공주문화원 33,250 33,250 

시민과 함께하는 야외무대운영 계룡산축제추진위원회 외 3개
소 80,750 61,750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마당 한국예총공주지회 57,000 57,000 

시민과 함께하는 버스킹 한국예총공주지회 19,000 19,000 

문화유적 순례답사 공주문화원 9,500 9,298 

문화예술인 정기공연 공주문화원 9,500 9,500 

금강미술대전 대전MBC 28,500 28,500 

풍물강습 및 백제문화제 공연 공주민속풍장단 2,850 2,850 

웅진문학상 문인협회공주지부 14,250 1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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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지 및 자료집 발간 공주여성문학회,금강여성문학
회,향토문화연구회,공주문학회 14,250 14,250 

문화예술단체 정기전 및 정기공연 한국국악협회 공주지부 외 5개
소 42,750 42,750 

제15회 충청남도 국악제 지원 한국국악협회 공주지부 9,500 9,230 

공주민속문화보급사업 공주문화원 38,000 38,000 

얼씨구 신명나는 판소리 공연 공주문화원 6,650 6,650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도지사배일반풍물대회참가 한국국악협회 공주지부 4,750 4,750 

도지사배민속대제전참가 공주문화원 4,750 4,750 

한국화전통미술제 한국화전통미술제추진위원회 6,650 6,650 

백제서화공모대전 백제서화협회 19,000 19,000 

공주국립충청국악원 유치위원회 활동 지
원

공주국립충청국악원 유치위원
회 28,500 12,035 

"2020 연극의 해" 기념 브랜드 공연 지
원 한국연극협회 공주지부 38,000 38,000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 지원 충남공예협동조합 32,300 32,295 

공주전통공예사업 공주전통공예사업자협회 9,500 9,500 

작은갤러리 운영 지원 사업 이미정갤러리, 갤러리 금강, 갤
러리 쉬갈 19,000 18,994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시간외 수당 공주시체육회 5,292 2,683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시간외 수당 공주시체육회 6,174 3,293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출전 공주시체육회 325,500 34,460 

공주시체육회 종목별 우수선수 및 지도
자 육성 지원 공주시체육회 50,000 45,184 

도지사기대회 출전 지원 공주시체육회 18,000 1,430 

유소년체육 육성 지원 공주시체육회 35,000 33,353 

시장기타기 종목별대회 공주시체육회 58,500 22,471 

도민체전 참가 지원 공주시체육회 56,975 28,584 

소규모 체육사업 지원 공주시체육회 4,500 4,460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시간외수당 공주시장애인체육회 5,292 2,173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 공주시장애인체육회 76,000 1,113 

전국 및 도단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공주시장애인체육회 2,250 200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공주시장애인체육회 4,750 4,275 

공주역 및 공주터미널 안내소 운영 공주시관광협의회 61,000 58,353 

야간상설무대 기획 및 공연 백제춤전승보존회 90,000 89,522 

무령왕네트워크 국제교류사업 무령왕국제네트워크 협의회 19,000 3,000 

신바람 공주 시티투어 운영 및 체험 공주시관광협의회 37,926 14,702 

백제문화학교 사업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9,000 12,937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지원 충남공예협동조합 28,500 28,497 

홈스테이 활성화 사업비 공주시홉스테이협회 19,000 6,200 

공주시 관광객 유치 홍보사업 공주시관광협의회 28,500 28,396 

역사문화 학술세미나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8,550 7,142 

문화재 활용사업 의당집터다지기보존회외 4개 
단체 47,390 43,736 

찾아가는 문화재안전학교 운영 (사)한국문화재안전연구소 9,500 8,994 

성암 이철영선생 평전 간행 숭의사보존사업회 4,750 4,750 

제2회 동학혁명 기념식 및 유적지 탐방 사) 동학농민전쟁 우금티기념
사업회 10,450 10,417 

동학농민혁명교육 및 청소년 동학교실 
운영

사) 동학농민전쟁 우금티기념
사업회 7,106 7,005 

전통제향 지원 공주향교 외 17개 단체 22,800 20,301 

무령왕 추모제례 공주문화원 14,250 14,250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하대리칠석제 하대리칠석제보존회 6,650 6,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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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94 

구석기 마을 자료집 제작 석장리마을공동체협동조합 19,000 19,000 

공주선교유적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자
료 정본화 사단법인한국선교유적연구회 23,750 23,729 

지방의제 21 사업추진 공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5,700 5,330 

시장활성화구역 경영혁신사업 공주시 상가번영회 20,000 19,000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전시회) 참가지
원 ㈜에버그린택 외1 4,00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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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비 공주시 청년상생고용 지원사업 
청년근로자 15명 3,000 2,400 

주거비 공주시 관내기업청년고용지원
사업 청년근로자 14명 3,000 1,800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신관동단체협의회 15,000 15,000 

교통 안전활동 지원사업 (사)전국모범운전자회 충남공
주시지회

       
4,750 4,750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비 지원 (사)한국농업경영인 공주시연
합회 11,400 11,182 

여성농업인 역량강화교육비 지원 (사)한국여성농업경영인 공주
시연합회 2,850 0 

농업경영인 역량강화교육대회 지원 (사)한국농업경영인 공주시연
합회 9,500 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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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원예 선충방제용 자재 지원사업 신ㅇㅇ 외 360명 67,520 66,118 

기후변화대응 과실생산자재지원 박ㅇㅇ 외 63인 33,211 33,211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과수 재배농가 생산자재 지원 오ㅇㅇ 외 122인 119,000 110,673 

고품질 과실생산 착과봉지 지원 권ㅇㅇ 외 108인 70,709 70,708 

시설원예 재배농가 해충방제 천적지원 신ㅇㅇ 외 303명 72,270 7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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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맛나루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460,000 460,000 

농산물 브랜드 도용방지 시스템 구축 공주시연합사업단 21,956 21,956 

대안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사)청소년평화꽃네트워크(꽃피
는학교) 15,732 14,794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지원 윤ㅇㅇ 외 89농가 및 16개 조
사료 경영체 80,000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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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행사사업보조
( 단위 : 천원 )

보조사업명
행사시기

(월)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계 14건 672,050 639,963

 한국전쟁 시기 공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 7월 (사)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공주유족회 2,850 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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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술 혁신전진대회 행사 지원 12월 공주시의용소방대연합회 19,000 19,000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축제 6~12월 농업회사법인 대장이랜드(주) 
외 1 11,400 9,616 

 공주 국제미술제 10~11월 임립미술관 38,000 38,000

 공주예술제 10월 한국예총 공주지회 28,500 28,500 

 우금티 추모예술제 10월 (사)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19,000 16,318

 찾아가는 어린이 뮤지컬 12월 대전일보 19,000 19,000 

 공주 여름축제 7월 금강여름축제조직위원회 190,000 187,217 

 겨울공주 군밤축제 1월 겨울공주군밤축제조직위원회 280,000 279,950 

 조선통신사기록물 학술세미나 12월 무령왕국제네트워크협의회 15,200 6,210 

 공주환경살리기 시민운동(자연환경
보전행사) 5~12월 공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외 2개단체 22,500 9,369 

 관내 섬유업체 세미나 행사지원 12월 (재)한국섬유스마트공정연구원 4,750 2,100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캠
페인 및 체육대회 11월 공주시 법인택시 공주시지부 2,850 2,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