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간경상사업보조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급 집행액 최종정산액

계 18,586,958 18,486,015

'17.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 보조금 세종전통시장상인연합회 680 680

2017년 연화사 무인경비용역 보조금 지급 이*숙 1,320 1,320

국민체력100세종체력인증센터운영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50,000 50,000

2017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보조금 지급 세종시자율방재단연합 29,000 29,000

설맞이 우수농특산물 홍보판촉 직거래 행사 와이팜영농조합법인_보조금 3,482 3,482

2017년 농아인협회(청가, 언어장애프로그램)운영 보조금 지급 농아인협회 15,000 15,000

2017년 장애인단체연합회 리프트셔틀버스 운행사업 보조금 지급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 12,030 12,030

2017년 지체장애인협회 리프트차량 운영비 보조금 지급 세종특별자치시 지체장애인협회 8,000 8,000

이북5도세종사무소 행사참가 등 지원 이북5도세종시사무소 9,000 8,540

1월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지급 장*용 4,490 4,490

2017년 세종문화원 사업비 보조금 교부 세종문화원 297,500 297,500

지역사회 나눔문화 활성화사업-지역사회나눔문화 활성화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000 10,000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유혜리세종무용단 16년 11,12월분) (주)유혜리세종무용단_보조금 122 122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유혜리세종무용단 16년 11,12월분) (주)유혜리세종무용단_보조금 4,547 4,547

2017년도 문화재 돌봄사업 자금교부(1차) (사)우리문화유산연구원 185,770 185,770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건비 지급(1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8,000 28,000

유소년생활체육활성화 보조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100,000 100,000

2017년 상반기 읍면동 노인회 분회 지원 운영비 지급 (사)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 19,200 19,200

2017년 시각장애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지급 (사)세종특별자치시 시각장애인연합회 10,413 10,381

17년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추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60,000 60,000

2017년 전통문화 진흥사업 지방보조금(제향) 지급 전의향교외 4 13,000 13,000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비 지급(2월) 장*용 4,408 4,408

2017년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지방보조금 지급(상반기 1차) 전의도래샘 작은도서관외 2 6,000 6,000

2017년 민주평통 자문위원 안보연수 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출결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종지역회의 20,000 19,549

2017 세종 정원교실 운영사업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사단법인 세종정원문화사랑 20,000 20,000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1월분) (주)장남_보조금외 1 7,320 7,320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보조금 지급(1월분) (주)장남_보조금외 3 7,751 7,751

중부지구 농촌여성 교육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전동면) 박*순 2,500 2,500

중부지구 농촌여성 교육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조치원읍) 박*자 2,500 2,500

가맹(경기)단체 활동지원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100,000 99,122

각종대회 참가지원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90,000 90,000

교통봉사자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3월분)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세종시지회외 1 2,248 2,248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55,000 55,000

엘리트 창단 및 팀 육성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50,000 50,000

읍면동 게이트볼장 운영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30,000 30,000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선수육성 보조금 지급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100,000 100,000

종목별 우수선수육성 및 코치영입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20,000 20,000

2017년 수목원코디네이터 운영비 보조금 지급(1차) 베어트리파크 8,056 8,056

농업인학습단체 임원 리더십 교육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농촌지도자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 6,000 6,000

2017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재단법인세종시문화재단 300,000 300,000

국민체력100 세종체력인증센터 운영 보조금 교부(2차)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162,100 162,100

2017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사업 보조금(1회) 교부 재단법인세종시문화재단 160,000 160,000

농촌여성 리더쉽 향상교육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생활개선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 5,000 5,000

중부지구 읍면 농촌지도자회 활동사업 보조금 지급(전동면) 정*화 2,500 2,500

중부지구 읍면 농촌지도자회 활동사업 보조금 지급(조치원읍) 박*기 2,500 2,500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재단법인세종시문화재단 60,000 60,000

2017년 범죄예방활동 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출결의 법무부법사랑위원대전세종시지구협의회 10,000 9,798

로컬푸드 기획생산농가 활성화 지원 정*화 25,000 22,610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교부(공문번호-5634)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장 30,000 30,000

2017년 중증장애인 자립기반사업 보조금 지급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5,000 5,000

2017년 결핵관리운영 보조금 지급 대한결대한결핵협회대전세종충남지부 3,000 3,000

2017년 작은도서관 도서관리프로그램 지원 보조금(장군면 작은도서관) 장군면주민자치위원회 10,000 10,000

2017년 상반기 노인회 취미교실 운영비 지급 대한노인회세종시지회 13,320 13,320

2017년 상반기 백세시대신문보급 사업비 지급 (사)대한노인회세종특별자치시지회 13,800 13,800

3월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급 장*용 4,490 4,490

외국인근로자 한국어 교육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결의 세종시 이주노동자복지센터 360 36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지급(1월분) (주)장남_보조금외 6 33,502 33,440

2017년 에어로빅교실 운영 보조금 교부신청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64,800 64,800

평리문화마을조성사업 보조금(17년도 1차분) 교부 평리문화마을협의체 103,896 103,896

2017년 장애아동 어린이날 행사 등 보조금 지급 (사)세종시장애인부모회 11,000 11,000

2017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보조금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11,000 11,000

2017년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 보조금교부결정 및 지급 세종특별자치시자원봉외 1 20,000 20,000

2017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국악분야) 사업 보조금 교부 재단법인세종시문화재단 41,600 41,600

2017년 3~6월분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교부결정 및 지급 효성세종병원 80,000 80,000

2017년 3~6월분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교부결정 및 지급 충남대학교병원 180,000 180,000

'2017년 새마을 국민교육' 보조금 교부결정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 18,000 17,492

2017년 장애인 자립교육사업 보조금 지급 (사)세종시장애인부모회 33,786 33,786

2017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보조금(1차) 지급 의뢰 재단법인세종시문화재단 235,200 235,200

농촌융복합산업 발굴.육성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60,000 60,000

지역단위6차산업 활성화 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50,000 50,000

남부지구 농촌여성 교육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금남면 생활개선회) 이*수 2,500 2,500

남부지구 농촌여성 교육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연기면 생활개선회) 이*기 2,500 2,500

남부지구 읍면 농촌지도자회 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금남면농촌지도자회) 이*행 2,500 2,500

남부지구 읍면 농촌지도자회 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연기면농촌지도자회) 정*도 2,500 2,500

동부지구 농촌여성 교육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부강면생활개선회) 전*자 2,500 2,500

동부지구 농촌여성교육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연동면 생활개선회) 연동면생활개선회 2,500 2,500

동부지구 읍면 농촌지도자회 활동사업 보조금 지급(부강면농촌지도자회) 오*진 2,500 2,500

동부지구 읍면 농촌지도자회 활동사업 보조금 지급(연동면농촌지도자회) 연동면농촌지도자회 2,500 2,500

소비자 생산자 팸투어 및 체험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정*화 10,000 9,870

2017년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운영(보험료)보조금 지급 세종특별자치시자율방범연합회 20,000 9,313

2017년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재단법인세종시문화재단 871,000 871,000

2017. 소비자보호활동 사업 보조금 지급 세종YWCA 15,000 15,000

6차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외 1 100,000 100,000

도시농업활성화전시회 보조금 교부결정 엄*애 10,000 10,000

북부지구 읍면 농촌지도자회 활동사업 보조금 지급(소정면농촌지도자회) 황*서 2,500 2,500

북부지구 읍면 농촌지도자회 활동사업 보조금 지급(전의면농촌지도자회) 이*혁 2,500 2,500

2017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안전 보험가입 지원사업(나리, 청솔, 아람달) 사단법인충남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656 656

2017년 2분기 장애인단체연합회 리프트셔틀버스 운행사업 보조금 지급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 9,194 9,194

2017년 2분기 지체장애인협회 리프트차량 운영비 보조급 지급 세종특별자치시 지체장애인협회 9,000 9,000

2017년 창업보육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결의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산학협력단외 1 80,000 79,993

2017년 품질경영지원사업 한국표준협회 30,000 29,217

북부지구 농촌여성 교육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소정면생활개선회) 현*희 2,500 2,500

북부지구 농촌여성 교육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전의면생활개선회) 강*옥 2,500 2,500

서부지구 농촌여성 교육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연서면생활개선회) 손*자 2,500 2,500

서부지구 농촌여성 교육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장군면 생활개선회) 최*환 2,500 2,500

2017년 대학연계 협력사업 지방보조금 교부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산학협력단외 2 30,000 30,000

저출산 극복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원(지역 저출산 사회연대회의 운영)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30,000 30,000

어린이통학로 보행안전지도 봉사지원 보조금지급 녹색어머니 세종시지부 15,500 15,500

종교 및 제향지원사업(석가탄신일 봉축대법회) 세종불교사암연합회 30,000 30,000

2017년 바르게살기운동여성대회 및 전국대회 보조금 지급 결의 바르게살기운동세종시협의회 16,400 16,400

2017년 외국인근로자 한국어 교육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세종시 이주노동자복지센터 3,000 3,000

장욱진 화백 선양사업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재)장욱진미술문화재단 140,000 140,000



2017년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지원 보조금 교무결정 및 지급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 18,000 18,000

2017년도 노사분규 예방사업 보조금 교부 한국노총세종지역본부 15,000 15,000

지역사회나눔문화활성화사업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000 10,000

2017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 지방보조금 집행 공화선(원*화)외 6 56,360 56,360

2017년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 100,000 100,000

2017년 청년비상 프로그램사업 보조금 교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100,000 100,000

2017년 한센병 선도사업 보조금 지급(1차) 한국한센총연합회서울중부지부 3,500 3,500

교통질서확립 봉사대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결의(4월분)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세종시지회 2,850 2,850

2017년 과수·시설채소 영농자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강*섭외 877 264,381 264,381

서부지구 읍면 농촌지도자회 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연서면농촌지도자회) 유*상 2,500 2,500

서부지구 읍면 농촌지도자회 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장군면농촌지도자회) 박*종 2,500 2,500

2017년 FTA활용지원사업 보조금교부 대전상공회의소 10,000 10,000

2017년 무지개기동봉사대 봉사활동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출결의 바르게살기운동세종특별자치시협의회 6,650 6,650

2017년 이미용 봉사활동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출결의 바르게살기운동세종시협의회 3,800 3,800

2017년 일곱빛깔 찾기 무지개운동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출결의 바르게살기운동세종특별자치시협의회 4,850 4,850

농작물 병해충 방제(과수화상병) 사업 보조금 오*진 22,188 22,188

2017년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출결의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000 20,00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보조금 지급 (주)장남_보조금외 6 35,437 35,437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보조금 지급(2월분) (주)장남_보조금외 2 8,211 8,211

17. 자원화시설 환경개선제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도원진생원포크 49,000 49,000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보조금 지급(2월분) (주)장남_보조금외 3 7,497 7,497

지역문화예술지원(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비 1차 교부 재단법인세종시문화재단 200,200 200,20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3월분 보조금 지급 (주)장남_보조금외 6 35,981 35,981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3월분 보조금 지급 (주)장남_보조금외 2 10,040 10,040

2017년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지방보조금 지급(상반기 2차) 전의도래샘작은도서관외 17 168,000 168,000

2017년도 학교폭력예방사업 보조금 지급 사)한국청소년진흥재단세종특별자치시지부 10,000 9,064

고품질 쌀 포장재 지원 사업 지급 세종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200,000 200,000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보조금 지급(3월분) 세종아이콘_보조금외 2 7,432 7,432

외래어종 퇴치 및 고복자연공원 수중쓰레기 수거사업 보조금 지급 (사)녹색환경기킴이 7,000 7,000

회복적 정의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보조금 지급 세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5,000 15,000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건비 지급(2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8,000 28,000

불법정치망 및 어로단속 사업 보조금 지급 (사)자연환경동물보호협회 9,000 9,000

수환경보호 및 밀렵단속 사업 보조금 지급 (사)세종녹색환경지킴이 6,000 6,000

야생생물 구조활동 지방보조금 지급 자연환경동물보호협회 10,000 10,000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사업 보조금 지급 (사)세종시유해조수구제단 25,000 25,000

17년 세종 생활과학교실 사업 보조금 지급 결의(1차)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산학협력단 25,000 25,000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급(4월) 장*용 4,463 4,463

2017년도 노사안정 화합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결의 한국노총세종지역본부 11,690 11,690

2017년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투어 보조금 지급 (사)세종특별자치시 관광협회 10,000 10,000

세종시 우수농산물 홍보판매전(약용작물) 보조금 교부결정 세종시약용작물연구회(대표 김종군) 8,000 7,812

2017년 과수·시설채소 영농자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강*순외 498 113,826 113,826

2017년 국내전적지 순례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상이군경회세종시지회외 7 35,000 35,000

2017년 여성지도자 연수교육 보조금 지급 결의 농협은행 8,000 8,000

새마을 국제협력 사업 보조금 교부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 25,000 25,000

행복도시 생활개선회 농촌여성 교육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박*남 2,500 2,500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교부(세종아이콘, 1차) 세종아이콘 주식회사 14,641 14,641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교부(예술창작소이음, 1차) 사단법인 예술창작소 이음 23,200 23,200

2017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2차)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4,500 4,500

2017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RC홍익대학교세종 20,000 20,000

2017년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육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세종시이주노동자복지센터 1,920 1,920

'17.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 시 보조금(2차) 세종전통시장상인연합회 838 838

2017년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급결의 세종공동체 아카이브외 12 36,990 33,961

적십자봉사회 자원봉사활동사업 대한적십자봉사회세종시지구협의회 20,000 19,974

2017년도 문화재 돌봄사업 보조금(2차) 지급 (사)우리문화유산연구원 185,770 185,770



2017년 생생문화재사업 교부신청 한국연극협회 세종특별자치시 지회 42,500 42,500

2017년 향교서원 문화재활용사업 (전의향교) (주)전의를디자인하는사람들 71,000 71,000

교통질서확립 봉사대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결의(5월분)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세종시지회 730 730

지역산업맞춤형리자리창출사업(지역고용전략수립지원) 대전상공회의소 30,000 30,000

지역산업맞춤형리자리창출사업(지역고용혁신추진단지원) 대전상공회의소 71,000 71,000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대전상공회의소 21,000 21,000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고용창출지원사업) 대전상공회의소 109,000 109,000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산업단지고용환경개선) (사)명학일반산업단지 66,500 66,500

지역혁신프로젝트(경력단절여성 및 중장년 새희망 품기) 홍익대학교세종캠퍼스산학협력단 150,000 150,000

지역혁신프로젝트(일자리공시제컨설팅) 대전상공회의소 6,000 6,000

지역혁신프로젝트(지역고용전략개발포럼) 대전상공회의소 15,000 15,000

지역혁신프로젝트(찾아가는 커리어 세종) 세종여성새로일하기센터 100,000 100,000

2017년 친환경농업 교육 지원 사업 세종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20,000 20,000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건비 지급(3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8,000 28,000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5월) 장*용 4,490 4,490

2017년 모범노인 선진지 견학 보조금 지급 (사)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 28,200 27,621

문화예술콘텐츠진흥사업 보조금 지급 한국영상대학교 산학협력단외 1 65,000 65,00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보조금 지급(4월분) (주)장남_보조금외 6 36,147 36,147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보조금 지급(4월분) (주)장남_보조금외 3 12,040 11,765

2017 맛찬동이 수박 판촉행사 보조금 지급 연동면수박공선회 18,670 14,906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보조금 지급(4월분) (주)장남외 2 7,525 7,525

2017년 친환경농업 생산자조직 육성 사업 보조금 지급 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업협회장 김한수 10,000 10,000

2017년 향교서원 문화재활용사업 (연기향교) 연기향교 71,000 71,000

2017년 과수·시설채소 영농자재 지원사업 보조결정 및 지급 엄*업외 27 4,647 4,647

2017년도 농식품 스마트소비 아카데미 사업 보조금 지급 세종YWCA 20,000 20,000

2017년도 식생활 교육 보조금 교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000 200,000

수상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활동 보조금 지급 세종시인명구조대외 1 12,000 12,000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지도 봉사지원 녹색어머니 세종시지부 5,320 5,320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보조금 교부(1차) 한국노총세종지역본부 42,800 42,800

체육꿈나무육성사업 보조금 지급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150,000 150,000

2017년 NK비료(이삭거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 농협중앙회충남지역본부(세종시 농정지원단) 184,971 184,964

2017년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농협중앙회충남지역본부(세종시 농정지원단) 412,370 412,144

2017년 양돈발효미생물지원사업 보조결정 강*권 20,000 20,000

2017년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 교부결정 및 지급 농협중앙회충남지역본부(세종시 농정지원단) 495,832 495,788

전국 고교생 토론대회 세종시 예선대회(자유총) 보조금 지급 한국자유총연맹세종시지부 2,050 2,050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사업(여성친화적 마을리더 양성 프로그램) 글멋 3,010 3,010

2017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결의(2차) 한국노총세종지역본부 23,100 23,100

교통봉사자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결의(6월분)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세종시지회외 1 4,782 4,782

산림교육운영 보조금 지급 (사)한국숲유치원협회세종시지회장 이경순 20,000 20,000

2017 세종시 농업-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사업 보조금(1차)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100,000 100,000

낙농헬퍼지원사업 최*운외 1 60,000 45,580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 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 37,500 37,500

2017년 외국인근로자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결의(6월) 세종시이주노동자복지센터 1,920 1,920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건비 지급(4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8,000 28,000

팜파티프로그램운영시범사업보조금교부결정(강명희) 강*희 20,000 17,721

한우농가 컨설팅 지원 양*수 10,000 10,000

2017년 바르게살기국민교육 사업 보조금 지급결의 바르게살기운동 세종특별자치시협의회 16,000 16,000

201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농협중앙회충남지역본부외 2 902,848 902,848

2017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농협중앙회충남지역본부 360,502 360,502

한센인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급(6월) 장*용 4,463 4,463

2017년 3분기 장애인단체연합회 리프트셔틀버스 운행사업 보조금 지급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 9,800 9,800

2017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사업 보조금(2차) 교부 재단법인세종시문화재단 110,000 110,000

농촌지도자 하계워크숍 보조급 지급 농촌지도자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 50,000 50,000

지역농식품가공 상품화 포장재 제작 세종시 싱싱로컬푸드 50,000 49,981



2017.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세종시친환경유통센터영농조합법인 48,379 48,379

2017년 세종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재단법인 세종지역산업기획단 150,000 150,000

2017년 한우브랜드 육성지원 세종공주축산농협외 1 50,000 50,000

농촌여성 하계워크숍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생활개선세종특별자치시 50,000 49,842

2016년 폐축사철거비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김*부 9,100 9,100

2017 교육기관 연계 농촌체험학습(1차 나래초) 국화치즈영농조합법인외 1 700 700

2017년 세종시 농민회 워크숍 지원 보조금교부결정 및 지급의뢰 강*규 10,000 10,000

2017년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1차) 임종필외 32인외 1 28,300 28,300

2017년 양봉농가 화분지원사업 보조금 지급(1차) 성*환외 13 98,865 98,865

2017년 한우개량지원사업 세종공주축산농협 64,000 64,000

2017년 과수채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농협중앙회충남지역본부 450,000 450,000

2017년 과실생산봉지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송*현(운주포도작목반)외 1 4,048 4,048

2017년 과실생산봉지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2차결정분) 김*용(복숭아연합회)외 2 37,316 37,316

2017년 과실생산봉지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3차결정분) 오*진(세종시배연합회)외 12 144,472 144,472

2017년 과실생산봉지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4차) 강*기(복숭아공선회대표)외 1 4,441 4,441

2017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보조금(2차) 지급 의뢰 재단법인세종시문화재단 58,800 58,80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지급(5월분) (주)장남_보조금외 6 38,318 38,318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5월분) (주)장남_보조금외 3 10,775 10,775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보조금 지급(5월분) (주)장남외 2 7,577 7,577

2017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1차) 김*범외 3 26,947 26,947

2017년도 지역민방(TJB) 전통시장 홍보사업 보조금 (주)대전방송 10,000 10,000

세종시 우수농산물 홍보판매전(고추) 보조금 정*억(고추연구회) 7,000 3,666

세종시 우수농산물 홍보판매전(절임배추) 보조금 김*수(절임배추연구회) 5,000 3,728

2017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지원사업(나리마을) 나리농촌체험휴양마을 4,900 4,900

2017년 노인지도자 전문교육 보조금 지급 (사)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 10,000 10,000

2017년 외국인근로자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결의(7월) 세종시이주노동자복지센터 2,400 2,400

2017년 하반기 읍면동 노인회분회 지원 운영비 지급 (사)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 19,200 19,200

2017년 3분기 지체장애인협회 리프트차량 운영비 보조급 지급 세종특별자치시 지체장애인협회 7,666 7,666

2017년 문화재 돌봄사업 보조금 지급(3차) (사)우리문화유산연구원 92,884 92,884

2017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첫걸음,지역유망)사업비 지급 홍익대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외 2 166,640 133,300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사)한국직업상담협회 충북세종지회 80,000 80,000

교통질서확립 봉사대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결의(7월분)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세종시지회 740 740

2017년 민간 가정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사업 선물어린이집외 235 47,200 47,200

지역응급의료기관(효성세종병원) 7월 운영비 지원 효성세종병원 20,000 20,000

2017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교육 사단법인충남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856 856

2017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사업(아람달) 아람달영농조합법인 4,900 4,900

2017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사업(청솔) 청솔녹색농촌체험마을 4,900 4,900

2017년 교육기관 연계 농촌체험학습 보조금지급(2차 두루유치원) 단율영농조합법인 795 795

2017년 교육기관 연계 농촌체험학습 보조금지급(2차 두루유치원) 차량비50% (주)충청고속관광 440 440

2017년도 응급의료시설(충남대학교병원세종의원) 7월 운영비 지원 충남대학교병원 45,000 45,000

2017년 7월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급 장*용 4,490 4,490

2017년 '무지개다리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결의 재단법인 세종시문화재단 4,500 4,500

2017년 정보화소외계층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보조금 지급 세종시장애인복지관 23,302 23,302

2017년 하반기 한센병 환자 선도사업 교부금 지급 한국한센총연합회서울중부지부 3,500 3,500

2017년도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사업 보조금 지급 의뢰 세종문화원 32,000 32,000

’17년 수목원코디네이터 운영비 보조금 지급 베어트리파크 24,144 24,144

17년 농촌현장포럼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1,000 21,000

2017년 농촌현장포럼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7,000 7,000

2017년 하반기 노인회 취미교실 운영비 지급 대한노인회세종시지회 11,680 11,680

2017년 하반기 백세시대신문보급 사업비 지급 (사)대한노인회세종특별자치시지회 13,800 13,80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보조금 지급의뢰(6월분) (주)장남_보조금외 6 37,954 37,954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지원보조금 지급의뢰(6월분) (주)장남_보조금외 4 14,230 14,230

'17년 세종문화원 사업비 보조금(지방문화예술역량 제고) 교부 세종문화원 23,380 23,380

2017년 세종 조치원복숭아 홍보판촉 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세종조치원복숭아연합영농조합법인 130,000 125,886



교통질서확립 봉사대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결의(8월분)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세종시지회 730 730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보조금 지급의뢰(6월분) (주)장남외 2 7,576 7,576

2017년 농산물 공동선별출하 촉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동세종농업협동조합 83,962 83,962

지역응급의료기관(효성세종병원) 8월 보조금 지급 효성세종병원 20,000 20,000

2017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지급(민간경상보조, 로비) (주)로비 13,100 13,100

2017년 교육기관 연계 농촌체험학습 보조금 지급(3차) 청솔체험휴양마을외 1 305 305

2017년 여성중심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 지방보조금 지급 최*진(세종숲체험연구회)외 3 7,500 7,498

2017 제2차 도시재생주민제안사업 지방보조금 교부 이종숙(1200원의 행복여행)외 11 43,445 43,445

2017년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보조금 지급 의뢰 한국국학진흥원 2,000 2,000

야생생물 구조활동 지방보조금 지급(2차) 자연환경동물보호협회 5,000 5,000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사업 보조금 지급(2차) (사)세종시유해조수구제단 10,000 10,000

2017년 외국인근로자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결의(8월) 세종시이주노동자복지센터 1,920 1,920

2017년 저출산 극복 지역 네트워크 운영 보조금 지급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4,032 4,032

2017 교육기관 연계 농촌체험학습 보조금지급(4차 이든샘, 세종고운어린이집) 주식회사뉴제로쿨투어외 3 797 797

2017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지급(민간경상보조, 세종우리밀) 농업회사법인(주)세종우리밀 14,000 14,000

2017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민간경상사업) 지급(행복한느림보) 행복한느림보협동조합 11,640 11,640

2017년 재난심리회복지원 보조금  지급 (3차)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4,500 4,500

2017년도 노사안정 화합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결의 한국노총세종지역본부 7,050 7,050

2017년제2차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급 의뢰 소담초등학교 아버지회(천이철)외 3 15,000 15,000

문화예술진흥사업 지방보조금(국어진흥기반) 지급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15,000 15,000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보조금(3차) 교부 한국노총세종지역본부 6,200 6,200

2017년 에비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지급(민간경상사업보조) 욜로게임즈외2 협동조합 욜로게임즈외 2 19,328 19,328

2017년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지방보조금 지급(하반기) 범지기8단지작은도서관외 4 16,000 16,000

2017년 농촌체험휴양마을 화재보험가입 지원 사단법인충남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443 443

2017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농협중앙회충남지역본부(세종시농정지원단) 13,481 13,092

친환경농업 실천 컨설팅 지원사업 전의농협 20,000 7,024

'17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 시 보조금(3차) 세종전통시장상인연합회 997 997

2017 전통문화진흥사업 지방보조금(제향) 지급 연기향교외 4 17,000 17,000

2017년 상반기 사일리지제조운송비지원사업 늘푸른한우영농법인외 2 53,162 53,162

2017년 제18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출범식 보조금 지급 결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종지역회의 1,000 1,000

2017년 기업인활성사업 보조금 지급 (사)세종시기업인협의회 20,000 20,000

쌀전업농 선진지견학(영농탐방) 보조금 지급 김*성 10,000 10,00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지급의뢰(7월분) (주)장남_보조금외 7 38,577 38,577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의뢰(7월분) (주)장남_보조금외 4 14,130 14,130

2017년 정보소외계층(고령층) 집합 정보화교육 보조금 교부결정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세종특별자치시협회 6,700 6,700

2017년 제2차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급의뢰 연서면 주민자치위원회(홍순직) 5,000 5,000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의뢰(7월분) (주)장남외 2 7,464 7,464

치유농업농장주 컨설팅사업 보조금교부 결정 최*규 30,000 30,000

2017년 8월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급 장*용 4,490 4,490

2017년 8월분 지역응급의료시설 운영지원 보조금 지원 충남대학교병원 세종의원 45,000 45,000

어린이통학로 보행안전지도 봉사지원 보조금지급 녹색어머니 세종시지부 4,950 4,950

2017년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사업 [인력양성] 보조금 교부(2차) 대전상공회의소 82,000 82,000

2017년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경단녀 교육훈련] 보조금 교부(2차) 홍익대학교세종캠퍼스산학협력단 165,000 165,000

2017년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고용창출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2차) 대전상공회의소 119,600 119,600

2017년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고용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교부(2차) (사)명학일반산업단지 70,163 70,163

2017년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일자리공시제 컨설팅] 보조금 교부(2차) 대전상공회의소 5,250 5,250

2017년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지역고용전략 수립 지원] 보조금 교부(2차) 대전상공회의소 40,000 40,000

2017년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지역고용전략개발 포럼] 보조금 교부(2차) 대전상공회의소 16,250 16,250

2017년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지역고용혁신추진단 지원] 보조금 교부(2차) 대전상공회의소 79,000 79,000

2017년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찾아가는 커리어 세종] 보조금 교부(2차) 세종여성새로일하기센터 112,500 112,500

2017년 지자체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농업회사법인한국한인홍(주) 30,000 30,000

전의산단 공동직장어린이집 보조금(운영비) 지급 (사)전의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36,000 36,000

2017년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지원 국립중앙의료원 26,000 26,000

평리문화마을조성사업 보조금(17년도 2차분) 교부 평리문화마을협의체 103,897 103,897



2017년도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지원 보조금교부 결정 충남농업마이스터대학 20,395 20,395

독서문화 탐방 보조금 교부결정 세종시새마을회 2,000 2,000

생활개선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 생활개선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 6,000 6,000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70,000 70,000

젖소개량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강*동외 41 18,655 18,655

2017년 외국인근로자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결의(9월) 세종시이주노동자복지센터 1,440 1,440

2017년 9월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비 지급(효성세종) 효성세종병원 20,000 20,000

농산물 포장재(오이)지원사업 지급 농협중앙회충남지역본부(세종시농정지원단) 58,927 58,927

제54회 전국 자유수호 웅변대회 세종시예선 보조금 지급(자유총연맹 세종시지부) 한국자유총연맹 세종시지회 2,090 1,645

2017년 상반기 사일리지제조운송비지원사업 새우리축산 영농조합법인외 6 117,509 117,509

2017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지급((협)피움, 민간경상사업보조) 피움협동조합 28,500 28,500

교통질서확립 봉사대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결의(9월분)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세종시지회 730 730

교육기관 연계 농촌체험학습 보조금 지급(5차) 충녕어린이집(원비)외 2 425 425

2017년 돌발병해충 방제약제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1차) 김*문외 32 8,183 8,183

2017 우수농특산물 홍보판촉행사 사업비 보조금 교부 농업회사법인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외 1 21,200 21,200

'17년 10월 지역응급의료시설(효성세종병원) 보조금 지급 효성세종병원 20,000 20,000

2017년 9월 지역응급의료시설(충남대병원 세종의원) 보조금 지급 충남대학교병원 45,000 45,000

교통봉사자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결의(10월분)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세종시지회외 1 1,730 1,730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지급의뢰(8월분) (주)장남_보조금외 6 44,479 44,479

(예비)사회적기업의 전문인력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의뢰(8월분) (주)장남_보조금외 5 16,130 16,130

2017년 9월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급 장*용 4,463 4,463

2017년 하반기 사일리지 제조운송비지원사업 푸른들영농조합법인 114,462 114,462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의뢰(8월분) (주)장남외 2 7,844 7,844

16년 1차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과제) 보조금 교부 홍익대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외 1 52,016 52,016

2017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보조금 지급의뢰 용암강다리기보존회 8,000 8,000

2017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보조금 교부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 5,000 4,778

2017년 민주평통 세계평화통일포럼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출결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종지역회의 2,000 2,000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보조금 지급(세종우리협동조합) 세종우리협동조합 4,950 4,950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보조금 지급(와이팜,1차) 와이팜영농조합법인 25,928 25,928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마을과복지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과복지연구소 24,900 24,900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12,000 12,000

세종시 이통장연합회 연찬회 보조금 지급 사단법인 전국 이통장연합회 세종시지부 44,000 43,835

2017년 4분기 지체장애인협회 리프트차량 운행 보조금 지급 세종특별자치시 지체장애인협회 7,334 7,334

2017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지급(다인영농조합, 민간경상) 다인영농조합법인 12,220 12,220

2017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지급(청송마을기업, 민간경상보조) 농업회사법인청송마을기업(주) 9,804 9,804

2017년 행안부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지급(딩동세종협동조합)민경보 딩동세종협동조합 10,000 10,000

2017년 지자체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2차) (주)남선지티엘 40,000 40,000

종교및 제향지원사업(성탄트리점등식) 세종시기독교연합회 30,000 30,000

2017년 4분기 장애인단체연합회 리프트셔틀버스 운행 보조금 지급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 8,976 7,715

2017년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2차) 한국양봉농협외 1 21,700 21,700

2017년 양봉농가 화분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2차) 한국양봉농협외 9 50,860 50,860

2017년 외국인근로자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 보조금 (10월) 세종시이주노동자복지센터 1,440 1,440

고품질쌀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2차 지급 세종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50,000 50,000

17년 생활과학교실 보조금 지급(2차)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산학협력단 25,000 25,000

2017년 2차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첫걸음과제) 보조금 지급 홍익대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16,616 16,616

GKL휠체어펜싱팀 육성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세종시장애인체육회장 10,000 10,000

한우육질개선제지원사업(1차) 성*복외 114 49,105 49,105

2017년 젖소고온면역증강제지원사업 최*묵외 41 23,200 23,200

'17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 시 보조금(4차) 세종전통시장상인연합회 1,020 1,020

2017년 10월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급 장*용 4,490 4,490

2017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결의 한국노총세종지역본부 5,200 5,200

2017년도 노사안정 화합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결의 한국노총세종지역본부 8,260 8,260

김장 나누기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 10,000 10,000

장욱진화백 선양사업(추도식 및 부대행사) 장욱진화백선양사업회 10,000 10,000



어린이통학로 보행안전지도 봉사지원 보조금지급 녹색어머니 세종시지부 1,830 1,830

2017년 관광형 체험양봉장 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출 황*주 10,000 10,000

2017년 사일리지 제조자재 지원 박*수외 45 166,000 166,00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지급의뢰(9월분) (주)장남_보조금외 6 44,851 44,851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의뢰(9월분) (주)장남_보조금외 5 16,345 16,345

2017년 여성도의교실 운영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결의(바르게) 바르게살기운동세종특별자치시협의회 7,000 6,678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의뢰(9월분) (주)장남_사회보험료외 2 7,718 7,718

제26회 전국으뜸농산물 한마당 행사 보조금 (사)한국농업경영인세종시연합회 5,000 5,000

2016년 폐축사철거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백*순외 1 4,200 4,200

2017년 과실생산봉지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결의(3차결정분-최종) 이*열(세종시포도연합회)외 11 6,825 6,825

안보견학 및 안보교육 한국자유총연맹세종시지부 5,000 5,000

공연장상주단체 육성 지원 보조금 지급(2차) 재단법인세종시문화재단 85,800 85,800

교육기관 연계 농촌체험학습 보조금 지급(6차) 세종전통장류박물관외 16 6,107 6,107

농산물 포장재(복숭아 추가분)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조치원농협 10,082 10,082

농산물 포장재(복숭아)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의뢰 농협중앙회충남지역본부세종시농정지원국 140,118 140,118

로컬푸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주) 25,000 25,000

2017년 택시종사자 체험학습 지원 보조금 지급 세종운수(합) 4,000 4,000

쌀전업농 우리쌀 홍보 및 소비촉진 행사 김*성 5,000 5,000

'17년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 시 보조금 전의왕의물시장상인회 680 680

2017년 우수종돈 농가보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농업회사법인(주)다비육종 23,000 23,000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예술창작소이음, 2차) 사단법인 예술창작소 이음 23,200 23,200

17년 10월 지역응급의료시설(충남대학병원 세종의원) 보조금 지급 충남대학교병원 세종의원 45,000 45,000

'17년 11월 지역응급의료기관(충남대학교세종의원) 보조금 지원 충남대학교병원 세종의원 45,000 45,000

17년 11월 지역응급의료기관(효성세종병원) 보조금 지원 효성세종병원 20,000 20,000

2017년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참가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결의 조치원농협 15,000 15,000

2017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판소리 흥보가) 보조금 교부 임*이 4,000 4,000

2017년 통일안보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출결의 민족통일세종시협의회 7,000 7,000

교통질서확립 봉사대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결의(11월분)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세종시지회 730 730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세종시지구협의회 김장나누기 보조금 지급 대한적십자봉사회세종시지구협의회 3,000 3,000

2017년 장애인 실업팀 창단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장 65,000 65,000

농산물 포장재(사과)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조치원농협 4,521 4,521

농산물 포장재(포도)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의뢰 농협중앙회충남지역본부세종시농정지원국 59,856 59,856

2017 교육기관 연계 농촌체험학습 보조금 지급(7차) 세종전통장류박물관외 16 7,743 7,184

2017년 11월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급 장*용 4,463 4,463

어린이통학로 보행안전지도 봉사지원 보조금지급 녹색어머니 세종시지부 7,400 7,400

마을기업 컨설팅 등 사업비 보조금 지급(세종시주민참여도시재생연구원) 사단법인 세종시주민참여도시재생연구원 6,000 6,000

2017.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도원진생원포크 13,000 13,000

2017년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현대동물병원외 1 20,000 20,000

2017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전의궁인) 보조금 교부 주*응 2,000 2,000

2017년 젖소고온면역증강제지원사업(2차) 김*식 800 80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지급의뢰(10월분) (주)장남_보조금외 6 46,104 46,104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의뢰(10월분) (주)장남_보조금외 6 18,555 18,555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의뢰(10월분) (주)장남_사회보험료외 2 7,718 7,718

'17년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16년 2차년) 보조금 지급 홍익대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외 1 52,798 52,798

2017년 돌발병해충 방제약제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결의(2차) 김*용외 5 25,542 25,542

2017년 돌발병해충 방제약제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3차-최종) 오*진 15,601 15,601

2017년 우수마을기업 지원사업비 보조금 지급(민경보, 목인동영농조합) 목인동영농조합법인 1,200 1,200

2017년 12월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보조금지급(12월) 효성세종병원 20,000 20,000

2017년 민주평통 고등학생 통일골든벨 보조금 지출결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종지역회의 4,000 4,000

2017년 민주평통 북한이탈주민 등 문화체험기회 제공 보조금 지출결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종지역회의 3,000 3,000

교통질서확립 봉사대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결의(12월분)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세종시지회 730 730

2017년 한우육질개선제지원사업(2차) 김*홍외 1 895 895

농산물 포장재(딸기)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서세종농협 64,231 64,231

농산물 포장재(절임배추)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남세종농협 10,222 10,222



농산물 포장재(절임배추)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추가분) 남세종농협 1,572 1,57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보조금 지급(세종아이콘, 2차) 세종아이콘 주식회사 14,641 14,641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와이팜영농조합법인, 2차) 와이팜영농조합법인 38,892 38,892

2017년 12월 지역응급의료제공기관 운영비 지원(충남대병원 세종의원) 충남대학교병원 세종의원 45,000 45,000

2017년 농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조치원농협하나로마트외 4 95,214 95,214

로컬푸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2차) 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주) 25,000 25,000

'16년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3차)보조금 교부결정 지급결의 홍익대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21,440 21,440

한우 고급육 생산 컨설팅 시범사업 보조금 교부 영농조합법인 세종명품한우 20,000 20,000

2017년 12월 한센간이양로시설 난방비 지급 장*용 7,020 7,020

2017년 12월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급 장*용 4,490 4,490

2017년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사업 보조금 지원 (주)엠지티 4,530 4,530

2017년 농산물 공동선별출하 촉진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 조치원농협외 4 265,798 265,798

2017년 양계농가 난좌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주식회사 동우펄프하이텍외 2 50,000 50,000

농산물 포장재(멜론)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농협중앙회충남지역본부세종시농정지원국 12,445 12,445

농산물 포장재(오이)지원사업 보조금 지급(2차) 농협중앙회충남지역본부(세종시농정지원단) 30,112 30,112

농산물 포장재토마토)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농협중앙회충남지역본부세종시농정지원국 24,412 24,412

2017 교육기관 연계 농촌체험학습 보조금 지급(8차) 청솔체험휴양마을외 25 7,517 7,517

2017년 상반기 사일리지제조운송비지원사업 소골한우영농법인 6,601 6,601

2017년 양계농가 환경개선제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성원벤처메디칼(합)외 4 49,280 49,280

2017년 하반기 사일리지제조운송비지원사업 새우리축산 영농조합법인외 8 176,205 176,205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지급(11,12월) (주)장남_보조금외 6 92,736 92,736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11,12월분) (주)장남_보조금외 7 40,790 40,790

2017 양돈농가 우수정액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김*환외 18 20,000 20,000

2017년 양돈농가 모돈갱신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남*현외 26 59,200 59,200

가축분뇨수분조절제지원 박*순외 85 45,891 45,891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보조금 지급(11,12월) (주)장남_사회보험료외 5 41,116 41,116

17.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보조급 지급(5~12월분) 세종시친환경유통센터영농조합법인 14,830 14,830

'17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3차(첫걸음,기업부설)지급 홍익대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외 8 142,752 142,752

2017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박*옥외 6 14,198 14,198

농산물 포장재(배)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농협중앙회충남지역본부세종시농정지원국 149,933 149,933

세종택시 이용 택시기사 마일리지 지원 보조금 지원 주식회사솔루게이트 1,414 1,414

젖소개량(등록비.검정료)지원 강*동외 21 11,345 11,345

2017년 친환경농산물 인증스티커 지원사업 최*섭외 22 9,489 9,4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