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마을방송장비 유지보수 조치원읍 평리 이*한 외 9명 12,000 S

자율방재단 운영(공과금 등)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장 박*철 500 B

수상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활동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세종특별자치시지부,

세종시인명구조대
7,112 B

노후수중장비 교체 및 보트수리 등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세종특별자치시지부,

세종시인명구조대
20,000 C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류*옥 15,000 A

입식테이블 등 설치 지원 구름나그네 외 1개소 3,960 B

대학연계 협력사업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산학협력단,

한국영상대학교 산학협력단
30,000 B

도시재생대학 주민제안사업
일반 주민 10명(도시재생대학 참여주민 5인 포함)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
94,922 B

도시재생대학 주민제안사업
도시재생대학 참여자 5인 이상이 포함된

 10인 이상의 주민협의체
98,622 B

한국예총 세종지회 운영비 한국예총 세종시연합회 30,000 A

바른 언어문화 환경조성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 15,000 S

지방문화예술역량 제고 세종문화원 23,380 D

체육회 임원 및 지도자 워크숍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6,934 B

유소년 생활체육 활성화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90,127 B

GKL휠체어펜싱팀 육성지원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10,000 S

세종특별자치시장배 휠체어펜싱 선수권대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16,029 B

세종시 어울림거북이대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14,596 A

상1리(조치원읍) 마을회관 보수 조치원읍 상1리장 김*배 15,000 B

금호3리(부강면) 마을회관 보수 부강면 금호3리장 소*선 15,000 A

호탄리(금남면) 마을회관 보수 금남면 호탄리장 이*기 20,000 S

발산리(금남면) 마을회관 보수 금남면 발산리장 이*이 15,000 A

국곡리(금남면) 마을회관 보수 금남면 국곡리장 진*현 15,000 B

대교2리(장군면) 마을회관 보수 장군면 대교2리장 유*완 20,000 S

송학1리(장군면) 마을회관 보수 장군면 송학1리장 강*환 7,000 A

금암1리(장군면) 마을회관 보수 장군면 금암1리장 이*규 20,000 B

보통1리(연기면) 마을회관 보수 연기면 보통1리장 윤*관 20,000 S

보통2리(연기면) 마을회관 보수 연기면 보통2리장 심*선 20,000 A

수산리(연기면) 마을회관 보수 연기면 수산리장 김*회 14,000 D

남리(조치원읍) 마을회관 보수 조치원읍 남리장 이*갑 15,000 B

금사리(전의면) 마을회관 보수 전의면 금사리장 박*환 16,000 B

원성1리(전의면) 마을회관 보수 전의면 원성1리장 이*혁 19,000 A

노곡리(전의면) 마을회관 보수 전의면 노곡리장 박*규 14,000 B

쌍류리(연서면) 마을회관 보수 연서면 쌍류리장 성*용 20,000 C

봉암2리(연서면) 마을회관 보수 연서면 봉암2리장 윤*수 20,000 A

명학1리(연동면) 마을회관 보수 연동면 명학1리장 박*규 10,000 B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

※ (등급별 점수 범위)

    S등급 : 90점 이상, A등급 : 80점 이상 90점 미만, B등급 : 60점 이상 80점 미만,

    C등급 : 50점 이상 60점 미만, D등급 : 50점 미만

(단위 : 천원)



응암2리(연동면) 마을회관 보수 연동면 응암2리장 박*효 10,000 B

송성2리(전동면) 마을회관 보수 연동면 송성2리장 황*수 20,000 B

고등2리(소정면) 마을회관 보수 소정면 고등2리장 김*래 15,000 B

운당1리(소정면) 마을회관 보수 소정면 운당1리장 홍*선 13,580 D

소정2리(소정면) 마을회관 보수 소정면 소정2리장 이*두 14,360 C

대곡2리(소정면) 마을회관 보수 소정면 대곡2리장 온*상 10,000 B

와촌1리(연서면) 마을회관 보수 연서면 와촌1리장 오*균 20,000 A

노곡리(전의면) 마을회관 보수 전의면 노곡리장 박*규 15,000 B

내판5리(연동면) 마을회관 보수 연동면 내판5리장 사*원 22,000 D

명학2리(연동면) 마을회관 보수 연동면 명학2리장 황*주 15,000 B

산학리(장군면) 마을회관 보수 장군면 산학리장 황*경 20,000 B

정리(조치원읍) 마을회관 리모델링 조치원읍 정리장 김*재 117,223 S

연기1리(연기면) 경로당 보수 연기면 연기1리장 신*익 8,000 B

송문리(장군면) 경로당 보수 장군면 송문리장 이*혁 7,000 C

대교3리(장군면) 경로당 보수 장군면 대교3리장 박*면 20,000 A

원2리(조치원읍) 남자경로당 보수 조치원읍 원2리장 최*원 20,000 B

송곡1리(전동면) 송덕(학구)경로당 보수 전동면 송곡1리장 곽*용 12,000 B

와촌1리(연서면) 대실경로당 보수 연서면 와촌1리장 오*균 19,000 B

쌍전리(연서면) 여자경로당 보수 연서면 쌍전리장 이*원 10,000 B

노호1리(부강면) 경로당 보수 부강면 노호1리장 정*영 18,000 C

소정리(소정면) 분회경로당 보수 소정면 분회경로당 노인회장 박*철 15,000 D

송곡1리(전동면) 여자경로당 보수 전동면 송곡1리 곽*용 20,000 B

이통장연합회 연찬회 (사)전국 이통장연합회 세종시 지부 43,835 B

전국고교생 토론대회 세종시 예선(보조율 90%) 한국자유총연맹 세종시지부 2,050 A

세종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세종종합사회복지관 9,499 B

세종종합사회복지관 물품구입 세종종합사회복지관 10,000 C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처우개선비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 2,160 B

보훈단체 체력단련실 기기 등 구입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세종시지회 등 8개 보훈단체 4,200 B

6.25전쟁일 기념행사 추진 6.25참전유공자회세종시지회 12,000 A

지역사회 나눔문화 활성화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00 S

푸드뱅크 및 마켓종사자 처우개선비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 3,150 B

푸드뱅크 차량 구입지원비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 27,116 D

여성친화도시 '도란도란 소모임'사업
세종숲체험연구회,도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솔동주민자치위원회, 새샘라미
7,498 C

여성친화도시 공동체사업 첫마을6단지 입주자대표회의 30,000 A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122,759 B

종사자처우개선비(통합상담소)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6,189 C

종사자보수교육(통합상담소)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1,981 B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38,200 S

아동, 청소년 폭력예방교육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30,000 A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10,000 B

청소년과 함께하는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사)한국청소년진흥재단 세종특별자치시지부 - B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차량운행비 지원 (사)한국청소년진흥재단 세종특별자치시지부 2,400 B

노인보호전문기관 협약지원 충청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 38,246 B

대한노인회 노인지도자 전문교육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 10,000 A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운영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 4,836 B

응급의료 제공기관 운영 지원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2개소 효성세종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세종의원 650,000 S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시비추가)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69,620 B



수어문화제 세종시농아인협회 10,000 S

전국장애예술인 종합예술제 참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세종시협희 - C

장애인자립교육사업 세종시장애인부모회 33,786 A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본소) 세종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233,970 B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분소) 세종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30,193 B

전국 노인게이트볼 대회 개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 96,280 D

수화통역센터운영(추가) 세종시수화통역센터 72,265 B

마을단위 햇빛발전소 지원사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발전 사업이 가능한

마을단위단체
290,550 A

청년비상프로그램 지원사업 고려대학교 세종창업교육센터 98,028 C

전국으뜸농산물 품평회 참가 (사)한국농업경영인 세종시연합회 5,000 A

세종시 농민회 워크숍 세종시 농민회(회원 60명) 10,000 B

농업경영인 연합회 사무실 보수(보조율 50%) (사)한국농업인경영인 세종시연합회 11,000 D

안전농산물 생산교육지원 종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20,000 C

밥맛좋은쌀 경진대회 행사경비(과목경정) 쌀전업농세종시연합회 7,000 S

벼 건조시설(보조율 50%) 세종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40,000 B

과수돌발병해충(보조율 50%) 과수재배농가 49,325 B

원예농가 유박비료 원예작물(과수,채소,특작) 재배농업인 450,000 A

축산선도농가(HACCP인증농가) 지원사업(보조율 50%) 전의면 유천리 손병돈 외 15호 87,850 B

한우개량 등 세종공주축산농협 64,000 A

한우농가 컨설팅지원(보조율 50%) 강*경 외 31호 10,000 A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보조율 50%) 박*순 외 90호 45,891 B

양봉기자재지원(보조율50%) 임*필 외 59명 50,000 S

기타가축 저온저장고 지원(보조율 50%) 이*렬 외 2명 9,000 B

충광농원 공동시설 차폐시설설치사업(보조율7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토백 42,000 D

생균제 제조시설 지원사업(보조율 70%) 도원진생원포크영농조합법인 210,000 B

축사 위생방역 지원  - 축사 구서방제 지원(보조율50%) 김*진 외 36호 15,150 B

AI차단방역시설 설치지원(보조율 70%) 김*식 외 30호 185,895 C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참가 도원진생원포크영농조합법인 13,000 A

 폐축사 철거 지원 김*부, 백*순, 박*석 13,300 B

공동선과장 기반조성(보조율 50%) 부용금강배영농법인, 조치원농협 148,696 C

6차산업 경쟁력 강화   - 6차산업 창업 및 경영 컨설팅 6차산업지원센터(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99,743 C

6차산업 인증심사 등 운영(지원센터) 세종6차산업 지원센터(농정원) 59,604 A

세종 조치원복숭아 홍보 판촉전 지원 세종조치원복숭아연합영농법인 125,886 B

한옥건축지원 김*영 외 16명 120,000 B

공동주택관리(보조율 70%)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367,604 A

택시종사자 체험학습 세종운수(합) 4,000 B

택시종사자 체육대회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지부, 세종운수(합) 15,000 B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추진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58,242 B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62,000 A

임산물 포장재 지원 이*주 등 8명 10,000 B

산림교육운영지원 (사)한국숲유치원세종지회장 이*순 20,000 B

정원교실운영(정액) (사)세종정원문화사랑 20,000 A

조경수 판매유통거리 조성 임*균 외 10명 263,531 C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 시범 팜파티협의회(대표 강*희) 17,720 B

농촌여성하계워크숍 생활개선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회장 정*식) 50,000 S

농촌여성 중앙단위 대회 참석 생활개선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회장 정영식) 5,842 A



지역농식품 가공상품화 포장재 제작 세종시싱싱로컬푸드가공영농조합법인 대표 이*형 49,981 B

로컬푸드 기획생산농가 활성화 지원 로컬푸드 생산자연합회 대표 정용화 23,729 B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생산기술 보급시범(보조율 70%) 연동면시설원예작목회 대표 강전호 10,967 C

수경재배 배지관리 기술보급 시범(보조율 70%) 세종시딸기연구회 대표 박헌양 12,182 B

비닐하우스 슬라이딩 개폐시스템 보급 시범(보조율 70%) 유*호 19,227 B

고추 품질향상 및 노력절감 시범(보조율 70%) 신*철, 정*억 29,789 A

고춧가루 소비 활성화 시범(보조율 70%) 조*희, 김*회 9,800 B

고추 가뭄피해 및 생리장해 예방시범(보조율 70%) 박*봉, 김*기 8,234 C

고추 노동력절감 수확장비 보급시범(보조율 70%) 이*상, 박*주 2,240 D

미생물(GCM)이용 농작물 친환경재배 시범(보조율 70%) 윤*호 외 9농가 14,000 B

이상기후에 따른 인삼 품질향상 재배기술 시범(보조율 70%) 대표 이*석(세종시인삼연구회) 7,560 B

인삼 가뭄피해 대비 안정생산 기술 보급시범(보조율 70%) 강*구 외 6명 10,500 B

쌈채소용 약용작물 친환경재배 시범(보조율 70%) 이*희 외 21농가 10,804 C

딸기우량묘 보급체계 개선 세종시 딸기연구회 사업대표 이*현 19,000 B

맞춤형 최고품질 쌀 단지 육성시범(보조율 70%) 남세종농협 조합장 신*철 49,000 S

탑재형 다목적 살포기 보급 농작업 생력화 시범(보조율70%) 배*필 외 9명 42,000 A

논물 수위조절 생력화 기술보급 시범(보조율 70%) 김*성 17,500 B

가공용 신품종 벼 실증재배 시범(보조율 70%) 한*희 3,500 B

복숭아 해충밀도 저하시범(보조율 70%) 유*식(사업참여 200명대표) 58,597 A

배 해충밀도 저하시범(보조율 70%) 김*학(사업참여 98명대표) 24,960 A

복숭아 선별작업 환경개선 시범(보조율 70%) 박*원 외 8명 11,970 B

광환경 개선 복숭아 품질향상 시범(보조율 70%) 류*렬 외 40명 8,513 B

생활밀착형텃밭확대(보조율 50%) 김*구 등 9개소 12,491 D

치유농업 농장주 컨설팅 치유농업연구회장 최원규 30,000 B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시범 세종시 친환경 연구회 대표 정*옥 35,000 B

한우 고급육 생산 컨설팅 세종명품한우영농조합법인(대표 임*수) 20,000 A

양봉 채밀 생력화시범(보조율 70%) 이*국, 임*붕, 안*남, 황*주 19,600 A

ICT활용 자돈생산성 향상 시범(보조율 70%) 임*수, 장*희, 김*희, 황*천 84,000 A

친환경 축산물 생산 인증 시범(보조율 70%) 임*수 외 22 13,521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