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1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별지 2)

민간경상보조

( 단위 : 천원 )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계 146건 4,599,719 3,971,868

공주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활동 지원 공주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30,000 12,448

공주사랑 실천운동 공주시지방행정동우회  3,500           
      632 

민주평화통일지원사업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공주
시협의회  20,000           

  19,000 

인명구조활동 지원 공주시 인명구조대  8,000 9,383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 유구읍 주민자치회 외 12개소  65,000 53024

주민자치 박람회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  20,000 19000

마을교육자치회 운영지원 사업 유구읍 주민자치회 외 12개소  70,000 58185

마을복지자치 협력지원 사업 계룡면 주민자치회 외 4개소  25,000 22028

이통장 워크숍 개최 전국이통장연합회 공주시지회  15,000 12,530

새마을 이웃과 사랑나누기 공주시새마을회  31,000           
  29,431 

새마을지도자 기본교육 공주시새마을회  20,000           
    8,727 

새마을운동 읍면동 새마을회 지원 공주시새마을회  32,000           
  30,400 

새마을 문화의식 운동지원 공주시새마을회  26,000           
  17,118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공주시새마을회  10,000           
    9,500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및 도촉진대회 공주시새마을회  10,000           
    8,639 

바르게살기운동 읍면동 위원회 지원 바르게살기운동공주시협의회  10,200           
    9,686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사업 활동지원 바르게살기운동공주시협의회  6,000           
    5,700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및 충남대회 등 참
가 바르게살기운동공주시협의회  10,000           

    1,178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제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3,000 2849

자유민주주의 신장활동과 통일안보교육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7,500 6488

향군안보강좌 등 공주시 재향군인회  7,000 6664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공주시 재향군인회  4,000 3798

자율방범연합 체육대회 공주시 자율방범대  6,000 5,700

범죄예방활동지원 법무법사랑위원공주지역연합회  18,000 17100

범죄피해자지원사업 공주청양범죄피해자 지원센터  55,000 52250

청소년 안전지킴이 및 관광지 교통캠페
인 공주경찰서 전의경회  3,000 0

문화재 및 공원지역 안전순찰 재경향우회  3,000 2,850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사업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
관찰소협의회  8,000           

    7,600 

3.1절 기념식 기미삼일독립만세운동기념사업
회  4,000           

    3,800 

3.1만세운동 재연 및 정신계승 활동 3.1여성동지회  2,000           
    1,900 

생활과학교실 운영보조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00           
  17,939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떡 이야기 외 11개  13,000           
  11,420 

청춘삼박자 지원사업 금강종합사회복지관  10,000           
    9,500 

한문교육 지원사업 공주향교  8,000           
    7,600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운영지원 공주시청소년꿈창작소  30,000           
  29,255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성인문해교육지원 한빛배움터  9,000           
      499 

학습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해밝은 작은도서관 외 1  10,000           
    9,996 

신년교례회 행사지원 공주문화원  4,000 3403

풀꽃 문학상 (사)나태주풀꽃문학관운영위원
회  20,000           

  24,380 

영화상영지원 한국예총 공주지회  9,000           
    8,550 

전국 사진, 서예 공모전 공주서우회 / (사)한국사진작가
협회공주지부  50,000           

  47,500 

석가탄신일행사 지원 공주시사암연합회  20,000           
  18,998 

우리조상알기사업 공주문화원  15,000           
  14,250 

성탄행사지원 공주시기독교연합회  20,000           
  19,000 

황새바위 성지 문화제 황새바위순교성지  20,000           
  19,000 

공주예술지발간 한국예총 공주지회  7,000           
    6,487 

공주문화소식지 발간 공주문화원  35,000           
  33,250 

공주 기독교 역사 자료집 발간 공주시기독교연합회  20,000           
  19,000 

시민과 함께하는 야외무대운영 계룡산축제추진위원회 외 3개 
단체  75,000 71,250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마당 한국예총 공주지회  60,000           
  53,302 

시민과 함께하는 버스킹 한국예총 공주지회  20,000           
  19,000 

문화유적 순례답사 공주문화원  10,000           
    8,271 

문화예술인 정기공연 공주문화원  10,000           
    9,500 

금강미술대전 MBC대전문화방송  30,000           
  28,500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풍물강습 및 백제문화제 공연 공주시민속풍장단  3,000           
    2,850 

웅진문학상 한국문인협회 공주시지부  15,000 14250

청소년합창, 백일장, 미술대회 등 지원 한국미술협회공주시지부 외 2
개 단체  14,000           

  13,300 

문학지 및 자료집 발간 향토문화연구회 외 3개 단체  15,000           
  14,240 

문화예술단체 정기전 및 정기공연 한국연극협회공주시지부 외 5
개 단체  45,000           

  42,750 

향토예술행사 지원 공주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외 1개 단체  15,000           

  12,350 

공주민속문화보급사업 공주문화원  40,000           
  38,000 

얼씨구 신명나는 판소리 공연 공주문화원  7,000           
    6,650 

도지사배일반풍물대회참가 한국국악협회 공주시지부  5,000           
    4,750 

도지사배민속대제전참가 공주문화원  5,000           
    4,750 

한국화전통미술제 한국화전통민술제추진위원회  7,000           
    6,650 

백제서화공모대전 한국백제서화협회  20,000           
  19,000 

공주국립충청국악원 유치위원회 활동 지
원

공주국립충청국악원 유치위원
회  30,000           

  28,500 

공주문학상 한국문인협회 공주시지부  3,000           
    2,850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 지원 공주전통공예사업자협회  30,000           
  28,500 

공주전통공예사업 공주전통공예사업자협회  10,000           
    9,500 

철화분청사기 산업이 되다 공모전 지원 
사업 (사)계룡산철화분청사기연구원  20,000           

  50,500 

공예명장 지원금 계룡연구소 외 1개단체  10,000           
    9,500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시간외수당 공주시체육회  3,319           
    1,136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시간외수당 공주시체육회  4,647           
    1,564 

3.1역전마라톤대회 공주시체육회  9,000           
    8,960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출전 공주시체육회  211,000           
 14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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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300 

도지사기대회 출전 지원 공주시체육회  20,000           
    5,100 

소년체전 격려 및 초중고 입상자 포상지
원 공주시체육회  16,000           

    7,650 

유소년체육 육성 지원 공주시체육회  35,000           
  25,000 

시장기타기 종목별 대회 지원 공주시체육회  35,500           
  28,400 

공주시체육회장배 종목별 대회 지원(5개
대회) 공주시체육회  20,000           

  20,000 

충청남도체육대회 참가 지원 공주시체육회  293,280           
 254,617 

소규모 체육사업 지원 공주시체육회  24,000           
  18,042 

충남어르신생활체육대회 출전 공주시체육회  20,000           
  19,140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시간외수당 공주시장애인체육회  3,983           
    3,983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 공주시장애인체육회  88,000 45,338

전국 및 도단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공주시장애인체육회  10,395 7,746

소규모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공주시장애인체육회  2,250 751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공주시장애인체육회  5,000 5,000

공주역 및 공주터미널 안내소 운영 공주시관광협의회  65,000           
  61,670 

무령왕네트워크 국제교류사업 무령왕국제네트워크협의회  20,000           
  19,000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신바람 공주 시티투어 운영 공주시관광협의회  25,000 
          
          

-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충남공예협동조합  30,000           
  28,500 

백제문화학교 사업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00           
  19,000 

홈스테이 활성화 사업 공주시홈스테이협회  19,000 
          
          

- 

공주시 관광객 유치 홍보사업 공주시관광협의회  28,500           
  19,662 

고도 주민협의회 활동 지원 공주 고도육성 세계유산관리 
주민협의회(이사장 최준호)  17,000           

  17,000 

문화재 활용사업 어반마루협동조합 외 5개 단체  69,000           
  64,876 

찾아가는 문화재안전학교 운영 (사)한국문화재안전연구소  10,000           
    9,362 

찾아가는 동학학교, 마을동학 운영 (사)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
업회  7,000           

    6,550 

전통제향 지원 공주향교 외 17개 단체  29,000 　

무령왕 추모제례 공주문화원  15,000           
  14,250 

하대리칠석제 하대리칠석제보존회  6,000           
    5,700 

향교 전통문화전승보존 공주향교  3,000 
          
          

- 

서화작품 전시회 충현서원연서회 외 1개 단체  6,000           
    6,650 

마을제 지원사업 구계2리 마을회 외 36개소  7,400           
    6,389 

석장리 구석기 사람들과 하룻밤 석장리마을공동체협동조합  20,000           
    6,389 

우금티 추모예술제(추가) (사)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
업회  34,000           

  34,000 

공주시자원봉사센터 사업비 공주시자원봉사센터  30,000 0

청년정책 활성화 공모사업 정안면 보물리 경로당 보수공
사 추진위원회 외 6개소  20,000           

  19,000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지역살이 프로그램 운영사업 ㈜퍼즐랩  40,000           
  37,998 

지방의제 21 사업추진 공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6,000           
    5,696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 공주산성시장 상인회  8,000           
    7,600 

공주산성시장 밤마실 야시장 공주산성시장 상인회  40,000 1,000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공주산성시장 상인회  20,000           
  19,000 

시장활성화구역 경영혁신사업 공주시 상가번영회  20,000           
  19,000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문화관광형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264,000           
 259,665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전시회) 참가지
원 농업회사법인 마암㈜ 외 4명  30,000 9,800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원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30,000 30,000 

노사정화합 간담회 및 등반대회 행사 공주지역노동단체협의회            
   6,000 2500

청년창업지원사업 운영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00,000 

          
  88,950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30,000 

          
  26,602 

주거비(청년상생고용지원사업 자체) 최호승 외 9명            
   3,000 

          
      300 

주거비(관내기업 청년고용지원사업 자체) 오승현 외 10명            
   3,000 

          
    1,500 

교통 안전활동 지원사업 (사)전국모범운전자회 충남공
주시지회

           
   4,000 

          
    3,800 

어린이 교통안전 지원(녹색어머니회) 녹색어머니공주지회            
   3,000 

          
    2,850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한국여성농업인 공주시연합회            
   3,000 2,850

농민회 봉사활동 및 교육비 지원 공주시 농민회            
   2,000 1,560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가 및 선진지 견학 　            
 10,000 9,500

소규모 도정공장 쌀 포장재 지원 관내 소규모 도정공장            
 20,000 

          
  19,000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기후변화대응 과실생산자재지원 계룡면 한상익 외 62명            
 33,983 33,982

과수 재배농가 생산자재 지원 계룡면 한상익 외 138명            
114,000 110,281

고품질 과실생산 착과봉지 지원 계룡면 김태수 외 119명            
111,362 109,940

시설원예 선충방제용 자재지원사업 김영민 외 303명            
 53,300 

          
  53,300 

고품질 꽃마늘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 우성면 김용국 외 10명            
 33,800 30,359

고품질 꽃마늘 재배농가 유황 지원 우성면 김용국 외 10명            
 39,900 39,708

고맛나루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이인농업협동조합장 외 11개소            
500,000 

          
 500,000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시비) 웅진고마곰사업단            
 15,000 

          
  14,998 

유통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개발 공주다살림사회적협동조합            
   7,000 

          
    7,000 

대안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꽃피는협동조합(대전충남꽃피
는학교)

           
 16,400 

          
  15,274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지원 김종문 외 80            
 80,000 

          
  80,000 

낙농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강인선 외35인            
 87,500 

          
  8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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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 IB백신 지원 이민성 외 25호            
   9,000 

          
    9,000 

농업인행사 지원 농업인            
 65,000 

          
  24,981 



민간행사사업보조
( 단위 : 천원 )

보조사업명
행사시기

(월)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계 24건 1,302,000 1,360,596

한국전쟁 시기 공주지역 민간인 희
생자 합동위령제 7월 (사)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공주유족회  3,000 2,850 

어린이 안전골든벨 퀴즈쇼 11월 ㈜중도일보사  20,000 19,000 

충남 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 8월 공주시의용소방대연합회  5,000  3,870 

소방기술 혁신전진대회 행사 지원 12월 공주시의용소방대연합회  20,000 22,000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축제 6~12월 농업회사법인 대장이랜드㈜ 
외 1  12,000 5,700 

공주 국제미술제 10~11월 임립미술관  40,000 38000

공주예술제 10월 한국예총 공주지회  49,000 46,550 

공주 전국어린이국악경연대회 10월 제2회 공주 전국어린이국악
경연대회  30,000 28,500 

2021 지역미술작가 발굴전 6월 한국예총 공주지회  10,000 9,500 

청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 6월 한국예총 공주지회  10,000 95,000 

2021 금강유역문학축제 6월 충남민예총공주시지부  10,000 8,423 

공주시관악단 주말음악회 7월 한국음악협회 공주시지부  15,000 14,250 

백제문화제 관광이벤트 축제사업 9월 웅진문화회,
백제궁중기악연구회  20,000 19,916 

제67회 백제문화제 9월 공주시백제문화선양위원회  500,000 500,000 

여름공주축제 7월 여름공주축제 조직위원회  179,000 172,176 

겨울공주 군밤축제 1월 겨울공주 군밤축제 조직위원
회  250,000  250,000 

마곡사 신록축제 5월 마곡사 신록축제 추진위원회  20,000 18,906 

갑사 황매화 축제 4월 갑사지구번영회  20,000 19,000 

구절산 구룡사 구절초 축제 10월 구절산 구룡사 구절초 축제
추진위원회  20,000  20,000 



보조사업명
행사시기

(월)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충청오현, 기호 이유태 학술세미나 10월 초려문화재단  20,000 20,000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5월 (사)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
사업회  7,000 6,550 

공주환경살리기 시민운동 5~12월 공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외 3단체  23,000 22,355 

기업인대회 및 노사화합 한마음 행
사 지원 11월 기업인협의회장  15,000 14,250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캠페
인 및 체육대회 11월 공주시 법인택시 공주시지부 4,000 3,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