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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 2018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9,855 9,754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힐링플레이주식회사 12.4 12.4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주) 싸리비 28.8 28.8

4-H활동 지원 덕산중학교 등 13.0 13.0

가공용 사과 수매 지원 충북원예농협가공공장 2.3 2.3

가축방역기반구축(소독약품 등 구입) (주)한결외 2 8.4 8.4

가축사육농가지원 김OO 등 224.0 224.0

가축생균제공급 김OO 등 80.0 80.0

각종대회 유치 및 참가 진천군체육회 688.8 688.8

고사리 작목반 지원사업 광혜원농협 6.0 6.0

고품질 쌀 생력재배 친환경자재 공급 농협중앙회 진천군지부 74.3 74.3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 농협양곡(주)진천통합미곡처
리장외 1 98.7 98.7

공동선별비(자치단체) 농협경제지주(주)진천군연합
사업단외 3 121.5 121.5

공동주택지원사업 진천장관1차 부영 등 50.5 50.5

과실품질향상자재지원 유재형 등 8.7 8.7

교통문화 질서확립 모범운전자연합회 진천지회 9.9 9.9
구제역및AI예방약품구입지원(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진천축산업협동조합 등 431.3 431.3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지원 경천식품㈜ 등 10.0 10.0

규산질비료 살포비 지원 농협중앙회 진천군지부 47.3 47.3

글로벌 인재양성 우석대학교 118.2 118.2

글로벌영농인 최고경영자 컨설팅 지원 우석대학교 20.0 20.0

기업경영 안정 및 육성지원 진천상공회의소 31.0 31.0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농협중앙회 진천군지부 등 947.8 947.8

농산물 상생 마케팅 판촉 지원 농협경제지주(주)진천군연합
사업단 25.0 25.0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진천농업협동조합 20.0 20.0

농산물 수출농가 육성지원 진천과수영농조합법인 등 16.2 16.2

농식품 모바일 마케팅지원 사업 ㈜남선지티엘 16.0 16.0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대림농장영농조합법인 등 75.5 75.5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지원 변상열(보련체험마을)외 2 6.0 6.0

농업 신기술 시범 김천규 112.0 112.0

농업 신기술 시범(농촌자원, 지원) 김홍섭 2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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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농업경영컨설팅(컨설팅지원) 농업회사법인진천광역친환경
농업주식회사 10.0 10.0

농업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농협중앙회 진천군지부 21.0 21.0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김재갑 1.6 1.6

농업인단체 선진농업기술 연수 진천군 농업인 단체협의회 23.1 23.1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반환문 12.0 12.0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지원사업 초평농업협동조합 100.0 100.0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보급 김종문 39.0 38.6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윤상호 10.0 10.0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진천군4-H연합회 8.0 8.0

농촌지도자 육성 김재갑 7.0 7.0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지원 김옥순 17.1 17.1

농특산물홍보 및 브랜드육성사업 농협경제지주(주)진천군연합
사업단 35.0 35.0

도랑살리기 생거진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7.0 27.0

돈육품질향상 지원 안효욱 14.4 14.4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진천장양영농조합법인 18.0 18.0

맞춤형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문백농협외 1 360.2 360.2

면지편찬 이월면지편찬위원회 25.0 25.0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진천용몽리농요보존회 6.0 6.0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진천예총 등 28.9 28.9

문화학교 운영 진천문화원 5.0 5.0

민간단체 지원 민족통일진천군협의회 9.0 9.0

민속예술단 육성지원 진천읍민속예술단외 6 42.0 42.0

민주평화통일협의회운영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진천군
협의회 1.0 1.0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지원 바르게살기운동진천군협의회 14.4 14.4

배추연작피해방지사업 광혜원농협 3.9 3.9

벼 병해충방제 장비 및 방제비 지원 농협중앙회 진천군지부 65.0 65.0

벼병해충 방제 농협중앙회 진천군지부 444.8 444.8

벼육묘용 제조상토 공급 농협중앙회 진천군지부 551.3 551.3

보재이상설선생 숭모사업 추진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30.0 28.8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진천군자원봉사센터 10.0 10.0

북한이탈주민 지원 진천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2.0 2.0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진천기후환경네트워크 8.0 8.0

새마을조직 육성지원 (사)진천군새마을회 26.1 26.1

생생문화재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55.0 55.0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 생거진천그린리더 등 10.0 10.0

수리계 수리시설관리지원 서창석외 13 7.5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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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수리시설(대형관정 및 펌프장) 유지관리비 
지원 이영애외 44 6.3 6.3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 진천꽃수출영농조합법인 17.9 17.9

시군생활체육 프로그램 진천군체육회 135.7 135.7

시군역량강화(진천군) 강동대학교 산학협력단 21.0 21.0

시설원예작물 토양환경개선지원 생거진천수박연합회 131.2 131.2

신 소득작목 육성사업 생거진천 멜론연합회 등 99.8 99.8

애호박 인큐봉지구입 생거진천애호박연합회 31.5 31.5

액비저장조 가축분뇨 발효제 공급 봉하윤외 1 21.6 21.6

야생동물보호관리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진천군지부 5.0 5.0

양봉화분사료 공급 진천양봉협회 등 58.1 58.1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진천군체육회 140.0 140.0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덕산어린이집외 14 6.3 6.0

오이품질개선사업(토양개량제 지원) 진천오이영농조합법인외 1 43.7 43.7

온기나누미 사업 진천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0 10.0

외국인근로자 교육사업 지원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
터 50.0 50.0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충북외국인노동자센터 10.0 10.0

우수농산물 육성 진천꽃수출영농조합법인 36.0 36.0

유기가공업체 선물용 포장재 지원 (주)에그앤씨드 진천공장 28.0 28.0

유기농업자재지원 김운경 등 12.8 12.8

유기농인증확대를 위한 교육지원 생거진천특수미작목회외 1 8.0 8.0

유기질비료 지원 농협중앙회 진천군지부외 2 918.6 884.7

음식문화개선 한국외식업진천군지부 등 5.0 5.0

이삭거름 공급사업 농협중앙회 진천군지부 183.6 183.6

인삼 지력증진제 공급 충북인삼협동조합 10.0 10.0

일+경험 청년일자리 사업 진천군자원봉사센터 등 8.6 8.6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진천군체육회 168.0 168.0

일자리지원사업 진천상공회의소 5.5 5.5

임산물 토양개량 및 친환경 비료지원 공경현 등 18.0 18.0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진천군자원봉사센터 46.9 46.9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진천군자원봉사센터 65.0 65.0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진천군자원봉사센터 70.0 70.0

자원순환마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생거진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원순환마을 11.2 11.2

자유총연맹 사업지원 한국자유총연맹진천군지회 2.4 2.4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 진천군포도영농조합 25.0 25.0

작은도서관 지원 사랑나눔 작은도서관외 4 21.6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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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진천군장애인체육회 53.6 53.6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진천군자원봉사센터 3.6 3.6

전통시장 배송도우미 지원사업 진천중앙시장상인회외 1 5.7 5.7

정기 및 중앙시장 관련지원 운수대통 생거진천전통시장 3.1 3.1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명심체험마을외 1 16.0 16.0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육성 꽃이피는마을(관리자)외 1 35.9 35.9

제57회 도민체육대회 개최지원 진천군체육회 45.3 45.3

주민자치센터운영 광혜원면주민자치위원회 등 20.1 17.1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현장포럼지원) 강동대학교 산학협력단 22.0 22.0

주민참여예산사업 생거진천문화연대 3.0 3.0

주산지GAP안전성분석 지원 농협양곡(주)진천통합미곡종
합처리장외 1 33.1 33.1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 진천문화원 37.0 37.0

지속가능발전사업 생거진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8.5 18.5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협의회 

사업 지원)
대한상공회의소 
진천상공회의소 7.4 7.4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 이지혜 2.2 2.2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생산자~소비자교육 진천농업협동조합 8.0 8.0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관리 충북 진천군 자율방재단 4.5 4.5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주)디앤에이치아이 등 15.8 15.8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창의공작소 조성) 우석대학교산학협력단외 1 30.0 28.3

지자체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주)남선지티엘 25.0 25.0

진천행복교육지구사업 진천예총 20.0 0.0

참살이특수미 생산단지 육성 임의수외 12 187.2 187.2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65.1 65.1

청년 창업 점프 지원 사업 윤주희 등 41.1 41.1

체육 우수선수 지원 진천군체육회 30.0 30.0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농업회사법인 회오리 32.7 32.7

충북민속예술축제 문백면민속예술단 10.0 10.0

충북종단 대장정 진천군체육회 9.0 9.0

친환경 우렁이 종패지원 생거진천특수미작목회 76.1 76.1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 (사)진천군새마을회 20.0 20.0

토양개량제 및 자재지원(연초) 중부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 43.2 43.2

토양개량제 지원 농협중앙회 진천군지부 472.7 472.7

토종붕어 종묘보급 및 대량생산 방류 영어조합법인초평내수면어업
계 25.0 25.0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관리사
무소 등 300.0 300.0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재)충북문화재단 126.1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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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평생학습도시사업 진천군장애인복지관외 1 23.0 23.0

포럼 운영 지원 우석대학교산학협력단 6.0 6.0

포석 조명희 숭모사업 포석기념사업회 5.0 5.0

행락지 관리 자연보호중앙연맹 
진천군협의회 6.1 6.1

행복진천운동 추진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천지구협의회 등 20.0 20.0

행복한 선진교통문화 정착 녹색어머니중앙회 
진천군지부 4.2 4.2

향교 유지관리 지원 진천향교 15.0 15.0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진천향교 76.0 76.0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생거진천전통시장상인회 20.8 20.8

향토사 연구 (사)진천향토사연구회 17.0 17.0

혼합사료 포장재 지원 생거진천한우영농조합법인 9.8 9.8

행사명
행사
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1,753 1,741

교통문화  질서확립 1 진천향교 55.0 55.0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 1 진천문화원등 12.0 12.0

군민위안의 밤 행사 2 진천문화원 15.0 15.0

기업경영 안정 및 육성지원 3 진천청년회의소(진
천JC) 15.0 15.0

농업경영인 중부4군 단합대회 3 백곡면축제추진위
원회 10.0 10.0

농업경영인대회 및 가족 체육대회 3 진천향교 15.0 15.0

농업인 행사운영 3 가락 진천군 
종친회 90.0 90.0

농업인단체 육성 3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진천군협의회 25.0 25.0

농정업무추진 4 전국시낭송경연대
회조직위원회 10.0 10.0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4 (주)중부매일신문 14.0 14.0

농촌축제지원 4 사)이상설선생기념
사업회 20.0 20.0

대한민국 중고제 소리경연대회 지원 4 사)이상설선생기념
사업회 25.0 25.0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천지구협의회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 4 진천문화원 10.0 10.0

도덕성회복교육(충효교실) 4 (주)동양미디어 6.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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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선양대회 4 (사)포석기념사업
회 5.0 5.0

등용문 축제 5 이봉주 20.0 20.0

러시아월드컵 거리응원 5 한국음악협회 
진천지회 40.0 40.0

문화예술공연(읍면 축제, 노래자랑 등 지원) 5 한국판소리보존회 
진천지부 14.0 14.0

문화예술활동 지원 (실버가요제) 5 모범운전자연합회 
진천지회 10.0 10.0

문화예술활동 지원(가을음악회) 5
대한적십자사봉사

회 
진천지구협의회

10.0 10.0

문화예술활동지원(생거진천 뮤지컬페스티벌) 6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진천군협의회 5.0 5.0

미술협회 정기전 6 진천군체육회 3.5 3.5

민속예술경연대회 6 진천문화원 7.0 7.0

민주평화통일협의회운영비 6 사단법인포석기념
사업회등 38.1 38.1

새마을의 날 기념식 6 한농연진천군연합
회 3.5 3.5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단합대회 6 진천상공회의소 18.0 18.0

생거진천 농다리축제 5
진천읍 

축제추진위원회 
외 6

220.0 220.0

생거진천 문화축제 10 (사)진천예총등 570.0 570.0

생거진천 예술제 8 (사)진천예총등 50.0 50.0

생거진천 전국 관광사진 및 다리사진 공모전 8 진천읍 
주민자치회 외 5 20.0 20.0

생거진천 해맞이 행사 8 한국자유총연맹진
천군지회 5.0 5.0

생거진천문화축제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 8
(사)한국농업경영
인연합회진천군연

합회
15.0 15.0

시군 문화예술행사 지원 8 진천군 
의용소방연합회 8.7 8.7

야외음악회 8 진천군 
의용소방연합회 3.5 3.5

연극공연 지원 8 진천향교 10.0 10.0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8 민주평통진천군협
의회 20.0 20.0

으뜸농산물 전시회 9 화랑촌권역 
축제추진위원회 13.0 13.0

의용소방대 행사지원 9 상구개발위원회(상
구마을) 11.2 11.2

이장단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 9 사)진천예총 
진천지회 35.0 35.0

자율방범대 한마음체육대회 9 (사)진천예총 등 9.5 9.5

자전거도로유지관리 9 진천향교 10.0 10.0

전통향교문화전승보존 9 가락 진천군 
종친회 6.0 6.0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9 (사)한국문인협회
진천지부 15.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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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례지원 10 우석대학교 8.0 8.0

지역특화작목 육성 10 진천로타리클럽 10.0 10.0

진천 국악한마당 10 백곡방범대 7.0 7.0

진천군 자원봉사자대회 10 (사)진천예총 10.0 10.0

진천군 축산인 한마음 대회 10 진천군 
축산발전연합회 15.0 15.0

진천군바르게살기운동 회원 한마음대회 10 진천군자원봉사센
터 4.0 4.0

진천문학발간 및 문학전 10 (사)진천군새마을
회 7.0 7.0

청소년 외국어 페스티벌 운영 10 성균관유도회진천
지부 등 28.3 28.1

초평붕어마을 붕어찜축제 10
(사)한국농업경영
인연합회진천군연

합회
25.0 25.0

충청북도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11 바르게살기운동진
천군협의회 3.0 3.0

포석 조명희 숭모사업 하반
기

진천군농업인단체
협의회등 63.0 63.0

표암 강세황 미술대전 9 생거진천수박연합
회 30.0 30.0

향토음식경연대회 10 진천군 농업인 
단체협의회 25.0 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