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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 2016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3,545.6 3,509.8

4-H활동 지원 진천고등학교 등 11.0 11.0

각종대회 유치 및 참가 진천군체육회 640.0 624.2

거주외국인 지원사업 진천상공회의소 등 18.0 18.0

공동주택지원사업 진천장관1차 부영 등 36.8 36.8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진천군연합사업단 106.6 106.6

공예디자인 창조벨트 조성사업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468.8 468.8

교통문화 질서확립 우** 9.9 9.9

국내식품전시회참가지원 대산영농회 등 6.7 6.7

군정종합기획 진천군노인복지관 등 45.4 44.9

그린스타트활성화기반강화사업 진천그린스타트네트워크 14.0 14.0

글로벌 인재양성 우석대학교 60.0 56.3

글로벌영농인 최고경영자 컨설팅 지원 우석대학교 10.0 10.0

금한동천제 지원 금한동 천제 보존회 7.0 6.5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지원 보련마을 등 6.0 6.0

농어촌공동체활성화 현장포럼 강동대학교산학협력단 22.0 22.0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고** 등 8.0 8.0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지원 초평농업협동조합 96.5 96.5

농작업재해예방 최** 25.0 25.0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보급 생활개선진천군연합회 등 20.0 20.0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김** 8.0 8.0

농촌지도자 육성 김** 7.0 7.0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 보련마을 등 80.0 80.0

로컬푸드소비촉진을 위한 
생산자소비자협업 지원 진천농협 등 7.0 7.0

명품농산물 TV홈쇼핑 홍보 지원 문백농협 15.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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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문화예술단체  지원 해오름합창단 11.9 8.9

문화유산 활용 사업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7.5 27.5

문화학교 운영 진천문화원 5.0 5.0

민간단체 지원 민족통일진천군협의회 등 25.0 25.0

민속예술단 육성지원 덕산면풍물단 등 42.0 42.0

민주평화통일협의회운영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20.2 18.5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지원 바르게살기운동진천군협의
회 16.0 13.4

벼 병해충방제 장비 및 방제비 지원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진천군지부) 등 54.5 54.5

북한이탈주민 지원 진천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1.5 1.5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행복한하우징 등 25.0 25.0

새마을조직 육성지원 진천군새마을회 등 27.1 23.2

생활개선 및 연구회 육성 생활개선진천군연합회 3.5 3.5

수리계 수리시설관리지원 서** 등 5.6 5.6

수리시설(대형관정 및 펌프장) 
유지관리비 지원 박** 등 4.6 4.6

시군생활체육 프로그램 진천군체육회 등 113.2 112.6

신기술보급사업 피** 25.0 25.0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이월농업협동조합 등 95.8 95.8

야생동물보호관리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진천군지부 5.0 5.0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진천군체육회 112.0 112.0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덕산어린이집 등 7.9 7.9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충북외국인노동자센터 8.5 8.5

우수농산물 홍보관리 주식회사 글로벌에프엠 등 36.0 34.0

유기농식품 맞춤형 수출전략상품 
육성지원 남선지티엘 27.0 27.0

유기농인증확대를 위한 교육지원 생거진천특수미작목회 7.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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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음식문화개선 한국외식업진천군지부 2.0 2.0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진천군체육회 168.0 168.0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진천군자원봉사센터 102.2 101.8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진천군자원봉사센터 70.0 70.0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 진천군자원봉사센터 3.6 3.6

자유총연맹 사업지원 한국자유총연맹진천군지부 3.3 2.4

작은도서관 지원 진천시민문고외 4 7.2 7.2

전통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 구곡리내구개발위원회 40.0 40.0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꽃이피는마을외 1 16.0 16.0

주민자치센터운영 광혜원면주민자치위원회 24.5 24.5

주산지GAP안전성분석사업 장척쌀유통단지영농조합법인 등 53.6 53.6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 진천문화원 37.0 37.0

지속가능발전사업 생거진천지속가능발전 
협의회 18.5 18.5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진천상공회의소 12.0 12.0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정** 15.0 15.0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백곡발전협의회 등 190.0 190.0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문화공감 흥 등 27.0 27.0

창의공작소 조성 우석대학교산학협력단 11.0 11.0

충북민속예술축제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
교 등 15.0 15.0

충북종단 대장정 진천군체육회 7.0 7.0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진천군체육회 30.3 30.3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재)충북문화재단 97.3 97.3

평생학습도시사업 진천군노인복지관 등 23.0 23.0

행락지 관리 자연보호진천군협의회 등 8.1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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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1,405.5 1,381.2

군민위안의 밤  행사 9월 한국자유총연맹 15.0 15.0

농업경영인대회 및 가족  
체육대회 8월 (사)한농연진천군연합회 13.5 13.5

농업인 행사운영 10월 윤**(진천군농업인단체
협의회) 120.0 120.0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7월 김**(농촌지도자진천군

연합회) 14.0 14.0

도덕성회복교육(충효교실) 2,11월 진천향교 6.0 6.0

도의선양대회 11월 성균관유도회진천지부 5.0 2.4

문화예술단체 지원 10월 진천예총 30.9 30.9

문화예술활동  지원(가을음악회) 10월 (사)한국예총 진천지회 10.0 10.0

문화예술활동지원(노래자랑) 8~10월 진천읍 주민자치회 등 14.0 14.0

문화예술활동지원(생거진천 영화 
페스티벌) 5월 진천청년회의소(진천JC) 5.0 5.0

민속예술경연대회 10월 진천예총 7.0 7.0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갖기대회 11월 바르게살기운동진천군
협의회 20.0 20.0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행복진천운동  추진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 18.0 18.0

행복한 선진교통문화 정착 녹색어머니회 진천지부 4.2 4.2

향교 유지관리 지원 진천향교 15.0 15.0

향토사 연구 (사)진천향토사연구회 17.0 17.0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주)싸리비 19.8 19.8

충북형예비사회적기업육성사업 행복한하우징등 54.4 54.4



- 5 -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새마을의 날  기념식 4월 진천군새마을회 3.5 3.5

생거진천 농다리축제 5월 진천문화원 등 205.0 201.0

생거진천 문화축제 10월 진천문화원 등 545.0 533.0

생거진천 예술제 11월 (사)한국예총진천지회 50.0 50.0

생거진천 하하체조  경연대회 11월 진천군체육회 10.0 10.0

생거진천문화축제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 10월 축산발전연합회 15.0 15.0

시군 문화예술행사 지원 9월 사)한국예총 진천지회 8.5 8.5

실버가요제 10월 사)진천예총 진천지회 10.0 10.0

우수농산물 판매촉진 행사 7월 농협중앙회 
진천군연합사업단 35.0 35.0

으뜸농산물 전시회 11월 (사)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진천군연합회 13.0 13.0

의용소방대 행사지원 11월 진천군의용소방대연합회 11.2 11.2

이장단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 6월 유** 33.0 32.5

자율방범대 한마음체육대회 11월 진천군자율방범연합대 5.5 5.5

전국서예유명작가 초대전 11월 사)한국예총 진천지회 30.0 30.0

전통향교문화전승보존 11월 진천향교 5.0 5.0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2월 진천문화원 15.0 15.0

제례지원 3,8,9월 진천향교 등 8.0 8.0

지역에너지 절약 10월 진천로타리클럽 9.0 9.0

진천군 새마을지도자대회 12월 진천군새마을회 3.5 2.1

진천군 자원봉사자대회 11월 진천군자원봉사센터 10.0 7.4

초평붕어마을 붕어찜축제 10월 황**(초평붕어마을) 30.0 30.0

충청북도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10월 유** 2.0 2.0

포석 조명희 숭모사업 11월 (사)포석기념사업회 등 63.0 63.0

향토음식경연대회 10월 한국외식업진천군지부 25.0 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