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 : 천원)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합  계 363                                                                                                   25,416,402 19,392,393 6,024,009 

문화공보실 307-02 ○ 강원도민속예술축제 출전-강원도립극단 광부아리랑 순회공연사업 지원 (재)강원도립극단 5,000 5,000 0 매우우수

문화공보실 307-02 ○ 문화예술사업활성화-목조대왕 주거지 심포지엄 강원도민일보 15,000 15,000 0 우수

문화공보실 307-02 ○ 정월대보름제 행사 지원-기줄 원형 복원사업 삼척정월대보름제위원 50,000 50,000 0 매우우수

문화공보실 307-04 ○ 정월대보름제 행사 지원-정월대보름제 행사 개최 삼척정월대보름제위원 410,000 350,000 60,000 매우우수

문화공보실 307-04 ○ 삼척예술제 행사 지원-삼척예술제 행사 한국예총 삼척지부 50,000 50,000 0 우수

문화공보실 307-02 ○ 이승휴문화상 (사)동안이승휴사상선양 0 0 0 매우미흡

문화공보실 307-02 ○ 문화학교 운영 삼척문화원 12,000 12,000 0 매우우수

문화공보실 307-04 ○ 대학로 거리축제 행사지원-대학로 거리축제 대학로 번영회 30,000 30,000 0 우수

문화공보실 307-04 ○ 신기면 환선제 행사 신기면 환선제 위원회 40,000 40,000 0 우수

문화공보실 307-04 ○ 미로 단오제 미로면문화체육회 12,000 12,000 0 매우우수

문화공보실 307-04 ○ 도계읍 영등제 도계영등제운영위원회 15,000 15,000 0 매우우수

문화공보실 307-04 ○ 원덕읍 영등제 농업경영인농촌지도자 12,000 12,000 0 매우우수

문화공보실 307-04 ○ 근덕면 영등제 근덕면 번영회 15,000 15,000 0 매우우수

문화공보실 307-04 ○ 하장면 영등제 농업경영인농촌지도자 9,952 9,952 0 매우우수

문화공보실 307-04 ○ 신기면 영등제 신기면 번영회 3,300 3,000 300 매우우수

문화공보실 307-04 ○ 삼척 오금잠제 굿 행사 삼척 오금잠연구회 3,000 3,000 0 매우우수

문화공보실 307-04 ○ 어린이날 미술 휘호대회 (사)한국미술협회 삼척 3,000 3,000 0 매우우수

문화공보실 307-04 ○ 어린이 백일장 도계느티문화회 6,000 6,000 0 매우우수

문화공보실 307-04 ○ 준경묘.영경묘 봉향 준경묘영경묘 봉향회 6,000 6,000 0 보통

문화공보실 307-04 ○ 산양서원 봉향제 산양서원 2,500 2,500 0 우수

문화공보실 307-02 ○ 향교 육성 지원사업(석전제, 기로연, 향교 충효교실) 삼척향교 15,000 15,000 0 매우우수

문화공보실 307-02 ○ 문학발전 지원사업(삼척예술지, 삼척문학축제 및 문단발간, 시조, 바다시 (사)한국문인협회외4개 21,000 21,000 0 매우우수

평가결과

2017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교부현황

부서명
예산

과목
사업명 보조사업자

15페이지 중 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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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교부현황

부서명
예산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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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 307-02 ○ 역사인물 얼 선양사업(박걸남, 미수허목, 실직군왕, 삼척포진영) 정라동 문화체육회 외3 26,000 26,000 0 매우우수

문화공보실 307-04 ○ 도계 늑구리 은행나무(지방기념물) 제례 도계영등제운영위원회 2,000 2,000 0 보통

문화공보실 307-03 ○ 문화예술단체 지원-문화예술관련단체 활동지원 ― 문화원 삼척문화원 151,196 127,000 24,196 매우우수

문화공보실 307-03 ○ 문화예술단체 지원-문화예술관련단체 활동지원 ― 삼척예총 한국예총 삼척지부 32,000 32,000 0 매우우수

문화공보실 307-02 ○ 문화원 운영 지원-문화원 향토문화사업 삼척문화원 65,000 65,000 0 매우우수

문화공보실 307-02 ○ 문화원 운영 지원-인문학 강좌 개설 삼척문화원 2,500 2,500 0 매우우수

문화공보실 307-02 ○ 삼척예총 사업지원-국내외 문화교류 지원 (사)한국예총삼척지회 25,000 25,000 0 우수

문화공보실 307-02 ○ 준경ㆍ영경묘 보수정비-준경묘 봉심행사 재현 및 심포지엄 강원도민일보 50,000 50,000 0 보통

문화공보실 307-02 ○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문화재-감성과 역동적인 삼척향교 삼척향교 42,000 42,000 0 우수

문화공보실 307-02 ○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 삼척시장애인연합회 23,627 23,627 0 우수

문화공보실 307-02 ○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장애인 종목별대회 출전 삼척시 지체장애인협회 23,000 23,000 0 우수

문화공보실 307-02 ○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장애인 체육교실 운영지원 삼척시장애인연합회 10,000 10,000 0 매우우수

문화공보실 307-02 ○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장애인 관련 단체 체육활동 지원 삼척시장애인연합회 6,100 6,100 0 우수

문화공보실 307-02 ○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강원도지사기 장애인좌식배구대회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10,000 10,000 0 보통

문화공보실 307-04 ○ 삼척마라톤대회 지원-삼척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 강원일보 423,248 352,623 70,625 우수

문화공보실 307-02 ○ 각종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2017 어르신 체육대회 출전 삼척시체육회 27,194 27,194 0 우수

문화공보실 307-02 ○ 각종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강원역전마라톤대회 출전 삼척시체육회 10,000 10,000 0 우수

문화공보실 307-02 ○ 각종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각종 종목별 대회 출전 등 삼척시체육회 150,000 150,000 0 우수

문화공보실 307-02 ○ 각종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제24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삼척시체육회 117,185 117,185 0 우수

문화공보실 307-02 ○ 각종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제51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 삼척시체육회 202,801 202,801 0 우수

문화공보실 307-02 ○ 체육관련단체 공익사업 지원-우수선수 및 학교 지원 삼척시체육회 10,000 10,000 0 매우우수

문화공보실 307-03 ○ 체육관련단체 공익사업 지원-체육관련단체 활동지원(운영) 삼척시체육회 29,210 29,210 0 보통

문화공보실 307-03 ○ 체육관련단체 공익사업 지원-시체육회 간사인건비(2명) 삼척시체육회 53,323 53,323 0 우수

문화공보실 307-03 ○ 체육관련단체 공익사업 지원-시 체육회 팀장 인건비(3명) 삼척시체육회 132,448 132,448 0 우수

문화공보실 307-03 ○ 체육관련단체 공익사업 지원-시체육회 운영(기금) 삼척시체육회 3,235 3,235 0 보통

15페이지 중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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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 307-03 ○ 체육관련단체 공익사업 지원-엘리트스포츠팀 훈련 삼척시체육회 6,000 6,000 0 보통

문화공보실 307-03 ○ 체육관련단체 공익사업 지원-시체육회 직원 복지포인트 삼척시체육회 3,500 3,500 0 매우우수

문화공보실 307-03 ○ 체육관련단체 공익사업 지원-시 체육회 직원 초과근무수당 삼척시체육회 5,384 5,384 0 보통

문화공보실 307-04 ○ 체육관련단체 공익사업 지원-시니어 바둑리그 운영 지원 한국기원 40,000 40,000 0 우수

문화공보실 307-02 ○ 유소년축구교실운영-유소년 축구 교실 삼척시체육회 9,730 9,730 0 보통

문화공보실 307-04 ○ SK핸드볼 코리아리그 대회 지원-SK핸드볼 코리아리그 대회 삼척시체육회 19,006 19,006 0 매우우수

문화공보실 307-04 ○ 협회장배 전국 중고핸드볼선수권대회 지원-협회장배 전국 중고핸드볼선 삼척시핸드볼협회 93,566 80,000 13,566 보통

문화공보실 307-04 ○ 이사부장군배 전국바다수영대회 지원-이사부장군배 전국바다수영대회 삼척시 수영협회 75,652 30,652 45,000 우수

문화공보실 307-04 ○ 이사부장군배 전국철인3종 경기대회 지원-이사부장군배 전국철인3종 경삼척시 철인3종협회 93,740 40,000 53,740 매우우수

문화공보실 307-04 ○ 삼척생태도시배 국내 풋살대회 지원-삼척생태도시배 국내 풋살대회 삼척시풋살연맹 47,786 40,000 7,786 우수

문화공보실 307-04 ○ 3.1절 기념 건강달리기 대회 지원-3.1절 기념 건강달리기대회 강원일보 20,000 20,000 0 우수

문화공보실 307-04 ○ 삼척생태도시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삼척생태도시배 종목별 생활 삼척시체육회 89,762 89,762 0 매우우수

문화공보실 307-04 ○ 시민 건강달리기대회 지원-시민 건강달리기대회 강원도민일보 20,000 20,000 0 우수

문화공보실 307-04 ○ 시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원더풀 삼척배 종목별 체육대회 삼척시체육회 0 0 0 매우미흡

문화공보실 307-04 ○ 삼척시민 자전거대회 지원-삼척시민 자전거대회 강원도민일보 20,000 20,000 0 매우우수

문화공보실 307-04 ○ 삼척시장기 클럽 축구대회 지원-삼척시장기 클럽 축구대회 삼척시체육회 9,000 9,000 0 매우우수

문화공보실 307-04 ○ 원더풀 삼척배 강원도 테니스대회 지원-원더풀 삼척배 강원도 테니스대회삼척시체육회 24,493 19,993 4,500 매우우수

문화공보실 307-04 ○ 해양레일바이크배 강원도 축구대회 지원-해양레일바이크배 강원도 축구 삼척시체육회 55,200 50,000 5,200 우수

문화공보실 307-04 ○ 해양동굴배 배드민턴대회 지원-해양동굴배 배드민턴대회 삼척시배드민턴협회 61,400 30,000 31,400 우수

문화공보실 307-04 ○ 제12회 강원도 및 시군 친선탁구대회 지원-제12회 강원도 및 시군 친선탁삼척시체육회 22,200 15,000 7,200 매우우수

문화공보실 307-04 ○ 강원도지사기 패러글라이딩대회 지원-강원도지사기 패러글라이딩대회 삼척시체육회 10,000 10,000 0 우수

문화공보실 307-02 ○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삼척시체육회 14,996 14,996 0 보통

문화공보실 307-02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삼척시체육회 35,507 35,507 0 매우우수

문화공보실 307-02 ○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삼척시체육회 14,648 14,648 0 우수

에너지전략실 307-02 ○ 미래전략산업 육성지원-원전백서 자료 수집 삼척동해신문사 30,000 30,000 -          우수

15페이지 중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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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략실 307-04 ○ 미래전략산업 육성지원-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포럼 개최(재)강원테크노파크 40,588 33,128 7,460    보통

에너지전략실 402-01 ○ 종합발전단지 지원(LNG 기부금사업)-주민소득 증대사업 지원 원덕읍 마을회 194,400 194,400 -          매우미흡

에너지전략실 402-01 ○ 마을회관[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마을회관(경로당) 태양광 설치(에너지건지29통 경로당 외 33 189,380 189,380 -          매우우수

에너지전략실 307-02 ○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주민소득 지원사업 추진 사업비 국책사업피해보상대책 30,000 30,000 -          우수

에너지전략실 307-02 ○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원덕읍민 기부금 지원사업 국책사업피해보상대책 95,000 80,000 15,000  우수

총무과 307-04 ○ 시민의날 행사운영-제22회 시민의날 행사 삼척시 체육회 119,935 119,935 0 매우우수

총무과 307-02 ○ 범죄 피해자지원 센터지원-삼척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사)강릉지역 범죄피해자 30,000 30,000 0 매우우수

총무과 307-03 ○ 범죄 피해자지원 센터지원-삼척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사)강릉지역 범죄피해자 11,000 10,000 1,000 매우우수

총무과 307-02 ○ 이통장지원-강원도 이통장한마음대회 참가 삼척시 이통장연합회 7,200 7,200 0 매우우수

총무과 307-02 ○ 이통장지원-삼척시 이통장 국내 선진지 견학 삼척시 이통장연합회 22,000 22,000 0 매우우수

총무과 307-02 ○ 이통장지원-삼척시 이통장 워크숍 및 역량강화교육 삼척시 이통장연합회 3,000 3,000 0 매우우수

총무과 307-02 ○ 시정지원단체 공익사업 지원-국민운동단체 교육생 참여 지원 국민운동단체 6,000 6,000 0 매우우수

총무과 307-02 ○ 시정지원단체 공익사업 지원-시정지원단체 공익사업 지원 삼척시새마을지회 외 1 160,862 144,000 16,862 매우우수

총무과 307-03 ○ 시정지원단체 공익사업 지원-국민운동단체 운영비 지원 삼척시새마을지회 외 4 116,000 111,000 5,000 매우우수

총무과 307-02 ○ 새마을 지원-전국 및 도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삼척시새마을지회 9,000 9,000 0 매우우수

총무과 307-02 ○ 바르게살기 지원-전국 및 도 바르게살기위원 대회 참가 바르게살기운동 삼척시 9,000 9,000 0 매우우수

총무과 307-02 ○ 자유총연맹 지원-전국 및 도단위 자유총연맹 행사 참가 한국자유총연맹 삼척시 9,000 9,000 0 매우우수

총무과 307-10 ○ 자원봉사센터 운영-인건비 삼척시자원봉사센터 206,740 206,740 0 매우우수

총무과 307-10 ○ 자원봉사센터 운영-운영비 삼척시자원봉사센터 27,860 27,860 0 매우우수

총무과 307-10 ○ 자원봉사센터 운영-일반사업비 삼척시자원봉사센터 44,500 44,500 0 매우우수

총무과 307-02 ○ 자율방범대 지원-자율방범연합대 직무경진대회 삼척경찰서 자율방범연 22,000 20,000 2,000 매우우수

총무과 307-04 ○ 삼척시 이통장 한마음대회 개최-삼척시 이통반장 한마음대회 개회 삼척시 이통장연합회 30,000 30,000 0 매우우수

총무과 307-04 ○ 강원도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개최-도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삼척시새마을지회 30,000 30,000 0 매우우수

총무과 307-04 ○ 삼척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삼척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삼척시새마을지회 25,000 25,000 0 매우우수

총무과 307-04 ○ 삼척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마음대회-바르게살기 한마음대회 바르게살기운동 삼척시 15,000 15,000 0 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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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307-02 ○ 정보화마을운영-정보화마을 행사 운영 지원 산양마을, 환선마을 3,560 3,560 0 보통

총무과 307-02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 사업-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너와마을등 5개마을 4,841 4,841 0 보통

총무과 307-02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 사업-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너와마을등 5개마을 5,567 5,567 0 보통

총무과 307-02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 사업-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너와마을등 5개마을 0 0 0 매우미흡

총무과 307-02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 사업-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너와마을등 5개마을 2,350 2,350 0 보통

주민생활지원과307-02 ○ 보훈관련단체 공익사업 지원 및 호국정신함양-항일운동 기념사업(광복절원덕임원청년회 11,000 10,000 1,000 매우우수

주민생활지원과307-02 ○ 보훈관련단체 공익사업 지원 및 호국정신함양-항일운동 기념사업(삼일절삼척보통학교 4.15독립 11,000 10,000 1,000 매우우수

주민생활지원과307-02 ○ 보훈관련단체 공익사업 지원 및 호국정신함양-보훈단체 사업지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삼 74,190 66,000 8,190 매우우수

주민생활지원과307-02 ○ 보훈관련단체 공익사업 지원 및 호국정신함양-임원지역 항일운동 선양사삼척 임원리 항일운동 19,955 19,955 0 매우우수

주민생활지원과307-03 ○ 보훈관련단체 공익사업 지원 및 호국정신함양-보훈단체 운영지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삼 86,000 86,000 0 매우우수

주민생활지원과307-10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삼척시지역사회보장협 104,632 104,632 0 매우우수

주민생활지원과307-02 ○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20,000 20,000 0 매우우수

주민생활지원과307-04 ○ 삼척시 사회복지대회-삼척시 사회복지대회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18,025 10,000 8,025 매우우수

주민생활지원과307-04 ○ 삼척시 사회복지대회-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5,000 5,000 0 매우우수

주민생활지원과307-11 ○ 이동목욕차량 운영-이동목욕차량 운영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55,000 55,000 0 매우우수

주민생활지원과307-11 ○ 이동세탁차량 운영-이동세탁차량 운영사업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30,000 30,000 0 매우우수

주민생활지원과307-02 ○ 북한이탈주민 안보 견학-북한이탈주민 및 후원자 안보견학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3,888 3,888 0 매우우수

주민생활지원과307-11 ○ 자활기금특별회계운영-자활관련사업 지원 삼척지역자활센터 42,114 42,114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10 ○ 재가복지시설운영-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효도재가노인지원센터 210,000 210,000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10 ○ 재가복지시설운영-노인주간보호사업 효도재가노인지원센터 27,500 27,500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402-01 ○ 경로당 개보수 및 신증축사업-경로당 신증축사업 관내 경로당 235개소 940,000 940,000 0 보통

사회복지과 307-10 ○ 경로당 운영비 지원 (사)대한노인회 삼척시 92,733 92,733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10 ○ 경로당분회 운영비 지원-경로당 읍면동분회 운영비 관내 12개 읍면동 분회 21,600 21,600 0 우수

사회복지과 307-11 ○ 요보호노인 임시위탁보호비-요보호노인 임시위탁보호비 오렌지카운티노인요양 0 0 0 매우미흡

사회복지과 307-10 ○ 노인관련단체 공익사업지원-노인복지증진 운영비지원(노인회시지회) (사)대한노인회 삼척시 54,596 54,596 0 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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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307-11 ○ 노인관련단체 공익사업지원-노인대학원 사업지원 (사)대한노인회 삼척시 7,000 7,000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11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인건비)-독거노인 응급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41,668 41,668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11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활동비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71,572 71,572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11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시비)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21,993 21,993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11 ○ 경로식당 무료급식-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 경로식당 급식재료비 도계읍 새마을부녀회 외 190,360 190,360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11 ○ 경로식당 무료급식-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 경로식당 운영비 도계읍 새마을부녀회 외 10,000 10,000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11 ○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282,206 282,206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11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인건비 지원)-독거노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19,168 19,168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11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장비 유지보수)-독거노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6,169 6,169 0 우수

사회복지과 307-11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기관 운영비)-독거노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1,887 1,887 0 우수

사회복지과 402-01 ○ 공설묘지주변마을 지원-공설묘지 주변마을 지원사업 공설묘지 주변마을(성내 0 0 0 미흡

사회복지과 307-11 ○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 참가 (사)대한노인회 삼척시 4,890 4,890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11 ○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프로그램 운(사)대한노인회 삼척시 9,600 9,600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11 ○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프로그램 운(사)대한노인회 삼척시 4,000 4,000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10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지원-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 급식(사)대한노인회 삼척시 1,200 1,200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10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지원-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 명절휴(사)대한노인회 삼척시 2,040 2,040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10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지원-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 기말(사)대한노인회 삼척시 1,700 1,700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11 ○ 노인건강증진 운동기구 및 정보화 등 지원-노인건강증진 체력단련기기 지(사)대한노인회 삼척시 55,000 55,000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11 ○ 노인건강증진 운동기구 및 정보화 등 지원-경로당 노래방기기 지원 (사)대한노인회 삼척시 40,000 40,000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11 ○ 노인건강증진 운동기구 및 정보화 등 지원-노인정보화 컴퓨터 지원 (사)대한노인회 삼척시 5,000 5,000 0 보통

사회복지과 307-11 ○ 노인건강증진 운동기구 및 정보화 등 지원-경로당 냉방기기 등 지원 (사)대한노인회 삼척시 60,000 60,000 0 우수

사회복지과 307-11 ○ 노인건강증진 운동기구 및 정보화 등 지원-농촌생활문화관 사업 (사)대한노인회 삼척시 70,000 70,000 0 우수

사회복지과 307-11 ○ 노인건강증진 운동기구 및 정보화 등 지원-경로당 물품지원 (사)대한노인회 삼척시 29,220 29,220 0 우수

사회복지과 307-02 ○ 노인복지기금사업 지원-노인대학운영 3개소 (사)대한노인회 삼척시 6,000 6,000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02 ○ 노인복지기금사업 지원-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운영비지원 (사)대한노인회 삼척시 2,500 2,500 0 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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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307-02 ○ 노인복지기금사업 지원-노인관련 행사지원  ―연합회장기게이트볼대회참(사)대한노인회 삼척시 1,000 1,000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02 ○ 노인복지기금사업 지원-노인관련 행사지원  ―노인친선게이트볼대회개최(사)대한노인회 삼척시 2,500 2,500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02 ○ 노인복지기금사업 지원-노인관련 행사지원  ―폐광지역4개시군 어른신한(사)대한노인회 삼척시 3,500 3,500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02 ○ 노인복지기금사업 지원-참살이 한글교실 지원사업 (사)대한노인회 삼척시 0 0 0 미흡

사회복지과 307-04 ○ 여성행사및 교육 참여 지원-여성단체협의회 행사지원 삼척시여성단체협의회 8,760 8,760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04 ○ 여성행사및 교육 참여 지원-여성걷기대회행사 추진 삼척시여성단체협의회 10,000 10,000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02 ○ 여성정책분야 각종 교육 및 행사 경비-삼척양성평등대회 개최 삼척시여성단체혐의회 20,000 17,500 2,50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03 ○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 삼척시여성단체협의회 9,725 9,725 0 우수

사회복지과 307-10 ○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 116,921 116,921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04 ○ 다문화가족 복지증진-다문화가족 한마음운동회 개최 삼척시건강가정다문화 10,000 10,000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02 ○ 여성발전기금사업 지원-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비영리법인 및 공익단체 삼척시여성단체혐의회 32,948 27,728 5,220    보통

사회복지과 307-10 ○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공동생활가정 추가운영지원(1개소) 삼척보석공동생활가정 8,500 8,500 0 우수

사회복지과 307-10 ○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공동생활가정 환경개선사업(1개소) 삼척보석공동생활가정 10,000 10,000 0 우수

사회복지과 307-10 ○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자체) 도계지역아동센터 외 1 131,709 131,709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10 ○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  ― 자체 시비부담 도계지역아동센터 외 9 69,249 69,249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04 ○ 지역아동센터 연합행사 지원  ― 강원도지역아동센터 연합행사 참가 삼척시지역아동센터연 3,000 3,000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04 ○ 지역아동센터 연합행사 지원  ― 지역아동센터 연합 발표회 삼척시지역아동센터연 3,000 3,000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04 ○ 지역아동센터 연합행사 지원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 지원 삼척시지역아동센터연 5,000 5,000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10 ○ 지역아동센터 안전사고 예방 사업-지역아동센터 안전사고 예방 사업 나무심는지역아동센터 5,000 5,000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11 ○ 지역아동센터 균등지원-창의과학교실 운영 지원 꿈을이루는지역아동센 40,000 40,000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04 ○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축제 한마당-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축제한마당 삼척시지역아동센터연 20,000 20,000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11 ○ 아동급식지원(연중)-삼척지역자활센터 도시락용기 교체 삼척지역자활센터 2,000 2,000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04 ○ 어린이세발자전거대회 지원-어린이세발자전거대회 보조 삼척청년회의소 0 0 0 미흡

사회복지과 307-10 ○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동지역 어린이집 및 읍면지역 공립어린이집 차관내 공립어린이집 81,600 81,600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10 ○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43,884 43,884 0 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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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307-10 ○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민간포함) 지원 0 0 0

사회복지과 307-10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탈료 지원-공기청정기 렌탈료 지원 관내 어린이집 5,035 5,035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11 ○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탈료 지원-민간어민간 가정어린이집 50,000 50,000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02 ○ 보육교직원 행사참여-부모와 함께하는 놀이수업 삼척시어린이연합회 44,000 40,000 4,000    우수

사회복지과 307-02 ○ 보육교직원 행사참여-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삼척시어린이집연합회 10,501 5,000 5,501    우수

사회복지과 307-11 ○ 청소년 보호 및 수련활동 운영-명예경찰소년단 운영 지원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삼 6,000 6,000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11 ○ 청소년 보호 및 수련활동 운영-청소년 힐링캠프 운영 지원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삼 7,000 7,000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11 ○ 청소년 종합예술제 운영-청소년종합예술제 지원 사)한국예총 삼척지회 25,000 25,000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11 ○ 청소년 공부방 운영-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3개소) 고사리 쉼터 청소년공부 35,750 35,750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11 ○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사)너나우리 20,000 20,000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11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청소년단체 청바지 7,500 7,500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11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청소년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 지원 삼척청소년오케스트라 6,000 6,000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11 ○ 삼척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삼척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삼척청소년오케스트라 7,448 7,448 0 미흡

사회복지과 307-10 ○ 수화통역센터운영-수화통역센터운영 사)강원도 농아인협회 196,688 196,688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402-01 ○ 수화통역센터운영-수화통역센터 기능보강(차량구입)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 30,000 30,000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10 ○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장애인 이동지원센터삼척시 장애인보호작업 306,590 306,590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10 ○ 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장애인주간보호소 운영 장애인주간보호소 샘터 143,142 143,142 0 우수

사회복지과 307-11 ○ 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장애인주간보호소 사업 장애인주간보호소 샘터 27,373 27,373 0 우수

사회복지과 307-10 ○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운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장애인 이동지원센터삼척시장애인이동지원 207,453 207,453 0 매우우수

사회복지과 307-10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사)강원도지적장애인복 133,792 133,792 0 우수

사회복지과 307-11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사업 사)강원도지적장애인복 20,108 20,108 0 우수

사회복지과 307-10 ○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장애인종합복지센터(목욕장 운영) 사)강원도지적장애인복 113,105 113,105 0 우수

사회복지과 307-10 ○ 삼척발달재활치료센터 운영-삼척발달재활치료센터 운영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75,279 75,279 0 우수

사회복지과 307-11 ○ 삼척발달재활치료센터 운영-삼척발달재활치료센터 사업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1,108 1,108 0 매우미흡

사회복지과 307-10 ○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32,766 32,766 0 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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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307-11 ○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도)-프로그램 사업운영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 3,800 3,800 0 우수

사회복지과 307-10 ○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장착차량 운영-장애인 휠체어 리프트장착 차량운영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82,765 82,765 0 우수

사회복지과 307-11 ○ 장애인 행사 및 교육 지원-장애인복지단체 행사지원(삼척시장애인연합회삼척시 장애인연합회 68,285 68,285 0 우수

사회복지과 307-11 ○ 장애인 활동지원-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시책) 다온사회서비스센터외 19,848 19,848 0 보통

사회복지과 307-11 ○ 시각장애인 실버건강 운동지도사 파견사업-시각장애인 실버건강 운동지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 171,568 171,568 0 우수

사회복지과 307-11 ○ 장애인복지기금사업 지원-장애인 복지 사업비 지원 삼척시 장애인연합회 8,500 8,500 0 매우우수

평생교육과 307-02 ○ 우수 평생학습기관 등 지원사업-평생학습기관 단체 특성화프로그램 사업삼척문화원 외 4개 단체 24,115 24,115 0 우수

평생교육과 307-02 ○ 우수 평생학습기관 등 지원사업-평생학습동아리 육성 지원사업 삼척향토요리연구회 외 18,225 18,225 0 우수

평생교육과 307-02 ○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원어민교사 지원 사업-대학입시 설명회 지원 삼척청년회의소 10,000 10,000 0 매우우수

환경보호과 402-01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농작물 경작 농가 885,364 634,487 250,877 우수

환경보호과 402-01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도계산불피해 시설물 복구지원사업(8농가, 5730m도계산불피해 시설물 복 33,990 27,164 6,826 미흡

환경보호과 402-01 ○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동지 남양동 1,2,16,17,18통 145,672 145,672 0 매우우수

환경보호과 307-02 ○ 아름다운화장실 가꾸기-아름다운화장실 가꾸기-국도변 휴게소 화장실 관고원관광휴게소, 국도변 8,000 4,000 4,000 보통

관광정책과 307-04 ○ 새해 해맞이 행사 추진-새해 해맞이 행사(7개 단체) 임원지구번영회 외 5개 54,000 54,000 0 매우우수

관광정책과 307-02 ○ 동해대왕 이사부선양사업-이사부 선양사업 활동지원 (사)이사부기념사업회 50,000 50,000 0 매우우수

관광정책과 307-02 ○ 동해대왕 이사부선양사업-이사부 역사탐방 (사)이사부기념사업회 58,730 58,730 0 우수

관광정책과 307-02 ○ 동해대왕 이사부선양사업-이사부 학술연구 (사)이사부기념사업회 29,300 29,300 0 우수

관광정책과 307-04 ○ 이사부 위령제 및 수륙대제-이사부 위령제 및 수륙대제 삼척 이사부장군위령제 50,000 50,000 0 우수

관광정책과 402-01 ○ 이사부 위령제 및 수륙대제-이사부 위령제 및 수륙대제 제례물품 제작 삼척 이사부장군위령제 5,000 5,000 0 우수

관광정책과 402-01 ○ 나릿골 문화관광 감성마을 조성사업-나릿골 감성마을 조성 지원 문현주외 17명 289,842 289,842 0 보통

관광정책과 402-01 ○ 나릿골 문화관광 감성마을 조성사업-나릿골 감성마을 외벽도장 보조사업문현주외 12명 13,068 13,068 0 보통

관광정책과 402-01 ○ 나릿골 문화관광 감성마을 조성사업-나릿골 감성마을 안내센터 보조사업고순선 0 0 0 매우미흡

관광정책과 307-02 ○ 대이리군립공원관리-동굴 탐사 0 0 0 미제출

관광정책과 307-02 ○ 관광사진공모전-관광사진공모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40,000 40,000 0 우수

관광정책과 307-04 ○ 관광산업 육성-송년 카운트다운 쇼 ㈜대명레저산업 삼척지 37,400 37,400 0 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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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 307-04 ○ 삼척 라이드 페스티벌-삼척 라이드 페스티벌-자전거대회 행사 보조금 삼척시 자전거 연합회 21,000 21,000 0 보통

관광정책과 307-02 ○ 관광축제 길거리푸드 육성사업 -관광축제 길거리 푸드 육성지원 삼척시카누협회 4,990 4,990 0 매우미흡

지역경제과 307-02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육지원-지역경제교육사업 삼척상공회의소 25,000 25,000 0 매우우수

지역경제과 307-02 ○ 전통시장 홍보 육성-전통시장 탐방단 운영 (사)삼척중앙시장조합 1,940 1,940 0 매우우수

지역경제과 307-02 ○ 노사관계지원-모범근로자 해외연수 한국노총 삼척지역지부 36,300 36,300 0 매우우수

지역경제과 307-02 ○ 노사관계지원-근로자의 날 운영 한국노총 삼척지역지부 3,000 3,000 0 매우우수

지역경제과 307-02 ○ 노사관계지원-노사화합간담회 및 친절교육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2,470 2,470 0 매우우수

지역경제과 307-03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한국노총 삼척지역지부 25,761 25,761 0 매우우수

지역경제과 307-02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길거리 무료법률 상담 한국노총 삼척지역지부 1,500 1,500 0 매우우수

지역경제과 307-03 ○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근로자복지회관 운영 한국노총 삼척지역지부 20,400 20,400 0 매우우수

지역경제과 307-02 ○ 진폐재해자 권익향상 지원사업-진폐재해자 권익향상 지원사업 광산진폐권익연대삼척 16,000 16,000 0 매우우수

지역경제과 307-02 ○ 공예품개발 지원-공예품개발 참여업체 보조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20,000 20,000 0 우수

지역경제과 307-02 ○ 창업보육센터 지원-창업보육센터 사업 지원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50,000 50,000 0 매우우수

지역경제과 402-01 ○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연탄보일러 설치가구 보조금 지원 최정희외 534명 107,000 107,000 0 매우우수

지역경제과 402-01 ○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원덕 도시가스 내관 설치사업 0 0 0 매우미흡

안전총괄과 307-02 ○ 지역자율방재단 육성-지역자율방재단 기술강화 지원 0 0 0 미제출

안전총괄과 307-03 ○ 지역자율방재단 육성-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삼척시지역자율방재단 20,000 20,000 0 보통

안전총괄과 307-02 ○ 재난네트워크관리-삼척시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기술강화 지원 삼척시의용소방대연합 20,000 20,000 0 매우우수

안전총괄과 307-02 ○ 재난네트워크관리-민간 구조단체 지원 (삼)한국구조연합회 삼 10,000 10,000 0 매우우수

자원개발과 307-04 ○ 석탄조각 초청 경연대회-석탄조각 초청 경연대회(폐광기금) 도계읍 번영회 32,996 32,996 0 보통

자원개발과 307-04 ○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문화예술행사)-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문화예도계읍 번영회 55,000 50,000 5,000    매우우수

자원개발과 307-04 ○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생활체육한마당)-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체육도계읍 체육회 33,600 30,000 3,600    보통

농정과 307-02 ○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자체재원) 판문마을외 2개소 36,960 33,600 3,360    우수

농정과 402-01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 지원-체험마을 사후관리 지원 (사)한국농업경영인 삼 80,000 40,000 40,000  매우우수

농정과 402-01 ○ 태양광발전시설 유휴지 농지 조성 시범사업-태양광발전시설 아래 공터 농노곡3리 영농조합법인 15,000 10,500 4,500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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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과 307-02 ○ 농업인육성 지원관리-우수농업인 선진농업 연수 (사)한국농업경영인 삼 39,380 39,380 0 우수

농정과 307-02 ○ 농업인육성 지원관리-농업경영인 전국대회 행사지원 (사)한국농업경영인 삼 10,500 10,000 500       매우우수

농정과 307-02 ○ 농업인육성 지원관리-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석 지원 (사)한국여성농업인 삼 31,462 30,000 1,462    우수

농정과 307-04 ○ 농업인의날 행사 운영-제22회 농업인의날 행사 운영 삼척시농업인연합회 60,671 60,000 671       우수

농정과 307-04 ○ 농업인리더 교육 및 농업인 한마음대회-농업리더 교육 및 농업인 한마음삼척시농업인연합회 20,000 20,000 0 우수

농정과 307-04 ○ 명인 한마음대회 행사-명인 한마음대회 삼척명인 핵심리더협의 17,429 10,000 7,429    보통

농정과 307-04 ○ 농어촌체험행사 지원-농어촌체험행사 지원 신리 너와마을외 3개소 23,200 19,200 4,000    우수

농정과 402-01 ○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사업-귀농인 정착지원 가곡면 탕곡길 외 3명 19,319 14,107 5,212    우수

농정과 307-02 ○ 한여농 다문화 가족초청 장담기 및 김장체험-여성농업인 다문화가족 장담(사)한국여성농업인 삼 10,000 10,000 0 우수

농정과 402-01 ○ 삼척명인회  사업지원-삼척명인회  사업지원-장미빵제조 기계제작 지원 0 0 0 미제출

농정과 402-01 ○ 도라지 융ㆍ복합을 통한 식품산업육성-삼척백도라지 육성 지원 삼척시농축협연합사업 66,855 26,855 40,000  보통

농정과 402-01 ○ 농업기계 현대화사업-소형농기계(관리기, 집진기 등) 임동식외 103명 191,949 95,974 95,975  보통

농정과 402-01 ○ 농업기계 현대화사업-콤바인 김시영외 5명 300,000 150,000 ###### 보통

농정과 402-01 ○ 농업기계 현대화사업-톤백 계량용저울 강대오외 3명 4,000 3,200 800       매우미흡

농정과 402-01 ○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원적외선곡물건조기 백기수외 3명 40,700 17,250 23,450  매우미흡

농정과 402-01 ○ 벼 재배용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발이리영농회 외 68 161,763 113,234 48,529  보통

농정과 402-01 ○ 벼 육묘상자 지원-육묘상자 임춘빈외 39 17,914 10,680 7,234    보통

농정과 402-01 ○ 고령농업인 벼육묘지원사업-고령농업인 벼육묘지원 홍정남 외 170명 69,762 34,881 34,881  보통

농정과 402-01 ○ 토양맞춤 화학비료 지원-화학비료지원 발이리영농회 외 225 1,108,019 447,972 ###### 보통

농정과 402-01 ○ 공동육묘장(최아장) 시설보수비 지원-공동육묘장(최아장)시설 지원 매원리새마을회 11,794 5,896 5,898    매우미흡

농정과 402-01 ○ 공공비축미곡 톤백매입 파렛트 지원-공공비축미곡매입 파렛트 지원 주규진외 18명 22,055 11,027 11,028  보통

농정과 402-01 ○ 농업용 동력 운반차(궤도차) 지원-동력운반차(궤도차) 지원 최세현외 27명 150,000 75,000 75,000  보통

농정과 402-01 ○ 친환경유기농자재(수피) 지원-수피구입 지원 김두수외 64명 193,620 193,620 0 보통

농정과 402-01 ○ 친환경유기농자재(우렁이) 지원-우렁이지원 남광준외 74명 22,637 15,846 6,791    보통

농정과 402-01 ○ 친환경유기농자재(해충포집기) 지원-해충포집기 김원기외 2명 2,300 1,380 920       매우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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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과 402-01 ○ 친환경인증 농산물포장재 지원-친환경농산물포장재 김종식외 28명 297,970 159,719 ###### 보통

농정과 402-01 ○ 고랭지 비교우위대체작목 육성지원-고랭지 비교우위대체작목 육성지원-홍영표외 9명 148,547 73,547 75,000  우수

농정과 402-01 ○ 고랭지 싱싱풋고추 육성지원-고랭지 싱싱풋고추 육성사업 하장면 풋고추재배 농가 192,532 92,532 ###### 우수

농정과 402-01 ○ 과수경쟁력제고-과수경쟁력제고사업 송병문외 2명 19,994 9,994 10,000  보통

농정과 402-01 ○ 권역별 시설원예 특화단지 조성사업-권역별 시설원예 특화단지 조성 남진동외 6명 199,980 99,980 ###### 우수

농정과 402-01 ○ 농산물 포장재 지원-농산물 포장재 지원-과채류 포장재 지원 김진우 등 162명 553,653 273,653 ###### 매우우수

농정과 307-02 ○ 배추 소비활성화 지원-배추 소비활성화 지원 하장면 판문리 영농회 14,000 7,000 7,000    우수

농정과 402-01 ○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김태희외 20명 150,389 69,139 81,250  매우우수

농정과 307-04 ○ 삼척맹방유채꽃축제-삼척맹방유채꽃축제지원사업 삼척맹방유채꽃축제추 250,000 250,000 0 매우우수

농정과 402-01 ○ 삼척백도라지명품화사업-삼척백도라지명품화사업 김병대 외 3명 13,221 3,221 10,000  매우미흡

농정과 402-01 ○ 시설원예 환경개선-시설원예 환경개선 함영기외 1명 16,619 7,869 8,750    우수

농정과 402-01 ○ 신선채소(여름딸기) 수출전문단지 조성-고랭지 여름딸기 육성지원 김거희외 4명 299,967 149,967 ###### 우수

농정과 402-01 ○ 친환경 웰빙딸기(겨울)단지 육성-친환경 겨울딸기지원사업 김규진외 2명 158,685 78,685 80,000  우수

농정과 402-01 ○ 지역특화작목 및 고랭지대체작목육성사업-지역특화작목 및 고랭지대체작윤상태 외 70명 383,141 183,141 ###### 우수

농정과 402-01 ○ 농가육묘시설보완사업-농가육묘시설보완사업 이유권외 7명 196,731 96,731 ###### 우수

농정과 402-01 ○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지원-다목적농산물건조기 지원 박두표 외 79명 259,550 129,550 ###### 매우우수

농정과 402-01 ○ 로컬푸드 가공·저장시설 지원사업-로컬푸드 저장시설 지원 송석헌외 2명 270,000 135,000 ###### 우수

농정과 402-01 ○ 원예특작 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원예특작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김인하외 62명 428,136 198,136 ###### 매우우수

농정과 402-01 ○ 우수농산물 유통활성화지원-우수농산물 유통활성화지원 삼척시농축협연합사업 79,394 29,394 50,000  보통

농정과 402-01 ○ 우수농산물 유통활성화지원-우수 농특산물 판매장 지원 삼척우수특산품센터 32,000 16,000 16,000  매우우수

축산과 402-01 ○ 거세 비육우 요석증 예방-거세 비육우 요석증 예방-미네랄 블럭 지원 심광석외 115호 58,050 29,025 29,025 우수

축산과 402-01 ○ 꿀벌현대화지원-꿀벌기자재 지원 강경제 외 138호 248,246 121,841 126,405 매우우수

축산과 402-01 ○ 꿀벌현대화지원-꿀벌사육장 간이창고 지원 최광현외 2호 10,200 5,100 5,100 매우우수

축산과 402-01 ○ 꿀벌현대화지원-화분반죽기 지원 동해삼척태백축협 38,904 19,452 19,452 매우우수

축산과 402-01 ○ 꿀벌현대화지원-우량꿀벌보급 민승기 등 17명 7,440 3,720 3,720 보통

축산과 402-01 ○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김차순 등 30호 117,684 49,007 68,677 보통

축산과 402-01 ○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료 배합기 지원 백민현 50,000 25,000 25,000 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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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 402-01 ○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조사료 생산용 노후 장비 교체 지원 김재수 등 2호 67,900 29,850 38,050 매우우수

축산과 402-01 ○ 2017년 양봉 해충(말벌)구제 지원사업-양봉농가 유해해충(말벌) 구제사업김동영 등 57호 7,216 3,270 3,946 보통

축산과 402-01 ○ 축산분뇨처리 톱밥지원-톱밥지원 김환우 등 348호 562,720 279,033 283,687 우수

축산과 402-01 ○ 축산분뇨처리 톱밥지원-톱밥 포장재 지원 한우협회 영농조합법인 20,000 10,000 10,000 보통

축산과 402-01 ○ 축산분뇨처리 톱밥지원-톱밥운반차량 한우협회 영농조합법인 113,784 55,000 58,784 우수

축산과 402-01 ○ 가축 악취 제거제 지원-악취 제거용 발효제지원 신옥선 등 66호 88,659 43,750 44,909 우수

축산과 402-01 ○ 축사 환경 개선사업-축사내부시설 지원 3종  ― 소먹이 잠금장치 지원 전찬수 등 31명 32,690 16,345 16,345 보통

축산과 402-01 ○ 축사 환경 개선사업-축사내부시설 지원 3종  ― 카우브러쉬 지원 이상하 등 32호 14,649 6,504 8,145 우수

축산과 402-01 ○ 축사 환경 개선사업-축사내부시설 지원 3종  ― 환풍기 지원 최원순 등 48호 67,290 30,573 36,717 우수

축산과 402-01 ○ 축사 환경 개선사업-축사영상시스템(CCTV) 설치 지원 김우용 등 20호 87,000 43,500 43,500 우수

축산과 402-01 ○ 축사 환경 개선사업-축산농가 해충(파리) 구제 지원 윤창동 등 37호 18,920 9,340 9,580 보통

축산과 402-01 ○ 자연 친화형 축사지원-자연친화형 축사 신축 정연권 등 5호 201,957 79,200 122,757 우수

축산과 402-01 ○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개별시설(퇴액비) 김영순 등 7호 10,696 3,878 6,818 매우미흡

축산과 402-01 ○ 축사시설현대화-축사시설 개선 김흥배 등 11호 65,610 30,750 34,860 보통

축산과 402-01 ○ 축사시설현대화-산양사육시설 지원 최정언 0 0 0 매우미흡

축산과 402-01 ○ 도계 토종 흑돼지·염소 축사 환경개선 지원-토종 흑돼지·염소 축사 환경개김원일 0 0 0 매우미흡

축산과 402-01 ○ 가축분뇨(퇴비)자원화 시설 지원-가축분뇨(퇴비) 자원화 시설 솔밭한우영농조합법인 90,000 45,000 45,000 보통

축산과 402-01 ○ 조류인플루엔자 예방백신지원-조류인플루엔자예방백신지원 계성양계영농조합법인 88,000 48,720 39,280 보통

축산과 402-01 ○ 가축질병 차단방역장비 지원-질병차단용 고압방제기지원 김재영 등 20호 27,633 14,978 12,655 보통

산림과 307-04 ○ 산나물축제 삼척하장 두타산 산나물 55,000 50,000 5,000 매우우수

산림과 307-04 ○ 자연보호 등산대회-자연보호 등반대회 ㈜MBC강원영동 45,500 40,000 5,500 매우우수

공원녹지과 307-04 ○ 삼척 오랍드리 산소(O2)길 걷기대회-삼척 오랍드리 산소길 걷기대회 강원일보사 44,000 40,000 4,000 보통

교통행정과 307-02 ○ 교통관련단체 공익사업 지원-모범운전자회삼척지회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9,000 7,000 2,000 매우우수

건축과 402-01 ○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공사-마을회관 신축(1동) 갈천마을 운영위원회 155,000 0 155,000 매우미흡

건축과 402-01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 삼척시 관내 공동주택 345,145 219,260 125,885 매우우수

건축과 402-01 ○ 농어촌 빈집정비사업-빈집정비사업(20동) 김병걸외 25명 54,903 39,100 15,803 우수

해양수산과 402-01 ○ 문어보관용 수족관 지원-문어보관용 수족관 지원 삼척수협, 원덕수협 30,000 24,000 6,000     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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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 402-01 ○ 임원항 수산물 위판장 건립지원-임원항 수산물 위판장 건립지원 원덕수협 300,000 300,000 0 매우우수

해양수산과 402-01 ○ 수산물유통시설 건립지원-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 삼척수협, 원덕수협 0 0 0 미흡

해양수산과 402-01 ○ 어업인 어구보수보관장 지원-어업인 어구보수보관장 지원 삼척수협 300,000 300,000 0 우수

해양수산과 402-01 ○ 원덕수협 냉동냉장공장 정비-원덕수협 냉동냉장공장 정비 원덕수협 146,227 131,605 14,622    매우우수

해양수산과 402-01 ○ 삼척수협 급냉실 신축-삼척수협 급냉실 신축 지원 삼척수협 150,000 135,000 15,000    매우우수

해양수산과 402-01 ○ 임원항 해수냉각 수족관 지원-해수냉각 수족관 설치 원덕수협 10,000 8,000 2,000     매우우수

해양수산과 402-01 ○ 장호항 어업용 냉동고 지원-장호항 어업용 냉동고 지원 삼척수협 30,000 21,000 9,000     매우우수

해양수산과 307-04 ○ 수산업경영인 대회지원-수산업경영인전국대회 지원 (사)한국수산업경영인 40,000 40,000 0 매우우수

해양수산과 402-01 ○ 어선장비현대화 지원-어선장비현대화 지원 삼척수협, 원덕수협 712,090 329,090 383,000  매우우수

해양수산과 402-01 ○ 어구표지기 및 안전조업 깃발 제작-어구표지기 제작 삼척자망협회 82,509 48,087 34,422    매우우수

해양수산과 307-02 ○ 선진 국·내외 어업기술 벤치마킹 지원-어촌지도자 국내외 견학 지원 삼척시어촌계장협의회 15,324 15,324 0 우수

해양수산과 402-01 ○ 여성어업인 사무실 지원-여성어업인 사무실 지원 삼척수협분회 여성어업 0 0 0 매우미흡

해양수산과 402-01 ○ 수산물 위생상자 지원-수산물 위생상자 지원 삼척수협, 원덕수협 37,497 30,000 7,497     매우우수

해양수산과 402-01 ○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지원-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시설 지원 삼척수협 70,000 70,000 0 매우우수

해양수산과 402-01 ○ 수산물 공동할복장 정비사업-수산물 공동할복장 정비사업 사)한국수산물건조가공 85,426 85,426 0 매우우수

해양수산과 402-01 ○ 나잠환경개선사업-나잠환경개선사업 갈남어촌계, 노곡어촌계 20,000 20,000 0 매우우수

해양수산과 402-01 ○ 어업인 단체사무실 지원-연승어업인 사무실 신축 (사)강원도연승어업인연 30,000 30,000 0 매우우수

해양수산과 307-02 ○ 연안환경정화-해양환경 정화활동 (사)바다살리기 국민운 4,740 3,970 770        매우우수

해양수산과 402-01 ○ 문어연승용 봉돌지원-문어연승용 봉돌제작 지원 삼척수협, 원덕수협 37,500 30,000 7,500     매우우수

해양수산과 402-01 ○ 연안 침체어망 인양사업-연안침체어망 인양사업 삼척시통발협회, 연승어 49,800 49,800 0 매우우수

해양수산과 307-04 ○ 바다낚시대회 ㈜강원도민일보 41,250 30,000 11,250    매우우수

해양수산과 402-01 ○ 어촌체험마을 지원-어촌체험마을 육성 장호1리어촌계 외 5개소 115,994 96,000 19,994    매우우수

농촌지원과 402-01 ○ 농업인단체 활성화사업 추진-농업인단체 활성화 사업 농촌지도자삼척시연합 72,710 70,000 2,710 매우우수

농촌지원과 307-04 ○ 2017년 강원도농촌지도자대회 유치-제23회 강원도농촌지도자대회 유치 농촌지도자삼척시연합 120,744 120,000 744 매우우수

농촌지원과 402-01 ○ 농작업 환경개선보조구 지원-생활개선회 활동 과제 지원 생활개선삼척시연합회 38,000 30,000 8,000 매우우수

농촌지원과 402-01 ○ 강소농 우수경영체 모델화 지원사업-강소농 경영개선 시범 또바기 박수정 28,272 20,000 8,272 매우우수

농촌지원과 402-01 ○ 청년 4-H회원 기초영농 지원-영농4-H회원 정착 지원 김영길 등 3명 33,731 30,000 3,731 매우우수

15페이지 중 14페이지



계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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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현황

부서명
예산

과목
사업명 보조사업자

농촌지원과 402-01 ○ 농가 가공상품 개발 시범-농가 가공상품 개발 시범 심포바이오 이광재, 동 40,000 30,000 10,000 매우우수

농촌지원과 402-01 ○ 하장고랭지 특화단지 활력화 사업-고랭지채소 대체작목 활력화 사업 민들레작목반 등 3개 단 150,000 105,000 45,000 우수

농촌지원과 402-01 ○ 신소득 소과류 안정생산 재배기술 시범-소과류 안정생산 재배기술 박문일 등 4개소 70,156 49,000 21,156 매우우수

농촌지원과 402-01 ○ 지대별 신소득 전략작목 개발 소득화 시범-지대별 전략작목 개발 소득화배동순 등 11명 72,721 49,000 23,721 매우우수

농촌지원과 402-01 ○ 친환경 사과 재배기술 시범-친환경 사과 생산 지원 김복은 등 2개소 50,106 35,000 15,106 보통

농촌지원과 402-01 ○ 삼척쌀 품질향상 생산기술 시범-삼척쌀 품질향상 생산기술 김진방 등 6개소 22,004 15,400 6,604 매우우수

농촌지원과 402-01 ○ 고랭지 채소 대체작목 육성 실증시범-고랭지 채소 대체작목 육성 실증시삼척약도라지영농조합 30,000 30,000 0 우수

농촌지원과 402-01 ○ 섬유질 배합사료 자동급이 시스템 보완 시범-섬유질 배합사료 자동급이 산어울영농보합법인 20,000 16,000 4,000 우수

교육연구과 402-01 ○ 지역·농특산물 6차산업 가공상품 개발 생산지원-농산물 6차산업 가공상품이원한 등 2명 203,834 162,878 40,956 매우우수

건강증진과 307-02 ○ 공공산후조리원 개설 운영 지원-임산부 산후조리비용 지원 강원도 삼척의료원 471,232 359,390 111,842 매우우수

15페이지 중 15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