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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강원민속예술축제 출전 삼척문화원 25 25 매우 우수 

문화예술활동 지원 삼척향교 외 18개단체 121 121 매우 우수 

문화학교 운영 삼척문화원 6 6 매우 우수 

문화원 향토문화 사업 삼척문화원 40 40 매우 우수 

문화원 운영사업(인건비) 삼척문화원 45 45 우수 

한중 국제 문화교류 지원 한국예총삼척지회 15 15 우수 

준경묘 봉심 재현 및 학술 

심포지엄
강원도민일보사 60 60 보통 

임원지역 항일투쟁 선양사업 원덕 임원청년회 20 20 보통 

장애인생활체육지원

- 제7회 강원도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 출전

삼척시장애인연합회 25 25 우수 

장애인생활체육지원

- 장애인 종목별 대회 출전

삼척시지체장애인협회 외 3개

단체
23 23 우수 

장애인생활체육지원

- 장애인 체육교실 운영지원
삼척시생활체육회 10 10 우수 

장애인생활체육지원

- 장애인 관련단체 체육활동

지원

삼척시장애인연합회 6 6 우수 

엘리트 스포츠팀 훈련 삼척시체육회 6 6 우수 

학교체육 포상금 삼척시체육회 10 10 우수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삼척시생활체육회 15 15 매우 우수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삼척시생활체육회 15 15 매우 우수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삼척시생활체육회 32 32 매우 우수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삼척시생활체육회 16 16 매우 우수 

국채사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  

운영비지원
국책사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 96 96 매우 우수 

원덕읍 한마당 에너지 축제 국책사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 100 100 매우 우수 

대학입시 설명회 삼척청년회의소 10 10 매우 우수 

통합방위협의회 지원 통합방위협의회 30 30 매우 우수 

삼척지역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사)강릉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

터
30 30 우수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가
삼척시이통장연합회 7 7 우수 

[단위 : 백만원]

6-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224건)

⑴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76건)



[별지]

- 27 -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삼척시 이통반장 한마음대회 

개최
삼척시이통장연합회 20 20 매우 우수 

삼척시 이통장 국내 선진지 

견학
삼척시이통장연합회 12 12 우수 

삼척시 이통장 워크숍 및 역

량 강화교육
삼척시이통장연합회 3 3 매우 우수 

국민운동단체 교육생 여비 삼척시새마을지회 외 2개단체 6 6 우수 

시정지원단체 공익사업 지원 삼척시새마을지회 외 17개단체 131 131 우수 

전국 및 도 새마을지도자 대

회 참가
삼척시새마을지회 9 9 우수 

삼척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대회
삼척시새마을지회 30 30 우수 

전국 및 도 바르게살기위원 

대회 참가
바르게살기운동 삼척시협의회 9 9 우수 

바르게 살기운동 강원도 한

마음대회
바르게살기운동 삼척시협의회 30 30 우수 

전국 및 도단위 자유총연맹 

행사 참가
한국자유총연맹 삼척시지회 9 9 우수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제경비+교통비)
너와정보화마을 외 4개마을 15 15 매우 우수 

임원청년회 광복절행사 지원 원덕임원청년회 10 10 우수 

보훈단체 사업지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삼척시지

회 외 10개단체
63 63 우수 

북한이탈주민 및 후원자 안

보견학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4 4 우수 

여성단체활동사업

- 삼척여성한마음대회
삼척시여성단체협의회 13 11 2 우수 

여성단체활동사업

- 사회봉사활동
삼척농협주부대학총동문회 7 7 우수 

보육관련행사지원 삼척시어린이집연합회 15 15 우수 

보육관련 사회단체보조금
삼척시어린이집연합회 외 1개 

단체
15 15 우수 

명예경찰소년단  운영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삼척지

구회
5 5 매우 우수 

청소년 힐링캠프 운영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삼척지

구회
5 5 매우 우수 

청소년공부방 운영(3개소)
고사리쉼터 청소년공부방 운영

위원회 외 2개 단체
43 43 매우 우수 

이사부 관련단체 지원 (사)이사부기념사업회 3 3 우수 

관광사진공모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삼척지

부
36 36 우수 

대학생, 23사단 모범장병 팸

투어
삼척문화원 12 12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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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이사부  항로탐사 (사)이사부기념사업회 60 60 우수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 삼척중앙시장조합 2 2 미흡 

지역경제교육사업 삼척상공회의소 22 22 매우 우수 

건전한 담배소비문화 정착 

및 청소년보호 캠페인
한국담배판매인회 삼척조합 2 2 보통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한국노총 삼척지역지부 43 33 10 매우 우수 

근로자의 날 행사 한국노총 삼척지역지부 6 3 3 매우 우수 

노사화합간담회 및 친절교육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삼척택

시지역지부
2 2 매우 우수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한국노총 삼척지역지부 30 20 10 매우 우수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강원대 삼척캠퍼스 삼척창업보

육센터
50 50 매우 우수 

지역자율방재단 기술경연대회 삼척시 지역자율방재단 10 10 우수 

삼척의용소방대 연합회 기술

경연대회
삼척시의용소방대연합회 20 20 매우 우수 

농업경영인 도 대회 행사지원
(사)한국농업경영인 삼척시연

합회
10 10 우수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행사 

지원
여성농업인 삼척시연합회 10 10 우수 

농업인단체회관건립

- 회관관리운영

(사)한국농업경영인 삼척시연

합회
9 9 보통 

체험마을 박람회 참가 삼척시 농어촌체험관광협의회 10 10 매우 우수 

농업기계 조종사 면허취득 

지원
황복주 외 113명 46 23 23 우수 

한우소비촉진행사 전국한우협회삼척시지부 20 20 우수 

교통질서 계도 및 홍보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강

원도삼척지회
10 7 3 매우 우수 

어촌지도자 밴치마킹 지원 삼척시 어촌계장협의회 19 19 우수 

해양환경 정화활동
(사)바다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삼척시지회
4 4 매우 우수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운영

비 지원

(사)한국수산물건조가공협의회 

삼척시지회
130 130 매우 우수 

평생학습기관 단체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삼척사회복지관 외 3개단체 16 16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지원 

사업

벼리통기타 외 23개 학습동아

리
21 21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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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문화예술관련단체 활동지원 삼척문화원, 삼척예총 89 89 매우 우수 

체육관련단체 활동지원
삼척시체육회, 삼척시생활체육

회
26 26 우수 

시체육회(인건비) 삼척시체육회 36 36 우수 

생활체육회 

운영(간사퇴직금)
삼척시생활체육회 25 25 우수 

삼척시 생활체육회 운영 삼척시생활체육회 10 10 우수 

삼척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사)강릉지역 범죄피해자지원

센터
10 10 우수 

국민운동단체 운영비 지원 삼척시새마을지회 외 3개 단체 100 100 우수 

보훈단체 운영지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삼척시지

회 외 8개 단체
77 77 우수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한국노총 삼척지역지부 24 24 매우 우수 

지역자율방재단 지원 삼척시지역자율방재단 16 16 우수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부담금

정월대보름제 행사 개최 삼척정월대보름제위원회 341 341 매우 우수 

삼척예술제 행사 (사)한국예총삼척지회 50 50 우수 

대학로 거리축제 대학로번영회 30 30 우수 

신기면 환선제 행사 신기면 환선제위원회 42 42 우수 

삼척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 강원일보 435 350 85 우수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삼척시핸드볼협회 외 4개단체 262 262 우수 

도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삼척시생활체육회 외 10개단체 230 230 우수 

시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삼척시생활체육회 외 5개단체 260 260 우수 

어르신 생활 체육대회 삼척시생활체육회 22 22 우수 

강원도 교직원 배드민턴 대회 삼척시생활체육회 10 10 우수 

[단위 : 백만원]

⑵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10건)

⑶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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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부담금

각종대회 유치 및 종목별 

대회 출전
삼척시생활체육회 외 5개단체 130 130 우수 

제23회 강원도민 생활체육

대회
삼척시생활체육회 100 100 매우 우수 

제50회 강원 도민 체육대회 삼척시체육회 210 210 매우 우수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

(문화예술행사)
도계읍번영회 50 50 매우 우수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

(생활체육한마당)
도계읍체육회 30 30 매우 우수 

제21회 시민의날 행사 삼척시체육회 200 200 매우 우수 

사회복지가족 한마음대회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10 10 우수 

강원 여성 대회 참가 삼척시여성단체협의회 5 5 우수 

삼척시 여성단체 협의회 발

족 기념 화합 한마당
삼척시여성단체협의회 3 3 우수 

아동관련 행사지원 삼척시지역아동센터 연합회 5 5 매우 우수 

청소년 종합예술제 운영 (사)한국예총 삼척지회 25 25 매우 우수 

해맞이 행사 민간보조

(5개 단체)
임원지구번영회 외 4개단체 415 415 우수 

삼척 오랍드리 산소길 걷기

대회
강원일보사 40 40 우수 

이사부 장군 학술 심포지엄 (사)한국이사부학회 30 30 우수 

이사부 위령제 및 수륙대제
삼척이사부장군위령제 추진위

원회
50 50 우수 

코스모스 둘레길 등반대회 (주)엠비씨강원영동 35 35 우수 

코스모스 축제 삼척코스모스 축제위원회 140 140 우수 

농업인 육성지원 관리 삼척시농업인연합회 외 1개단체 77 77 우수 

농어촌체험행사 지원 도계읍 신리너와마을 외 2개소 20 20 매우 우수 

삼척 맹방유채꽃 축제 지원

사업

삼척맹방유채꽃 축제 추진위원

회
250 250 매우 우수 

수석 연합회 회원전 삼척시수석연합회 9 9 매우 우수 

생활 분재 야생화 전시회 삼척분재동호회 9 9 매우 우수 

삼척하장 두타산 산나물 축제 삼척하장두타산 산나물위원회 50 50 우수 

수산업 경영인 전국 대회 

참가 지원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삼척시

연합회
40 40 우수 

삼척시장배 전국바다낚시대회 강원도민일보 70 70 우수 

어촌체험행사(장호1리) 장호어촌체험마을운영위원회 27 27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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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부담금

자원봉사센터 운영 삼척시자원봉사센터 229 229 매우 우수 

요보호노인 임시위탁보호비 오렌지카운티노인요양원 3 3 보통 

재가노인지원사업 및 노인주간

보호사업

도계재가노인지원센터 외 2개

소
223 223 우수 

경로당 읍면동분회 운영비 관내 12개 읍면동 분회 22 22 우수 

노인복지증진 운영비 지원(시

지회)
(사)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45 45 매우 우수 

노인보람 일터 가꾸기사업 관내 경로당 및 노인회 분회 10 10 보통 

수화통역센터 운영
(사)강원도농아인협회 삼척시

지부
160 160 우수 

수화통역 프로그램 사업 운영
(사)강원도농아인협회 삼척시

지부
24 24 우수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 삼척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 206 206 우수 

폐수처리시설 운영 삼척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 26 26 매우 우수 

장애인주간보호소 운영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128 128 매우 우수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운영 삼척시 장애인이동지원센터 184 184 매우 우수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사)강원도 지적장애인복지협

회 삼척시지부
131 131 매우 우수 

장애인종합복지센터

(목욕장 운영)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강원

도협회 삼척시지회
62 62 우수 

삼척발달재활치료센터 운영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73 73 우수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강원

도협회 삼척시지회
30 30 매우 우수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장착 차

량운영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강원

도협회 삼척시지회
68 68 우수 

[단위 : 백만원]

⑷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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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부담금

이동세탁차량 운영사업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30 30 매우 우수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도계읍새마을부녀회 외 12개소 214 214 매우 우수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도계 장로교회 외 4개단체 271 271 매우 우수 

노인정보화 컴퓨터지원 (사)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5 5 보통 

경로당 노래방기기 지원 (사)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40 40 매우 우수 

노인건강증진 체력단련기기 

지원
(사)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100 100 매우 우수 

학기중(평일) 결식 아동 급

식 지원
삼척지역자활센터 외 13개소 330 330 우수 

도시락용기 교체사업 삼척지역자활센터 1 1 매우 우수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30 30 매우 우수 

장애인주간보호소 사업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29 29 우수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사업
사)강원도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삼척시지부
18 18 매우 우수 

삼척발달재활치료센터 사업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9 9 우수 

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 프로그램사업운영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

원도지부 삼척지회
3 3 우수 

장애인 복지단체 행사지원

(장애인연합회 외 5개 단체)
삼척시 장애인연합회 53 53 우수 

시각장애인 실버건강 운동 

지도사 파견사업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

원도지부 삼척지회
181 181 우수 

[단위 : 백만원]

⑸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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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부담금

원덕읍 마을별 소득지원사업

(13개리)
13개리 마을회 1,770 1,770 매우 우수 

원덕지역 도시가스사용자 공

급관 설치사업
국책사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 3,871 3,871 매우 우수 

경로당 신증축사업(2개소) 관내 경로당 290 290 매우 우수 

공설묘지 주변마을 지원사업 등봉동 22통 마을회 80 80 매우 우수 

장애인 보호작업장 의료세탁

물(2.5톤 탑차)
삼척시 장애인보호작업장 60 60 매우 우수 

장애인 주간보호소 샘터(승합)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30 30 매우 우수 

시각장애인 이동지원센터(승합) 삼척시 장애인이동지원센터 20 20 매우 우수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동지역)
남양동 1통, 2통, 16통~18통 125 125 우수 

공예품개발 참여업체 보조
관내 공예업체 13개 (일반부 

12, 학생부 1)
25 25 매우 우수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개

발 지원사업 (3개 업체)
강원산업경제진흥원 18 18 매우 우수 

연탄보일러 설치가구 보조금 

지원
도계읍 박성화 외 669가구 134 134 우수 

녹색 농촌 체험마을 하장면 판문마을 70 70 매우 우수 

삼척백도라지 포장재 지원 근덕농업협동조합 40 40 우수 

벼 육묘상자 지원 백승옥 외 35명 30 18 12 우수 

농업경영안정화(비료) 지원 김형광 외 266명 464 464 우수 

농업기계 현대화사업 박승목 외 49명 210 105 105 우수 

친환경농산물 인증포장재 제

작지원
신영임 외 33명 338 230 108 우수 

친환경 농법 (고품질 쌀 생

산) 지원
김수춘 외 17명 40 32 8 우수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수피구입지원)
박덕기 외 40명 147 147 우수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해충포집기지원)
김진수 외 14명 18 11 7 우수 

친환경 겨울딸기 지원사업 홍영표 외 4명 19 9 10 보통 

지역특화작목 및 고랭지 대체 

작목 육성
김태성 외 31명 218 101 117 보통 

[단위 : 백만원]

⑹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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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부담금

지역특화농산물 가공시설 지원 홍순만 74 35 39 우수 

과채류 포장재 지원 심부종 외 82명 530 191 339 매우 우수 

고랭지 싱싱풋고추 육성사업 남돈욱 외 11명 132 100 32 보통 

삼척백도라지 명품화사업 이용수 외 56명 67 32 35 보통 

다목적농산물건조기 지원 이두형 외 80명 200 100 100 매우 우수 

우수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삼척 농․축협 연합사업단 80 50 30 우수 

거세비육우 요석증 예방 도계읍 심*석 외 44호 55 33 22 우수 

꿀벌 현대화 지원

- 단상지원
도계읍 조*관 외 42호 32 16 16 우수 

꿀벌 현대화 지원

- 화분지원
도계읍 장*학 외 56호 106 53 53 우수 

꿀벌 현대화 지원

- 소초광지원
정라동 박*부 외 55호 31 15 16 우수 

꿀벌 현대화 지원

- 꿀벌사육장 간이창고지원
마달동 박*근 외 5호 28 14 14 매우 우수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근덕면 김*영 외 31호 175 85 90 매우 우수 

사료배합기 지원 근덕면 김*하 20 10 10 우수 

축사비상용 자가발전기 지원 하장면 권*순 외 15호 24 12 12 우수 

톱밥지원 근덕면 우*산 외 420호 544 294 250 우수 

톱밥포장재 지원 한우협회 영농조합법인 30 21 9 우수 

악취 제거용 발효제지원 근덕면 신*선 외 65호 58 26 32 우수 

소먹이 잠금장치지원 도계읍 이*하 외 30호 70 35 35 우수 

카우브러쉬 지원 도계읍 이*재 외 21호 13 6 7 우수 

송아지관리사 설치 지원 근덕면 이*섭 외 3호 12 6 6 우수 

친환경톱밥발효 축사 신축 노곡면 박*용 외 2호 200 96 104 매우 우수 

환풍기 지원 도계읍 정*태 외 29호 41 19 22 우수 

축사시설 현대화 근덕면 신*동 외 7호 81 35 46 우수 

조류인플루엔자예방백신지원 계성양계영농조합법인 외 2호 70 49 21 매우 우수 

질병차단용 고압방제기지원 도계읍 최*순 외 27호 33 20 13 매우 우수 

마을회관 신, 증축(3동) 심포리마을회 외 2건 310 310 보통 

공동 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관내 공동주택 404 278 126 매우 우수 

빈집정비 사업(20동) 도계읍 김형도 외 23명 62 55 7 우수 

경관주택 지원사업 도계읍 김종길 외 5명 30 30 우수 

삼척항 위판장 정비 및 보강 삼척수협 100 100 매우 우수 

수산물 하역시설(장비) 지원 삼척수협 50 50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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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부담금

어선장비 현대화 지원

 - 어선장비(디젤기관 등)
삼척수협, 원덕수협 716 308 408 매우 우수 

어업인단체 사무실 개보수

원덕수산업협동조합, (사)강

원도 연승어업인연합회삼척시

지부

67 67 우수 

나잠어업인 탈의실 신축 관내 어촌계 44 44 우수 

해수인입관 정비
정라진상가번영회, 삼척수협

위판장활어회센터
51 46 5 매우 우수 

어촌체험마을 육성
장호1리, 장호2리, 용화, 갈

남어촌계
124 124 우수 

농업인단체 활성화 사업 농촌지도자삼척시연합회 64 59 5 우수 

생활문화관 설치운영 노경2리 외 31개마을 70 70 매우 우수 

농작업환경개선  보조구 지원 생활개선삼척시연합회 31 31 매우 우수 

고품질 사과생산 종합기술 투

입시범
노곡면 박*식 외 2호 74 52 22 우수 

고품질 고추 안정생산 생력화 

시범
하장면 남*진 외 5호 48 33 15 우수 

기능성 작목(체리, 복분자) 

재배 시범
노곡면 김*업 외 6호 30 21 9 우수 

하장 고랭지 특화단지 활력사업 판문리노적약용작물작목반 110 100 10 우수 

삼척왕마늘  집중육성 삼척왕마늘 연구회 100 70 30 우수 

휴경지 활용 새소득원 보급 

시범
신응균 외 2개소 21 15 6 우수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