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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 성과평과 결과
(단위:백만원)

사  업  명 보조사업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전주시 새마을회 지원 전주시새마을회 70 41 29 우수

전주시 새마을회 지원 전주시새마을회 45 34 11 우수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 26 24 2 우수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 46 32 14 우수

한국자유총연맹 전주시지회  
지원 한국자유총연맹 전주시지회 14 9 5 우수

한국자유총연맹 전주시지회  
지원 한국자유총연맹 전주시지회 23 20 3 우수

법무부 법사랑위원  
전주지역연합회 지원 법무부법사랑위원전주지역연합회 68 48 21 보통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63 57 6 우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전주시협의회 95 67 28 매우

우수
6.25희생 무명애국지사  
추모사업 6.25민간인희생조사연구회 10 10 　 우수

6.26희생 무명애국지사  
추모사업 6.25민간인희생조사연구회 10 10 　 미흡

사랑의 P보통 보급사업 (사)전북장애인문화정보협회 10 10 　 보통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활동지원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협의회 30 30 　 미흡

외국어 캠프 운영 우석대학교 140 125 15 우수

고전번역원 향교임대료 지원 고전번역원(전주분원) 19 12 7 매우
미흡

어린이 영어대회 운영 우석대학교 20 20 　 우수

우리고전 명심보감 배움터 고전번역원(전주분원) 19 19 　 미흡

세계한국학 전주비엔날레  지원 전북대학교 60 30 30 매우
우수

관학연계 인력양성프로그램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 20 　 매우
우수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 20 　 우수

행복의 경제학 국제컨퍼런스  개최 전주의제 21 추진협의회 50 50 　 우수

사회적기업 활성화 사업취소 10 10 　 매우
미흡

원도심교육공동체사업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19 19 　 매우
우수

원도심지역별발전사업 중앙동희망연대외 1 30 30 　 우수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지원 전주상공회의소 41 30 11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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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보조사업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마을재생사업추진 중앙동마을가꾸기 주민협의회외 12 34 34 　 보통

바이전주 브랜드 마케팅 및  
판로 확대지원 바이전주우수업체협의회 76 46 30 매우

우수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및  
박람회 참가지원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52 40 12 우수

바이전주우수상품쇼핑몰홍보 바이전주우수업체협의회 9 9 　 우수

중소기업기술지원 및  무역지원 사업 전주공업단지협회 10 10 　 보통

우수기업(인)예우의 날  
행사지원 전주여성기업인협의회 외 3 22 14 8 보통

전주 프랜차이즈업체  
경쟁력향상 지원 전북프랜차이즈협회 6 5 1 보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정보센터 운영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34 16 18 우수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소비자상담 운영지원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전북도지부 
전주시지회 5 5 　 우수

동네슈퍼 및 물류센터  
경쟁력강화 지원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30 20 10 매우

우수

근로자 우수사업장 벤치마킹 한국노총 전주완주지역지부 24 20 4 보통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지원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지원 49 49 　 보통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지원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지원 38 38 　 우수

전북독립영화제 개최 지원 (사)전북독립영화 협회 46 19 27 보통

전주프로젝트마켓 운영 (재)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100 100 　 우수

전략적 영화촬영 유치시스템 구축 (사)전주영상위원회 200 200 　 보통

영화제작 및 수입배급 사업 강화 (재)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150 150 　 매우
우수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비젼문고 외 11개관 40 40 　 우수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지원 전북 시각장애인 도서관 22 20 2 미흡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지원 전북 시각장애인 도서관, 전북점자도서관 66 60 6 우수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50 50 　 매우
우수

사회복지의날 행사및 시설 
종사자 교육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16 16 　 매우

우수

사회복지관 운영비 선너머, 전북 종합사회복지관 874 874 　 매우
우수

사회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지원 전주종합사회복지관 외4개소 50 50 　 우수

장애인 정보교환센터 운영 전주시장애인정보 교환센타 15 15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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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보조사업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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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행사 및 단체지원 전주시재향군인회 외 1개단체 20 20 　 우수

사회단체보조금 선정지원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40 40 　 우수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69 69 　 우수

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60 60 　 우수

노인게이트볼 활성화 국민생활체육전주시게이트볼 연합회 8 8 　 우수

희망드림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서비스사업 (사)희망드림 15 15 　 우수

장애인 연합체육대회 (사)전주시장애인단체 총연합회 10 10 　 보통

전북 농아인협회 전주시지회 (사)전북농아인협회 전주시지회 14 14 　 보통

독거노인 생활안전 관리지원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33 33 　 보통

전북 시각장애인연합회 전주시지회 (사)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전주시지회 15 15 　 보통

전북 교통장애인협회 전주시지회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전주시지회 5 5 　 보통

전북 신체장애인협회 전주시지회 (사)전주시신체장애인협회전주시지회 5 5 　 보통

한국 장애인부모회 전주시지회 (사)한국장애인부모회전주시지회 2 2 　 보통

장애인 복지기관 정보지 보급 전북장애인신문사 12 12 　 보통

사회단체보조금선정지원 전몰군경유족회 전주시지회 외 8 234 234 　 보통

장애인단체 사무실 지원 (사)전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25 25 　 보통

전북 지체장애인 연합회 
전주시지회 (사)전북지체장애인협회전주시지회 16 16 　 보통

경로당 공동체 활동비 지원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30 30 　 보통

전북 장애인 손수레 자립생활협회 운영 (사)사단법인 손수레 자립생활협회 15 15 　 보통

전북 장애인부모회 전주시지회 (사)전북장애인부모회전주시지회 5 5 　 보통

전주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사)전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27 27 　 미흡

지체장애인협회 문화체험 및 
장애인대회 (사)전북지체장애인협회전주시지회 6 6 　 보통

장애등급과 관계없는 활동지원 서비스 중증장애인 지역생활지원센터  
등 4개소 30 30 　 미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전주완주사회복지사협회 19 19 　 미흡

전주시 직장맘 고충상담실  운영 전북여성노동자회 78 48 30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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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부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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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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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친화기업 인큐베이터 사업 ㈜천년누리  전주제과 10 10 　 미흡

취약계층 이동목욕차량 지원 전주종합사회복지관 20 20 　 매우
미흡

노인복지종사자 복지지원 전주시노인복지관
연합회 10 10 　 매우

미흡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17 9 8 매우

우수

여성주간 기념행사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10 10 　 매우
우수

성매매방지 예방교육 (사)전북여성인권지원 센터 6 5 1 우수

지역아동센터 독서대회 전주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10 10 　 우수

보육인 복지지원 전주시 어린이집 연합회 60 20 40 우수

전주우수-우수oy그랑프리 전주청소년문화의집 101 100 1 우수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삼성자립생활관 62 50 12 우수

양성평등 문화교육 우아문화의집 등 4개단체 17 15 2 보통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외 1개단체 10 10 　 보통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완산청소년문화의집 외 7개단체 34 30 4 보통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15 15 　 보통

전국청소년마술경연대회 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32 30 2 보통

다문화가족 사회적응지원 선너머종합복지관 등 2개단체 12 10 2 보통

다문화가족 생활정보강좌  운영 전주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 5 5 　 미흡

성년의날 지원 성균관청소년 유도회전북본부 17 15 2 매우
미흡

평화의 소녀상 건립 (사)전북겨레하나 10 10 　 매우
미흡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 시민행동21 15 15 　 매우
우수

전주시종합리사이클링타운조성
주변마을주민숙원사업 원신덕, 석산마을회 796 796 　 우수

음식물자원화시설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야전, 신감, 감수마을회 690 690 　 우수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변영향지역 개발 자구실, 능안, 월선마을회 904 900 4 보통

전주의제21실천사업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120 120 　 매우
우수

전주기접놀이 보존육성 사)전주기접놀이 보존회 22 19 3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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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타트전주네트워크 
민관실천사업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43 43 　 보통

고지대 저소득층 연탄 
추가배달료 지원 전주연탄은행 7 7 　 매우

미흡

생태하천협의회 활동지원 전주생태하천협의회 33 33 　 매우
우수

생태하천협의회 활동지원 전주생태하천협의회 59 59 　 매우
우수

천년전주푸른도시추진위원회
생태도시가꾸기사업 천년전주  푸른도시추진위원회 104 57 47 매우

우수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 금암공영아파트외35개 공동주택 1322 700 622 우수

우리소리 우리가락 우진문화재단 30 24 6 매우
우수

석정문학제 석정문학회 12 10 2 매우
우수

아름다운 전주 사진공모전 및 
촬영대회 사)한국사진협회 전주지부 32 24 8 매우

우수
뫼솔 가야금병창 및 기악 
전국대회 한국공연문화예술진흥회  '뫼솔' 6 5 1 매우

우수

전주 시민 연등축제 사)전북파라미타청소년협회 14 10 4 매우
우수

한국국악대제전 시조창 
전국대회 사)한국완제시조보존회 24 19 5 매우

우수

전국고수대회 사)한국국악협회 전주지부 11 10 2 매우
우수

시민국악교실 사)전주농악전수관 24 19 5 우수

전주의찬가 시낭송전국대회 소울공연예술원 13 10 3 우수

전주학 정립 전주문화사랑회 48 48 　 우수

전국 시조·가사·가곡 경창대회 사)대한시조협회 전주지부 13 7 6 우수

전주전통공예 전국대전 사)전라북도전통 공예인협회 80 57 23 우수

한옥마을과 함께하는 정가 대축제 사)정가보존회 18 14 4 우수

전주시 예술상 시상식 사)한국예총  전주지회 5 5 　 우수

전주예총 운영지원 사)한국예총  전주지회 28 28 　 우수

동학혁명 기념 사업 (사)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27 19 8 우수

전국온고을미술대전 사)한국미술협회 전주지부 10 5 5 우수

조선조 과거시험 재현행사 사)패성한시회 11 10 1 우수

조경묘 경기전 분향례 거행 (사)경기전  제례보존회 4 3 1 우수



- 6 -

사  업  명 보조사업자
 교 부 현 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지방문화원 사업 전주문화원 41 41 　 우수

완산 전국국악대제전 사)완산국악제전진흥회 15 10 6 우수

전주예술제 사)한국예총  전주지회 48 48 　 우수

전주문화원 운영 지원 전주문화원 66 66 　 우수

오정숙명창 추모음악회 문화포럼  나니레 10 10 　 우수

향교 기로연 전주향교 4 3 2 우수

전주향교 관리 운영 전주향교 29 29 　 우수

순수예술가 마케팅 지원 전주문화재단 16 10 7 우수

전주 국악사 편찬 전주문화재단 14 14 　 우수

이창호배 전국아마바둑 선수권대회 이창호사랑회 34 29 6 우수

길문화 축제 사)우리땅걷기 12 10 3 우수

전국 서화백일대상 휘호대전 사)창암이삼만선생 선양회 6 6 1 우수

모악산 칠성뜰 효 한마당축제 모악산칠성뜰 문화제전위원회 13 10 3 우수

전국 품바왕 선발대회 전북다문화진흥원 43 38 5 우수

전주 용왕제 사)전북전통문화연구소 4 4 　 우수

전주 풍경 사진전 사)현대사진미디어 연구소 5 5 1 우수

전국무용제 전주유치기념 명인명무전 사)한국무용협회 전북지부 29 29 　 우수

친환경 다목적 살포기 지원사업 강정한 외 9명 229 100 129 매우
우수

과수 농작업 편이 장비지원사업(자체) 김정순 외 21명 101 50 51 매우
우수

생활개선회 육성사업 문옥지 6 5 1 매우
우수

벼 생력화 모판상토 지원 윤순기 외 1,303농가 282 150 132 매우
우수

정부 보급종 우량종자 종자대 지원 박진옥 외 899농가 181 100 81 매우
우수

벼 육묘상자처리제지원 권광선 외 858농가 174 100 74 매우
우수

과수 기능성 봉지지원사업 김종량 외 3명 209 100 109 매우
우수

콩나물콩 재배농가 생산비 지원 이성옥외 165농가 100 100 　 매우
우수

텃밭 조성및 활성화 지원 김종철 외 7명 33 22 11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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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명품복숭아 직거래장터 운영 임인규 52 30 22 매우
우수

전주배 직거래 장터 운영 유한기 31 20 11 매우
우수

하이베드 이용 딸기 재배시범 노정옥 100 50 50 매우
우수

농촌지도자 육성사업 김종철 15 15 　 매우
우수

친환경농업 유기질비료 지원 이승순외444농가 398 200 198 매우
우수

유통 개선을 위한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 김경덕외21명 360 180 180 매우

우수

전주시 4-H회 육성 김문겸 외 1인 11 10 1 매우
우수

농업인의 날 지원 김종철 24 24 　 우수

장기내구성 하우스필름 보급 오남열외 3명 75 50 25 우수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시설하우스 설치지원 주동헌외21명 363 225 138 우수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 송종환외6농가 321 160 161 우수

과수 Y자 수형 과원조성 
시범사업 주창식,  하태조 63 50 13 우수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 이정훈 5 5 　 우수

지속 가능한 친환경벼 생산기반 조성 장성기 43 22 22 우수

시설원예 품질향상 
신기술보급사업 정천수 외 3명 26 26 　 우수

친환경 유용미생물 지원사업 박진한 62 36 26 우수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권은석 외 13농가 40 20 20 우수

전주쌀 소비촉진 사업 여성규 등 4명 36 30 6 우수

가축 음용수질 개선사업 이행열 외 3농가 28 14 14 우수

전주푸드 출하농가 조직화사업 (재)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 29 29 　 보통

전주 한지 문화축제 전주한지문화축제 조직위원회 295 250 45 매우
우수

전주한지 패션대전 (사)전주패션협회 52 30 22 우수

한지공예품 전시 교류 (사)한지문화진흥원 11 8 3 우수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 홍보사업 (재)한국전통문화전당 43 43 　 우수

전주음식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재)국제한식문화재단 33 30 3 우수

관광관련 팸투어 전라북도관광협회 16 16 　 우수

강암서예관 운영지원 (재)강암서예학술재단 50 40 10 매우
우수

승광재체험관 운영 (사)황실문화재단 56 56 　 매우
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