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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족친화 인증기관 확대지원사업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7,000,000           7,000,000           

도민인성 함양을 위한 학습회 및 인성교육사업 박약회충북지회 6,000,000           3,214,320           

통일역량 강화교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 2,000,000           2,000,000           

2016. 통일정세심포지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 10,000,000          10,000,000          

지구촌공동체운동 국제협력사업 충청북도새마을회 25,000,000 25,000,000

충북지구 이북도민의 날 충북지구이북도민연합회  10,000,000  10,000,000

새마을문고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 충청북도새마을회  20,000,000  20,000,000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30,000,000  30,000,000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초정사업 바르게살기운동충청북도협의회  20,000,000  20,000,000

충청북도새마을회핵심지도자 워크숍 충청북도새마을회  30,000,000  30,000,000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 민간사회단체 69개단체 603,289,830        600,499,700        

NGO리더 및 소양교육 충북NGO센터  10,000,000  10,000,000

자원봉사센터  교육 및 사기진작 사업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90,000,000          89,975,100          

자원봉사 활동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40,000,000          39,998,390          

생산적 일손봉사 활동지원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100,000,000        100,000,000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41,190,000          38,081,190          

생산적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기능보강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15,000,000          12,565,370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 충북지구이북도민연합회 10,000,000          10,000,000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충북하나센터 215,640,000        212,539,401        

근로자 자녀 지원 장학제도 운영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50,000,000          50,000,000          

기업사랑운동 사업지원 (사)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288,000,000        282,873,220        

노사 교육 연수 등 지원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70,000,000          69,998,210          

도시유휴인력 생산적 일자리창출 지원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50,000,000          50,000,000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충북사회복지협의회 402,500,000        379,602,440        

여성기업 협력 네트워크 지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10,000,000          10,000,000          

장애기업인 창업강좌운영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12,000,000          12,000,000          

중소기업 TV 홈쇼핑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30,000,000          30,000,000          

중소기업 융합 교류 지원 중소기업융합 충북연합회 10,000,000          10,000,000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충북노사정포럼,한국노총충북지역본부 104,360,000        97,876,890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청주상공회의소 162,858,000        120,357,890        

[별첨 7-2]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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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충북기업진흥원 외 6개 기관 4,071,250,000      3,050,929,040      

창업보육센터운영 활성화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등 16개 기관장 180,000,000        178,247,230        

충북노사정포럼 운영지원 충북노사정포럼 운영지원 100,000,000        98,539,180          

충북지역 기계리더스포럼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4,000,000 4,000,000 

장애인 집합 정보화 교육 (사)충북시각장애인연합회외 6 151,886,000        151,886,000        

고령층 집합 정보화 교육 충주시노인복지관외 1 12,200,000          12,200,000          

다문화가정 집합 정보화 교육 청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외 1 12,400,000          12,400,000          

바이오제품안전성시험비용 지원 ㈜에이치피엔시 21,000,000          21,000,000          

바이오제품안전성시험비용 지원 ㈜바이오에스텍 24,000,000          24,000,000          

바이오제품안전성시험비용 지원 ㈜더아이엔지메디칼 24,000,000          24,000,000          

바이오제품안전성시험비용 지원 씨엠바이오메드(주) 11,000,000          11,000,000          

충북관광협회 홈페이지 구축사업 충북관광협회 10,000,000          10,000,000          

농식품스마트소비 아카데미 청주YWCA 30,000,000          30,000,000          

식생활 교육 활성화 지원 (사)식생활교육충북네트워크 150,000,000        150,000,000        

지역먹거리 교육 및 토론회 지원 청주YWCA 10,000,000          10,000,000          

FTA사업계획수립지원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 4,000,000           4,000,000           

사단법인 충북생명의숲국민운동 10,000,000          10,000,000          

충북숲해설가협회 10,000,000          10,000,000          

숲환경교육센터 10,000,000          10,000,000          

충북숲해설가협회 10,000,000          10,000,000          

충북 친환경유기농 정보지 제작 지원사업 (사)충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8,000,000           7,870,200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849,000,000        802,257,390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016,000,000      1,891,077,830      

축산물 유통기반 확충 (주)청풍명월클러스터외 3 27,000,000          27,000,000          

씨고치 생산농가 지원 동성산업사, 이원잠업사 4,950,000           4,950,000           

보급 잠종대 지원 양잠농가 12,516,000          12,516,000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지원 진주산업㈜ 외 8 88,370,000 82,719,800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76,000,000 76,000,000          

배출업소기술지도 충북·세종 환경보전협회 45,000,000 45,000,000          

비산업부문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102,000,000 102,000,000        

청풍명월21활성화 지원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110,000,000 109,994,700        

2016년 숲체험교육

2016년 숲해설가 심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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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지원(대응)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100,000,000 98,883,836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지원 충북숲해설가협회외 5 42,857,000 42,852,800          

제3기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서포터즈 사업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원대학교 산학협력단
18,000,000          18,000,000          

체육기금 조성사업 충청북도체육회 65,000,000          65,000,000          

전문체육진흥사업 충청북도체육회 4,641,666,000      4,447,460,845      

2017 전국체전대비 경기력 강화 충청북도체육회 1,866,000,000      1,864,818,800      

경기단체 행정지원 충청북도체육회 223,440,000        217,078,900        

생활체육지도자역량강화직무연수 충청북도체육회 20,000,000 20,000,000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충청북도체육회 27,408,000 25,352,000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 충청북도체육회 54,816,000 54,816,000

충청북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 충청북도체육회 45,882,000 45,182,000

생활체육 소식지 발간 청청북도체육회 12,000,000 12,000,000

생활체육 도종목별연합회 육성지원 충청북도체육회 60,000,000 32,119,000

충북스포츠센터 관리 충청북도체육회 178,680,000        178,680,000        

세계무예마스터십개최 2016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조직위원회 4,875,000,000      4,637,456,830      

세계무예위원회 창립 2016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조직위원회 126,435,680        126,435,680        

장애인체육진흥사업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1,698,780,000      1,652,108,520      

장애인스포츠실업팀운영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885,200,000        877,542,300        

우수선수육성지원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208,000,000        208,000,000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783,000,000        783,000,000        

한국4-H 도 본부 교육지원

(선후배4-H인 한마음 체육대회)
충청북도4-H본부(대표 성기남) 7,100,000 7,100,000

한국4-H 도 본부 교육지원

(학생4-H 리더쉽 진로캠프)
충청북도4-H본부(대표 성기남) 8,000,000 8,000,000

한국4-H 도본부 교육지원

(우수청년4-H회원 농장 이름갖기 홍보사업)
충청북도4-H본부(대표 성기남) 9,900,000 9,900,000

한국4-H 도본부 교육지원

(청년4-H 신구임원 워크숍)
충청북도4-H본부(대표 성기남) 7,000,000 7,000,000

충북 광역치매센터 운영지원 충북광역치매센터 295,500,000        295,500,000        

교통사고 줄이기 범도민결의대회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충북지부 7,000,000           7,000,000           

오송역 활성화 범도민운동 바르게살기운동충청북도협의회 20,000,000          20,000,000          

택시운전자 친절서비스 개선교육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5,000,000           5,000,000           

2016년도 산학융합지구 일학습병행사업 (사)충북산학융합본부 49,515,000          49,515,000          

결핵관리사업 대한결핵협회 충북지부 50,000,000          49,358,370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 청주의료원장, 충주의료원장 60,000,000          60,000,000          



((((단위 단위 단위 단위 : : : : 원원원원))))

보조사업명보조사업명보조사업명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보조금 보조금 보조금 보조금
집행액집행액집행액집행액

 최 종 최 종 최 종 최 종
정산액정산액정산액정산액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충북대학교병원 외 1 83,972,000          83,972,000          

국가 암관리 사업(지역암센터 지원) 충북대학교병원(충북지역암센터) 160,000,000        159,996,080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 장비 유지비 충북대학교병원 110,000,000        108,504,000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운영 국립중앙의료원 50,750,000          40,670,660          

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건국대글로컬산학협력단 96,600,000          96,600,000          

생물테러대비 대응역량 강화 충북대병원 외 3 11,400,000          11,400,000          

에이즈 예방사업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충북지회 40,000,000          40,000,000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효성병원 외 3 92,513,720          92,513,720          

응급의료기관발전프로그램운영비 국립중앙의료원 외  7 769,000,000        762,083,760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국립중앙의료원 147,800,000        134,794,950        

의료기관 결핵관리 사업 충북대병원 외 2 132,000,000        130,945,190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 청주의료원 외 1 142,569,000        141,903,000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97,000,000          89,066,620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 책자 발간 건국대글로컬산학협력단 9,000,000           9,000,000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사업 충북대학교병원 외 1 56,000,000          54,399,830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제천서울병원 외 6 1,072,500,000      1,071,506,460      

한센인진료사업 한국한센복지협회 충북세종지부 140,000,000        140,000,000        

한센환자 선도사업 한국한센총연합회 15,400,000          15,065,600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 충북대학교병원 300,000,000        299,997,580        

헌혈홍보사업 대한적십자사충북혈액원 10,000,000          10,000,000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지원사업 청주의료원 외 1 132,900,000        132,900,000        

충북경제포럼 운영 충북경제포럼 80,000,000          77,462,620          

선진시장 벤치마킹 충북상인연합회 12,000,000 12,000,000

소상공인포럼 지원 중소기업중앙회충북본부장 10,000,000 10,000,000

전국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 충북상인연합회 10,000,000 10,000,000

2016년 전통시장 상인 마케팅교육 전국상인연합회 충북지회 20,000,000 19,590,980

2016년 전통시장 청년상인 워크숍 충북상인연합회 10,000,000 10,000,000

2016년 지역 민영방송을 통한 전통시장 홍보방송 (주)청주방송 60,000,000 60,000,000

전통시장 우수점포 지원 충북상인연합회 20,000,000 19,892,200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 충북상인연합회 80,000,000 80,000,000

2016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충북지부 15,000,000          5,482,140           



((((단위 단위 단위 단위 : : : : 원원원원))))

보조사업명보조사업명보조사업명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보조금 보조금 보조금 보조금
집행액집행액집행액집행액

 최 종 최 종 최 종 최 종
정산액정산액정산액정산액

2016 사회적기업 베풂의 날 지원사업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충북지부 2,600,000           1,801,640           

사회적기업 모니터링 사업 (재)충북지방기업진흥원 15,000,000          10,367,100          

2016 사회적기업 시장개척단 운영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충북지부 60,000,000          51,343,180          

2016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유통지원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충북지부 200,000,000        170,312,230        

2016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이미지제고를 위한 홍보지원)
(재)충북지방기업진흥원 62,858,000          61,869,600          

2016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민간거버넌스활성화)
(재)충북지방기업진흥원 10,000,000          8,930,830           

충청북도 명예연구소 도비보조금 관광도예 명예연구소 4,305,000           4,305,000           

충청북도 명예연구소 도비보조금 고추명예연구소 2,645,000           2,645,000           

충청북도 명예연구소 도비보조금 감곡복숭아명예연구소 4,920,000           4,920,000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강동대학교 22,000,000          22,000,000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청주대학교 10,000,000          10,000,000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충북대학교 24,000,000          24,000,000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서원대학교 20,000,000          19,700,000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충북도립대학교 12,000,000          12,000,000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충청대학교 12,000,000          12,000,000          

2016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재)충북연구원 10,000,000          9,884,900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 구축

(2016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재)충북연구원 10,000,000          10,000,000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2016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재)충북연구원 15,900,000          15,789,930          

6차산업 판매 플랫폼구축 사업 (재)충북연구원 100,000,000        84,462,688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평가 (재)충북연구원 798,000,000        680,481,146        

농어촌 공동체활성화 지원센터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120,000,000        120,000,000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행사지원 (사)충북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14,880,000          14,880,000          

농업마이스터대학과정 운영지원 (사)충북농업연구원 853,047,000        825,274,020        

농업인교육지원 (사)한국여성농업인충청북도연합회 19,200,000          19,200,000          

함께하는 농정포럼 운영지원 충북발전연구원 40,000,000          37,150,840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36,000,000          33,902,310          

충청북도농공단지협의회 운영지원 (사)농공단지충북협의회장 19,785,820          19,785,820          

칡소•흑우사육단지조성사업 칡소•흑소영농조합법인 27,400,000          27,400,000          

16년도 유럽국가 투자유치 연계 IR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이스턴파트너스 17,600,000          17,600,000          

2016외국기업의 날 CBFEZ 홍보 부스 운영 (사)한국외국기업협회 10,000,000          10,000,000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15,000,000          15,000,000          



((((단위 단위 단위 단위 : : : : 원원원원))))

보조사업명보조사업명보조사업명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보조금 보조금 보조금 보조금
집행액집행액집행액집행액

 최 종 최 종 최 종 최 종
정산액정산액정산액정산액

수산생물전염병방역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9,000,000           9,000,000           

창업어가 후견인제 지원 윤성희, 오흥식 6,000,000           6,000,000           

충북학연구사업지원 충북연구원 101,000,000        100,846,770        

충북문화예술포럼 운영 충북연구원 20,000,000          17,645,500          

2016년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국어문화원 한국어교실) 운영사업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5,000,000           5,000,000           

2016년 충북문화원 해외문화탐방 충청북도문화원연합회 19,948,650          19,948,650          

충청북도 유교대학 운영 충북유교대학 30,000,000          30,000,000          

도지정예술단 운영 몰개, 예술나눔 400,000,000        400,000,000        

2016 충북미술가 서울전시회 운영비 지원 (재)충북문화재단 50,000,000          47,875,150          

2016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재)충북문화재단 328,514,000        326,853,500        

2016 충북 좋은공연 종합관람권

(사랑티켓) 지원사업
(재)충북문화재단 88,000,000          82,237,000          

충북문화예술아카데미 (사)충북민예총 5,000,000           5,000,000           

2016 충북예총회보 발간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충청북도연합회
10,000,000          8,000,000           

계간지 딩아돌하 발간사업 (사)딩아돌하문예원 12,000,000          11,963,570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재)충북문화재단 568,220,000        562,386,310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재)충북문화재단 300,000,000        282,676,511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재)충북문화재단 1,120,000,000      1,059,333,906      

생활문화예술 플랫폼 사업 (재)충북문화재단 800,000,000        771,604,650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 (재)충북문화재단 200,000,000        165,192,170        

충북기획사업 (재)충북문화재단 330,000,000        326,487,850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 (재)충북문화재단 210,000,000        207,786,000        

충북문화예술육성지원 (재)충북문화재단 1,128,000,000      1,128,000,000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 (재)충북문화재단 537,000,000        533,263,340        

2016 청년예술가 창작환경 지원 (재)충북문화재단 100,000,000        93,656,920          

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사업 (재)충북문화재단 10,800,000          10,519,800          

다양성 영화 초대전 '다채' (사)충북민예총 10,000,000          1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