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재정공시

Ⅳ 별첨자료



별첨 1  2018년 시책추진업무추진(203-03) 집행내역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1월  90건 소계 14,693

대덕 중장기 전략사업에 대한 업무협의 간담회 등 18건 1,532

청렴시책 추진 유공자와의 간담회 200

통계청 강사 등 관계자와의 간담회 80

자원봉사 활성화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등 32건 6,639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와 담당자 간담회 등 13건 2,923

회덕향교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 등 5건 66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관련 논의 등 6건 867

중리행복 벼룩시장 자원봉사자 노고 격려 등 2건 319

아동복지교사 사업설명회 및 소통간담회 등 2건 297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간담회 등 7건 940

유관기관장(5개 보건소) 간담회 개최 65

신탄진 지역 현안사업 등 간담회 등 2건 169

2월 103건 소계 18,190

전구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등 3건 536

대덕구 청렴관 현판식 개최 간담회 283

제7회 금강로하스축제 업무협조 및 홍보 등 위한 간담회 등 33건 5,602

주민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 간담회 등 23건 5,456

2018 대덕구 주요축제 발전방안 간담회 등 7건 1,241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한 담당자 간담회 66

소상공인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11건 1,591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관리요원 격려 등 2건 251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간담회 190

보육정책위원회 간담회 등 2건 368

철도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추진 간담회 등 9건 1,093

동절기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의용 
소방대원들과 소통 간담회 개최 350

건축관련 업무협의 관계자 간담회 95

자동차관리 대덕협의회 간담회 등 2건 430

집행부와 소통 및 당면현안사항 업무 협의 등 6건 638

3월  107건 소계 19,443

언론사 출입 지방기자와의 오찬간담회 등 7건 769

「2018 건강·치유 교육강좌」추진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3건 411

북핵 도발 대비 구민안보 관련 논의 등 위한 간담회 등 33건 5,956

통장협의회 간담회 등 13건 3,099

2018 금강로하스축제 교통대책분야 협의 간담회 등 9건 2,472

전화민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담당자 간담회 등 2건 130

중리달빛야시장 개장 준비 및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 15건 2,132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한 관계자 노고 격려 50

일천원이웃사랑회 활성화 방안 논의 간담회 104

관내 종합복지관과 소통 간담회 등 4건 1,101

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 간담회 등 3건 518

국방신뢰성센터 착공추진 간담회 등 4건 253

「대덕구 탈락위험광고물 one-call 기동처리반」과의 간담회 등 2건 326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도로개설사업 업무협의 등 4건 1,002

대덕모범운전자지회 간담회 등 2건 595

집행부와 소통 및 당면현안사항 업무 협의 등 4건 525

4월  95건 소계 15,384

언론사 출입 지방기자와의 만찬간담회 등 20건 2,867

자체종합감사 업무추진 및 수감기관 의견수렴 간담회 142

「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관련 관계자와의 간담회 73

동춘당문화제 구민참여 협조 및 홍보 간담회 등 20건 2,471

주민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 간담회 등 16건 4,031

게이트볼대회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 등 6건 1,119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 담당자 간담회 등 2건 397

민원행정자원봉사자 간담회 149

저소득층아동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 11건 1,488

자원순환행정평가 대비 동 관계자 간담회 등 3건 292

공공형어린이집 원장들과의 간담회 등 2건 719

관내 공영주차장 조성관련 간담회 등 6건 442

재난안전 특별교부금관련 업무협의 등 3건 735

로하스축제관련 경찰서 등 협조기관과의 업무협의 279

한마음 치매극복걷기대회 관련 관계자 간담회 140

본회의장 시설 환경개선 논의 40

5월  47건 소계 6,737

제22회 동춘당문화제 관련 취재기자와의 만찬간담회 등 16건 1,303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 10건 821

부구청장님과 법2동 대화의 시간 등 5건 1,280

민간위탁시설에 관한 체육 관련 단체 감담회 등 2건 480

시·구 및 경찰서 번호판영치 담당자 간담회 317

대덕여성리더십 아카데미 운영 관련 간담회 등 5건 603

환경관리요원 격려 및 건의사항 수렴 440

도시개발 사업추진 간담회 등 4건 957

담장벽화 자원봉사 활동자와의 간담회 등 87

치매안심센터 사례관리 관련 위원회 간담회 145

사무실 등 환경개선 논의 304

6월  69건 소계 11,232

언론사 출입 지방기자와의 만찬간담회 등 13건 1,089

경로당 운영 등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등 32건 6,239

선거관리위원회와 간담회 등 4건 1,199

공공체육시설 담당자 안전점검 간담회 등 3건 259

정부합동평가 대비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간담회 87

축산물 영업자 위생교육 관련 간담회 2건 139

자원재활용경진대회 건의사항 수렴 간담회 48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간담회 등 2건 207

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 95

안전보안관과의 간담회 등 6건 1,062

지역자율방재단원들과의 소통간담회 개최 153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산사태 등 재난관련 업무 추진 간담회 110

2018 하계 방역소독 사업 관련 종사자  간담회 390

의원사무실 및 회의장 환경개선 등 논의 155

7월  68건 소계 9,372

공보업무담당자 간담회 등 14건 1,086

노인복지 증진을 통한 사회적 역할 강화 등 논의 간담회 등 28건 4,356

평생학습 관계자 간담회 84

체육회 이사회 구성관련 간담회 등 2건 208

대전시 5개구 합동 특별영치 간담회 52

경기침체에 따른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논의 간담회 등 10건 1,263

환경단체 관계자 간담회 등 4건 402

대한노인회대덕구지회 간담회 138

여성단체협의회 전,현직 회장단 간담회 390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참여기관과의 간담회 등 4건 1,130

2018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모니터링 종사자와의 다과회 156

의원사무실 실내 환경개선 등 협의 간담회 107

8월  79건 소계 13,821

민선7기 출범준비를 위한「새로운 대덕구 위원회」관련 
간담회 지급 등 14건 2,829

지역혁신교육 관련 간담회 등 35건 5,870

평생학습 관계자 간담회 150

대청호마라톤 업무 협의에 따른 간담회 등 8건 2,052

민원행정자원봉사자 간담회 154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사회복지시설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한 간담회 등 6건 521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관리요원 격려 83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성화 방안 논의 간담회 등 2건 340

대덕여성리더십아카데미 수료자 간담회 200

폭염관련 업무추진 간담회 등 5건 848

폭우 피해 현장 신속 복구 위한 업무 추진 간담회 84

건축관련 업무협의 관계자 간담회 36

폭염대비 주요 건설사업 현장 특별점검 300

집행부와 소통 및 업무협의 등 2건 354

9월  82건 소계 14,821

역대 구의원과 구정협력 강화를 위한 오찬간담회 지급 등 25건 3,982

고충민원업무 등 내방객을 위한 커피 등 차류 구입 300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대덕구 조성을 위한 간담회 등 26건 5,372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등 현안논의 및 동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의 등 6건 944

체육회 사무실 이전 관련 생활체육지도자와의 간담회 등 6건 1,212

5개구 번호판영치 담당자 간담회 142

민원안내데스크자원봉사자 간담회 120

중소기업 애로사항 및 산업단지 운영관련 사업 논의 등 8건 1,128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업체 담당자 간담회 84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역할 활성화 방안 논의 간담회 390

집중호우 수해지역 복구관련 간담회 등 3건 844

2018년 숲과 꽃의 녹색도시조성분야 현장평가 및 간담회 114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의회홈페이지 개편 관련 간담회 등 2건 189

10월  72건 소계 12,524

취재방문 언론사 지방기자와의 오찬간담회 등 3건 181

제18회 대청호마라톤 대회 개최 관련 간담회 등 26건 4,926

2018 대덕구 평생학습한마당 행사 관련 평생학습 
기관·단체 관계자 간담회 등 9건 1,505

대덕문화원의 보조사업 이행 의견청취 간담회 등 11건 1,913

정부합동평가 대비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간담회 55

민원안내데스크자원봉사자 간담회 88

독거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종사자 의견청취 간담회 539

기후관련 환경기관 관계자 간담회 등 3건 373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성화 방안 논의 간담회 320

도시정비 사업추진 관계자 간담회 등 8건 1,479

지역자율방재단원들과의 소통간담회 개최 110

2019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업무 추진 간담회 등 2건 140

옥외광고 업무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2건 405

본회의장 환경정비사업 간담회 등 3건 490

11월  107건 소계 18,700

취재방문 언론사 지방기자와의 만찬간담회 등 13건 1,840

대전 5개구 감사담당 간담회 등 3건 730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먹거리 선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푸드플랜"추진방향설정간담회 60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대덕구 조성 오찬 간담회 등 43건 7,785

대덕구새마을부녀회 회장단 및 임원진 간담회 등 6건 1,496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민속보존마을 행사 추진위원과의 간담회 등 7건 1,192

5개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업무 담당자 간담회 등 2건 284

대덕구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교류 간담회 등 8건 1,143

환경관리요원 격려 및 건의사항 수렴 간담회 등 7건 1,203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역할 활성화 방안 논의 간담회 145

대한노인회대덕구지회 간담회 등 2건 199

오정동 도시재생 사업추진 간담회 등 5건 1,041

지역자율방재단원들과의 소통간담회 개최 300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추진 간담회 등 3건 480

건축행정 업무관련 협의 등 3건 424

도로개설사업 업무협의 282

방문 언론사 간담회 96

12월  132건 소계 25,761

대덕구의회 구의원과의 간담회 지급 등 36건 6,33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 관련 업무협의 176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진료 지원 등 논의 간담회 등 39건 7,210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관련 시구 간 현안사항 간담회 등 10건 2,916

대덕문예회관 위탁 운영 관련 간담회 등 13건 3,021

2018년 구금고 정기검사를 위한 담당자 간담회 56

민원안내데스크자원봉사자 간담회 등 2건 288

지역기업 주요시설 방문 및 기업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등 6건 1,154

환경관리요원 격려 및 건의사항 수렴 간담회 등 3건 438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나눔실천 후원자 간담회 등 2건 450

대한노인회대덕구지회 간담회 81

여성가족과 시설장 간담회 20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추진 간담회등 5건 1,111

2019년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업무 추진 간담회 669

건축관련 업무협의 관계자 간담회 등 2건 226

대덕녹색어머니회 간담회 296

장동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관련 간담회 등 5건 704

의장실 환경개선공사 업무협의 등 3건 427

(단위 : 천원)             



별첨 2  2018년 민간경상보조사업(307-02) 집행내역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1,752 1,749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휴먼월드 등 5 299 299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지원사업 레딕스 등 3 18 17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지원사업 사회적경제연구원 등 2 16 16

마을기업  육성사업 소슬촌공동체 등 2 53 53

대덕구재향군인회 지방보조금 교부(사업비) 대덕구재향군인회 6 6

한국자유총연맹 대덕구지회 2018년 1차 
사업비 교부

한국자유총연맹 
대덕구지부 4 4

2018년도 자원봉사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지급 (사)대덕구자원봉사센터 48 48

2018년도 자원봉사활성화사업 
(자원봉사자상해보험가입)비 지급 (사)대덕구자원봉사센터 15 15

2018 자원봉사활성화사업 
(코디네이터지원)비 지급결의 (사)대덕구자원봉사센터 47 47

2018년 민주평통자문회의대덕구협의회 
지방보조금 교부 민주평통대덕구협의회 9 9

2018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보조금 교부 
(비래주민기자단) 비래주민기자단 3 3

2018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방보조금 교부
 

대덕구마을공동체네트워크 
등 12 

55 55

2018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보조금 교부 
(신사모) 신탄진을 사랑하는 모임 2 2

2018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법동종합사회복지관 등 5 23 23

한국자유총연맹 대덕구지회 2차 사업비 
(동분회사업비) 보조금 교부 한국자유총연맹 대덕구지부 6 6

대덕구새마을회 3차 지방보조금 교부 
(사업비) 새마을운동대덕구지회 48 47

2018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법동종합사회복지관 4 4

2018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법동종합사회복지관 5 5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바르게살기운동대덕구협의회 사업비 
지방보조금 교부 바르게살기운동대덕구협의회 26 26

2018년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비래주민기자단 5 5

대덕스포츠클럽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덕구체육회 10 10

1~5월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활동장려금 지급(시비) 대덕구체육회 4 4

1~6월 (일반)생활체육지도자 
활동장려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덕구체육회 11 11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덕구체육회 9 9

1~5월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덕구체육회 56 56

1~6월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덕구체육회 145 145

2018 대덕문화원 문화강좌 운영 보조금 지급 대덕문화원 18 18

2018 문화학교운영 보조급지급 대덕문화원, 청소년수련관 12 12

2018년 대덕구생활체육교실 운영(상반기) 
보조금 지급 대덕구체육회 47 47

2018 문화원 방문 기념품 제작 보조금 지급 대덕문화원 5 5

2018 소중한지역문화재 스토리텔링체험 
보조금 지급 대덕문화원 7 7

2018 회덕선비문화진흥원 운영 보조금 지급 대덕문화원 10 10

제23회 대덕백일장 보조금 지급 대덕문화원 3 3

2018 대덕문화가족 전국 역사문화탐방 
보조금 지급 대덕문화원 8 8

제59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보조금 지급 대덕문화원 74 74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활동장려금 지급 
(시비) 대덕구체육회 5 5

(일반)생활체육지도자 활동장려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급 / 7~11월 대덕구체육회 9 9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급 / 6~11월 대덕구체육회 67 67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급 / 7~11월 대덕구체육회 121 121

2018년 들말두레소리 전수회관 
활성화사업비지급 들말두레소리보존회 7 7

2018년 대덕구생활체육교실 운영(하반기) 
보조금 지급 대덕구체육회 58 58

2018년 대덕문학 발간 보조금 지급 대덕문화원 3 3

2018 대덕문화예술교실 보조금 지급 대덕문화원 4 4

제9회 김호연재 여성문화축제 보조금 지급 대덕문화원 10 10

제59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보조금 
추가 지급 대덕문화원 26 26

2018 문화씨앗뿌리기-대덕문화가족 
작품발표회 보조금 지급 대덕문화원 2 2

2018년 하반기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덕구체육회 9 9

12월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활동장려금 
지급(시비) 대덕구체육회 1 1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급 / 12월 대덕구체육회 11 11

2018년 6월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비

농업회사법인 
㈜푸드팩토리 외 1 11 11

2018년도 대전농업경영인대회 
지방보조금 지급 신탄진지역회 1 1

2018년 대전농업인의 날 행사 
지방보조금 지급

(사)한국농촌지도자대덕구
지역회 3 3

2018년 9월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비

농업회사법인 
㈜푸드팩토리 외 1 11 11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비 지급 (사)중리시장상인회 외 1 6 6

2018년 10월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비

농업회사법인 
㈜푸드팩토리 외 1 17 17

2018년 체험양봉장운영지원 사업비 지급 임OO 3 3

수리계 유지관리비 농가지원 보조금 지급 고OO 외 1 0.3 0.3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11~12월 보조금 지급

농업회사법인 
회오리유한회사 외 2 20 20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자연보호활동사업 (사)자연보호중앙연맹 
대전시 대덕구 협의회 2 2

국가유공자 예우 상이군경회대덕구지회 등 50 50

복지만두레활성화지원 복지만두레대덕구협의회 5 5

여성단체협의회 전통 장 담그기 보조금 지원 대덕구여성단체협의회 2 2

도전 육아골든벨 및 물놀이 체험 보조금 지원 한자녀더갖기대덕구지회 4 4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비 지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대덕구지회 2 2

법사랑위원대덕구지구협의회 활동비 지원 법사랑위원대덕구지구
협의회 11 11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비 지급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 대덕구지부 15 15

마을회관 및 농산물저온창고 운영비 지원 신탄진동 20~25통 49 49

상수원 보호구역 방역비 지원 신탄진동 20~25통 12 12

댐주변 관정수리비 지원 신탄진동 24통 7 6

공동주택전자투표서비스지원 삼월소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0.3 0.3

2018 교통안전단체 지방보조금 지급 대덕모범운전자회 5 5

2018 교통안전단체 지방보조금 지급 대덕구녹색어머니회 4 4

2018 추석맞이 귀성차량 무상안전점검 
행사지원

대전자동차전문정비사업
조합 대덕지회장 외 1 4 4

2018년 주차환경개선 마을공동체 사업 
시비보조금 지급 비래동발전협의회 외 2 21 21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사립 작은도서관 42 42

 (단위 : 백만원)



별첨 3  2018년 민간행사보조사업(307-04) 집행내역

행 사 명 행사시기
(월)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409 409

노인게이트볼교실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급 연중  대덕구체육회 12 12

2018 민속보존마을행사 보조금 지급 2월  대덕문화원 10 10

2018 어린이 및 여성축구단 운영 
보조금 지급 연중  대덕구체육회 4 4

2018 대덕구실버댄스교실 운영 
보조금 지급 연중  대덕구체육회 2 2

2018년 대덕구여성체육교실 운영 
보조금 지급 연중  대덕구체육회 4 4

2018년 생활체육지도자 교육훈련 
지원 보조금 지급 연중  대덕구체육회 4 4

2018년 종목별생활체육대회 참가 
보조금 지급 연중  대덕구체육회 35 35

2018년 회덕향교 춘기석전대제 
사업비 보조금지급 3월  회덕향교(석전대제) 2 2

2018 대덕구게이트볼 리그 개최에 
따른 보조금 지급 3월  대덕구체육회 3 3

2018 제7회 금강로하스축제 보조금 지급 4월  대덕문화원 30 30

제20회 대덕구청장배탁구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 지급 3월  대덕구체육회 2 2

제22회 동춘당문화제 
민간행사보조금 지급 4월  대덕문화원, 

회덕향교 50 50

2018년 대덕구어린이풋살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 지급 4월  대덕구체육회 3 3

제23회 대덕구청장기게이트볼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 지급 4월  대덕구체육회 2 2

제7회 대덕구청장배풋살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 지급 4월  대덕구체육회 2 2

제5회 대덕구청장기궁도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 지급 4월  대덕구체육회 2 2

(단위 : 백만원)



행 사 명 행사시기
(월)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제23회 대덕구청장기배드민턴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 지급  4월  대덕구체육회 3 3

제10회 대덕구청장기야구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 지급  4~6월  대덕구체육회 3 3

제23회 대덕구생활체조한마당축제 
개최에 따른 보조금 지급  5월  대덕구체육회 4 4

2018 대전시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보조금 지급  5월  대덕구체육회 5 5

2018 계족산맨발축제 보조금 지급  5월  (주)맥키스컴퍼니 15 15

제26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참가에 따른 보조금 지급  4월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

협회대덕구지회 외 2 1 1

제29회 대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보조금 지급  6월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

협회대덕구지회 외 2 4 4

제15회 대전장애인한마음대축제 
참가에 따른 보조금 지급  6월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

협회대덕구지회 외 2 6 6

2018 전통민속놀이 계족산무제 
보조금 지급  6월  대덕문화원 12 12

제21회 대덕구청장기볼링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 지급  7월  대덕구체육회 2 2

제21회 대덕구청장기합기도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 지급  7월  대덕구체육회 3 3

노인게이트볼교실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급  연중  대덕구체육회 10 10

2018 대덕구 생활체육어울림캠프 
개최에 따른 보조금 지급  8월  대덕구체육회 4 4

2018년 추기석전대제 보조금지급  9월  회덕향교(석전대제) 2 2

제19회 대덕시낭송대회 보조금 지급  11월  대덕문화원 5 5

제5회 대덕구청장기 파크골프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 지급  9월  대덕구체육회 2 2

제18회 대청호마라톤대회 보조금 지급  10월  대덕구체육회 50 50

2018 대덕구민의 날 기념 구민화합 
큰잔치 보조금 지급  10월  대덕구체육회 16 16

제22회 대덕구청장기 태권도대회 
보조금 지급  9월  대덕구체육회 3 3

(단위 : 백만원)



행 사 명 행사시기
(월)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제24회 대덕구청장기 테니스대회 
보조금 지급  10월  대덕구체육회 3 3

제24회 대덕구청장기 축구대회 
보조금 지급  10월  대덕구체육회 4 4

2018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보조금 지급  10월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

협회대덕구지회 외 2 2 2

2018 목상동들말두레소리 시연회 
보조금지급  4~11월  들말두레소리보존회 12 12

2018 대전시민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에 따른 보조금 지급  10월  대덕구체육회 20 20

2018. 대덕구 청소년 농구대회 
보조금 지급  11월  대덕구체육회 2 2

제16회 대덕구청장기 농구대회 
보조금 지급  11월  대덕구체육회 2 2

제17회 대덕구청장기 검도대회 
보조금 지급  11월  대덕구체육회 2 2

2018. 대덕구 노래교실연합 음악제 
보조금 지급  11월  대덕구체육회 2 2

전통시장 공동마케팅사업 
지방보조금 교부  7월  민OO

(중리가구특화거리 외 2) 14 14

전통시장 공동마케팅사업 
지방보조금 교부(추가)  8월  신탄진 시장상인회 5 5

2018 장동경관농업 
주민행사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9월 장동경관농업추진위원회 20 20

장애인채용박람회  5월  대덕구장애인복지관 4 4

(단위 : 백만원)



별첨 4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2018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법동종합
사회복지관

4,000 4,000 0 우수

2018년도 대덕구 
새마을회 사업비

대덕구새마을회 67,561 47,900 19,661 우수

2018년도 바르게살기
운동대덕구협의회 

사업비

바르게살기운동
대덕구협의회

32,450 25,550 6,900 매우우수

2018년도 
한국자유총연맹

대덕구지회 사업비

한국자유총연맹
대덕구지회

12,200 10,100 2,100 매우우수

2018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대덕구협의회 사업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덕구협의회

11,457 8,857 2,600 매우우수

2018년도 대덕구
새마을회 운영비

대덕구새마을회 70,399 48,538 21,861 매우우수

2018년도 
바르게살기운동

대덕구협의회 운영비

바르게살기운동대덕구
협의회

11,867 11,667 200 매우우수

2018년도 
한국자유총연맹

대덕구지회 운영비

한국자유총연맹
대덕구지회

20,400 20,400 0 매우우수

2018년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석봉동행복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외 
13개 단체

67,110 60,000 7,110 우수

2018년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공모사업

비래주민
기자단

5,500 5,000 500 우수

2018 금강로하스축제 대덕문화원 30,000 30,000 - 매우우수

2018 대덕문학회
문학집발간

대덕문화원 3,200 3,200 - 매우우수

2018 문화원방문 기념품 
제작

대덕문화원 5,000 5,000 - 매우우수

소중한 지역문화재 
스토리텔링 체험

대덕문화원 7,000 7,000 - 매우우수

회덕선비문화진흥원운영 대덕문화원 10,000 10,000 - 우수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문화원 직원

(총무담당) 인건비
대덕문화원 22,722 22,722 - 매우우수

대덕문화원장 
복리후생비

대덕문화원 6,480 6,480 - 매우우수

문화원 사무국장 수당 대덕문화원 6,240 6,240 - 매우우수

문화원 
사무원 수당

대덕문화원 4,920 4,920 - 매우우수

문화원 직원
(총무담당) 수당

대덕문화원 6,745 6,745 - 매우우수

2018 문화원 운영비 
지원

대덕문화원 19,600 19,600 - 매우우수

제19회대덕시낭송대회 대덕문화원 5,000 5,000 - 매우우수

 어르신 생활체육시대회 
참가

대덕구체육회 5,000 5,000 - 매우우수

 노인게이트볼교실 운영 대덕구체육회 21,500 21,500 - 매우우수

실버댄스교실운영 대덕구체육회 2,474 2,474 - 매우우수

여성생활체육교실
운영

대덕구체육회 3,600 3,600 - 매우우수

 어린이 및 여성축구단 
운영

대덕구체육회 4,000 4,000 - 매우우수

생활체육어울림캠프 대덕구체육회 4,000 4,000 - 매우우수

 대덕구 어린이풋살대회 대덕구체육회 3,000 3,000 - 매우우수

청소년길거리
농구대회

대덕구체육회 2,400 2,400 - 매우우수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생활체육지도자 

교육비지원
대덕구체육회 4,250 4,250 - 매우우수

 게이트볼클럽 리그전 
운영

대덕구체육회 3,000 3,000 - 매우우수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대전지체
장애인협회
대덕구지회

12,720 12,720 - 매우우수

 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대덕구체육회 45,000 45,000 - 매우우수

 종목별 생활체육시대회 
출전

대덕구체육회 36,000 36,000 - 매우우수

 대전시민 생활체육 대축전 대덕구체육회 20,000 20,000 - 매우우수

 대청호마라톤대회 개최 대덕구체육회 50,000 50,000 - 매우우수

 대덕스포츠클럽 지원 대덕구체육회 10,000 10,000 - 매우우수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대덕구체육회 19,200 19,200 - 매우우수

상임이사인건비 대덕구체육회 18,000 18,000 - 매우우수

구민의 날 기념 
구민화합 큰잔치

대덕구체육회 76,500 70,000 6,500 우수

2018 민속보존
마을행사

대덕문화원 10,300 10,300 - 매우우수

2018회덕향교석전대제 회덕향교 3,000 3,000 - 매우우수

2018 대덕문화
예술교실

대덕문화원 4,000 4,000 - 매우우수

제30회 대전농업인의 날 
큰잔치

사)한국농촌지도자대
전광역시연합회
대덕구지역회

5,012 3,000 2,012 우수

제24회 
대전시농업경인대회

대전시농업경영인연합회
신탄진지역회 1,300 780 520 우수

경관농업 주민행사 
지원사업

(장동계족산 코스모스 축제)
장동경관농업추진위원회 26,000 20,000 6,000 매우우수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자연보호활동사업

자연보호중앙연맹

대전시대덕구협의회
5,673 2,000 3,673 우수

상이군경회

대덕구지회 운영비

상이군경회

대덕구지회
8,010 8,010 - 매우우수

상이군경회

대덕구지회 사업비

상이군경회

대덕구지회
6,100 6,100 - 매우우수

전몰군경유족회

대덕구지회 운영비

전몰군경유족회

대덕구지회
8,010 8,010 - 매우우수

전몰군경유족회

대덕구지회 사업비

전몰군경유족회

대덕구지회
5,860 5,860 - 매우우수

전몰군경미망인회

대덕구지회 운영비

전몰군경미망인회

대덕구지회
8,010 8,010 - 매우우수

전몰군경미망인회

대덕구지회 사업비

전몰군경미망인회

대덕구지회
5,800 5,800 - 매우우수

무공수훈자회

대덕구지회 운영비

무공수훈자회

대덕구지회
8,010 8,010 - 매우우수

무공수훈자회

대덕구지회 사업비

무공수훈자회

대덕구지회
5,860 5,860 - 매우우수

6.25참전유공자회

대덕구지회 운영비

6.25참전유공자회

대덕구지회
8,920 8,920 - 매우우수

6.25참전유공자회

대덕구지회 사업비

6.25참전유공자회

대덕구지회
12,100 12,100 - 매우우수

고엽제전우회 

대덕구지회 운영비

고엽제전우회

대덕구지회
7,940 7,940 - 매우우수

고엽제전우회 

대덕구지회 사업비

고엽제전우회

대덕구지회
8,400 8,400 - 매우우수

특수임무유공자회 

대덕구지회 사업비

특수임무유공자회

대덕구지회
2,500 2,500 - 매우우수

월남전참전자회 

대덕구지회 운영비

월남전참전자회

대덕구지회
6,960 6,960 - 매우우수

월남전참전자회 

대덕구지회 사업비

월남전참전자회

대덕구지회
3,460 3,460 - 매우우수

복지만두레 

활성화지원사업

복지만두레

대덕구협의회
6,000 5,000 1,000 매우우수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대덕구 

재향군인회 사업비

대덕구

재향군인회
15,230 6,240 8,990 매우우수

노인돌봄기본서비스제공
인력통신비지원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5,782 5,782 0 매우우수

충효예교실운영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3,300 3,300 0 매우우수

노인의 날 행사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20,000 20,000 0 매우우수

 노인게이트볼대회 지원
대한노인회
대덕구지회

2,400 2,400 0 매우우수

경로당활성화지원
대한노인회
대덕구지회

3,000 3,000 0 매우우수

경로당회장교육비지원
대한노인회
대덕구지회

2,900 2,900 0 매우우수

노인종합체육대회지원
대한노인회
대덕구지회

7,000 7,000 0 매우우수

시니어클럽운영
대덕구

시니어클럽
30,000 30,000 0 매우우수

경로당운영비 추가지원
신총경로당 외 

121개소
74,300 73,650 0 매우우수

대한노인회대덕구
지회운영비지원

대한노인회대덕구지회 49,640 43,258 0 매우우수

경로당및구지회
기능보강

대한노인회대덕구지회 110,000 110,000 0 매우우수

프로그램강사비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89,250 89,250 0 매우우수

북부노인복지관물품구입
등지원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27,000 27,000 0 매우우수

노인대학운영지원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7,000 7,000 0 매우우수

장애인
이송차량운영

대덕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체장애인협회
대덕구지회

53,220 44,000 9,220 매우우수

장애인민원상담실운영
지체장애인협회

대덕구지회
27,620 24,000 3,620 매우우수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지체장애인협회
대덕구지회

8,550 5,500 3,000 매우우수

장애인극기등반대회
지체장애인협회

대덕구지회
5,580 4,230 1,350 매우우수

흰지팡이의 날 행사
시각장애인협회

대덕구지회
1,500 1,000 500 매우우수

시각장애인 세상나들이
시각장애인협회

대덕구지회
1,800 1,000 800 매우우수

여성장애인 세상나들이 그루터기여성장애인협회 2,180 2,000 180 우수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 곰두리 봉사회 1,060 500 560 매우우수

장애인채용박람회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5,580 4,580 1,000 매우우수

2018년 
대덕구여성단체사업비지원

대덕구여성단체협의회 24,000 22,000 200 매우우수

다문화가정국제특급우편료 
지원

대덕구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0,000 10,000 0 매우우수

도전육아골든벨 및 
체험놀이

(사)한자녀 
더갖기운동연합 
대전대덕구지부

7,788 3,500 4,288 매우우수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대덕구
어린이집

86,800 86,800 0 우수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구입 지원

대덕구 관내 
어린이집

78,272 51,450 26,822 매우우수

청소년 선도보호 육성
법사랑위원

대덕구지구협의회
16,000 10,650 5,350 매우우수

청소년 유해환경감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대덕구지회
4,465 1,500 2,965 매우우수

2018년 
대덕모범운전자지회 지원

대덕모범
운전자회

38,000 5,000 33,000 우수

2018년 녹색어머니회 
대덕지회 지원

녹색어머니회
대덕구지회

6,600 4,000 2,600 우수

2018년 추석맞이 
귀성차량 무상안전점검

대전자동차 전문정비
사업조합

(대덕,북부지회)
13,192 3,500 9,692 매우우수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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