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첨 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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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자부담

2019년 청년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손끝행복 외 5팀 7.5 6 1.5 매우
우수

다문화가정 우리글 이름갖기 지원사업 행정동우회 12.06 90.4 3.02 우수

진도군 새마을회 사업보조 진도군 새마을지회 17.8 17.8 - 우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진도군협의회 산업시찰 민주평통 진도군협의회 39 30 9 보통

정보화마을 운영비보조(소포,접도,조도) 소포 외 2 10.8 10.8 - 매우
우수

효실천운동지원 사)한국효도회전남지부진도지회 5.6 5.6 - 보통

관광진흥협의회 운영비(관광홍보사업) (사)진도군 관광진흥협의회 156.3 155.3 1 우수

진도시티투어 운영비 (사)진도군 관광진흥협의회 5 5 - 우수

문화학교 운영 진도문화원 10 10 - 보통

고문서 국역사업지원 진도문화원 20 20 - 우수

진도문화지 발간지원 진도문화원 20 20 - 우수

향토사 자료 수집관리 진도문화원 6 6 - 우수

진도문화원 60년사 발간 진도문화원 50 50 - 보통

청소년 및 주민 인성교육 지원 진도향교 4 4 - 보통

문화예술단체 활동 및 문화예술사업 지원 임회여성농악보존회 외 4 9.9 9 0.9 보통

진도예술아카데미 운영 지원 한국예총 진도지회 30 30 - 보통

찾아가는 서화체험장 운영지원 미술협회 진도지부 6 6 - 보통

당산문학집 발간 당산문학회 3.8 3 0.8 보통

진도문학 발간 문인협회 진도지부 4 3 1 보통

국악협회 전수관 운영보조 국악협회 4.5 4.5 - 매우우수

진도 민속문화예술단 전수관 운영보조 진도민속 문화예술단 5.5 4.5 1 매우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자부담

고군면 민속전수관 운영 보조 고군민속전수관 6.6 4.5 2.1
매우
우수

의신면 민속전수관 운영 보조 의신민속전수관 4.7 4.5 0.2
매우
우수

임회면 민속전수관 운영 보조 임회민속전수관 4.5 4.5 -
매우
우수

지산면 민속전수관 운영보조 지산민속전수관 4.5 4.5 -
매우
우수

소포 전통 민속전수관 운영보조 소포민속전수관 4.7 4.5 0.2
매우
우수

빗기내 민속전수관 운영 보조 빗기내민속전수관 4.5 4.5 -
매우
우수

제58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53 140 13 보통

제31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 진도군체육회 87.1 87 0.1 보통

제14회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2 12 - 보통

전국체전 소년체전 단체지원금 진도군체육회 2 2 - 보통

전국 및 전남 게이트볼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5.2 5 0.2 보통

전국 및 전남 궁도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4 4 - 보통

전국 및 전남 족구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2.1 2 0.1 보통

전남 및 전남 축구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4.1 4 0.1 보통

제14회 전라남도지사기 태권도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제14회 전라남도지사기 배구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5 1.5 - 보통

제14회 전라남도지사기 테니스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 1 - 보통

제14회 전라남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9 1 0.1 보통

전라남도지사기 수영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 1 - 보통

제7회 전라남도지사기 등산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2 1.5 0.5 보통

제13회 전라남도지사기 탁구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1 1 0.1 보통

제7회 전라남도지사기 야구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1 1 0.1 보통

제14회 전라남도지사기 볼링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2 1 0.2 보통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자부담

전라남도협회장배 골프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 1 - 보통

대통령기 전국 씨름왕 전남선발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1 1 0.1 보통

전라남도지사배 생활체조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 1 - 보통

어린이 생활체육대출전 출전 진도군체육회 3 3 - 보통

전남 바둑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 1 - 보통

대한민국족구협회장기 출전 진도군체육회 1 1 - 보통

전국 및 전라남도 풋살대회 출전 진도군체육회 1 1 - 보통

제21회 전라남도 연합장기 게이트볼 출전 진도군체육회 2.5 2.5 - 보통

제14회 전라남도지사기 게이트볼 출전 진도군체육회 2.4 2.4 - 보통

읍면게이트볼장 운영비 진도군체육회 33.3 31.9 1.4 보통

체육동호회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진도군체육회 21.1 21.1 - 보통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회 진도군체육회 1.2 1.2 - 보통

제27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체장애인진도지부 3 3 - 보통

제3회 전라남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체장애인진도지부 17 17 - 보통

전국 지체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체장애인진도지부 2 2 - 보통

제19회 전남 농아인체육대회 출전 농아인협회진도지부 5 5 - 보통

제14회 전남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시각장애인협회 진도지부 5 5 - 보통

우수선수 육성지원 진도군체육회 3 3 - 보통

생활체육교실 운영 진도군체육회 8 8 - 보통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진도군체육회 2 2 - 보통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진도군체육회 2 2 - 보통

여성 생활체육 강좌 진도군체육회 2 2 - 보통

장수체육대학 운영 진도군체육회 2 2 - 보통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자부담

재난비상 통신용 중계기 설치 (사)진도재난대응봉사회 7.2 7.2 - 우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보조금 해남완도진도범죄피해자지원센터 33.5 30 3.5 우수

녹색어머니회 운영비 녹색어머니회 3.3 3 0.3 우수

택시요금 카드 통신료 지원 진도군 개인택시지부 외
8개 일반택시업체 5.3 5.3 - 매우

우수

일반 여객항로 결손금 지원 ㈜H/L해운서진도농협 562.5 562.5 - 우수

도서주민 해상교통수단 지원 금호도마을, 모도마을 92 86 6 우수

청년점포챌린지숍 지원사업 양*열 외 3 84 53.4 30.6 우수

도서자가발전시설 유류대지원

5개도서 유류대지원(주지도,
광대도,송도,양덕도,독거혈도)

8 8 - 보통

운영요원 인건비 1,500 1,500 - 우수

폐유수거비 10 10 - 우수

발전소 운영 유류대(경유) 400 400 - 우수

발전소 운영 유류대(윤활유) 24 24 - 우수

전통주 국내외 판촉 및 수출지원 대대로(영) 20 10 10 우수

전통주 홍보물 제작지원 전통주제조업체 20 10 10 보통

홍보용 진도홍주 유리잔 제작지원 진도홍주연합회 50 30 20 우수

진도아리랑농수산물 택배비지원 메밀꽃유채향 외 7 30 30 - 보통

군수품질인증 안정성 검사비 진도새마을금고 외 10 9 9 - 우수

지리적표시제 사후관리사업 진도군전복협회 외 1 34.3 24 10.3 우수

원예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NH농협진도군지부 300 60 240 우수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 진도큰집 외 63 400 200 200 우수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사업 - 21 21 - 보통

대도시 우수진도 농수산물 홍보 축제 지원 한국수산업 경영인 진도군 연합회 20 20 - 우수

벼 포트 육묘 상자 지원 포트묘 재배 희망농가 152.6 76.3 76.3 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자부담

농업용 방제 혼용용기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등 46 21 25 우수

친환경 둠벙 조성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등 50 40 10 보통

전남 10대 브랜드 쌀 포장재 지원 김*명 외 3 160 80 80
매우
우수

원예작물 저온피해 예방 다겹보온커튼 지원 박*진 21.8 10.9 10.9 보통

소득특화작목 육성지원 윤*석 외 138 280 140 140
매우
우수

원예시설 환경개선 박*일 외 45 338 169 169 우수

대파기계 정식용 포트 지원 정*현 외 70명 120 60 60 우수

겨울채소 가공유통 촉진 포장재 지원 대파나라영농조합법인 30 15 15 우수

낙지통발 미끼구입비 지원 낙지통발협회 100 50 50 우수

멸치 자숙기 구입지원(소형) 낭장망협회 60 30 30 우수

멸치 자숙기 구입지원(대형) 낭장망협회 64 32 32 우수

멸치 선별기 공급 지원 낭장망협회 131 65.5 65.5 우수

김 육·해상 채묘지원 김생산자연합회 500 250 250 우수

물김 폐기비용 지원 김생산자연합회 90 50.7 39.3 우수

전복가두리 차광막 지원 진도군전복협회 50 25 25 우수

전복해삼양식용 세척기 지원
진도군전복협회
진도군해삼협회

20 10 10 우수

해조류종묘 자동꽂이 장치지원 진도군전복협회 50 25 25 보통

톳 양식장 로프 지원 톳생산자협희외 100 50 50 우수

수산물 ASC인증 비용 지원 전복섬영어 조합법인 50 50 - 매우우수

어미 낙지 방류사업 낙지통발자율 관리어업공동체 60 30 30 우수

양봉농가 화분 지원사업 양봉농가 26.6 13.3 13.3 우수

축산농가 미네랄블록 지원사업 축산농가 15.6 7.3 8.3 우수

축산농가 왕겨(톱밥) 지원사업 축산농가 91.2 45.2 45.9 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자부담

유해조수 구제단 운영비 지급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 20 20 - 보통

진도 환경클린운동 활동지원 그린진도21협의회 10 10 - 매우미흡

종균 및 배지지원사업 김*균 외 14명 80 40 40 보통

진도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의사 인건비 지원 진도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김재혁 156 156 - 매우
우수

민간병원 운영관리(의사인건비 1명) 진도전남병원 140 140 - 우수

민간병원 운영관리(간호사 인건비 2명) 진도전남병원 49 49 - 우수

관상산림식물보존 전시회 지원사업 진도난우회(회장 박*호) 12 10 2 우수

농촌지도자회 육성 농촌지도자회(회장 주*종) 2 2 - 우수

귀농인 이사비용지원 조*환 외 8명 10 10 - 우수

귀농인 영농자재지원 이*민 외 9명 41.5 30 11.5 우수

귀농인 정착자금지원 김*우 외 9명 8 60 22.5 우수

영농정착품목별 모임체 자율교육 추진 시설원예연구회 외 1개소 11.4 10 1.4 우수

진도선발 흑미 증식단지 조성사업 주*종 외 6명 9 6.3 2.7 매우
우수

논활용 고추 조기재배 기반조성 김*호 21 14.7 6.3 우수

애플수박 재배농가 육성시범 고*판 외 1명 50 35 15 매우
우수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한국자유총연맹 진도군지회 운영보조 자유총연맹 진도군지회 11 11 - 보통

바르게살기운동 운영보조 바르게살기 진도군협의회 20 20 - 보통

진도군새마을회 운영보조 진도군새마을지회 33 30 3 보통

진도군재향군인회 운영보조 진도군 재향군인회 1.2 1.2 - 보통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진도군협의회 운영보조 민주평통 진도군협의회 17.9 9 8.9 보통

보훈단체 운영보조금(7개단체)

보훈회관 임차료
보훈단체(7개소) 89 89 - 매우

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자부담

지체 장애인단채 운영지원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

38.2 38.2 - 매우우수

시각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진도군지회

5 5 - 보통

농아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사)전남농아인협회
진도군지회

6 6 - 매우
우수

전남 신체장애인복지회 운영지원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

4 4 - 매우
우수

전국산업재해장애인협회 진도군지부운영지원
전국산업재해장애인협회
진도군지부

2 2 - 보통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 진도여성단체협의회 16.8 16.8 - 우수

관광진흥협의회 운영비(운영경비) (사)진도군 관광진흥협의회 87.1 86.6 0.5 우수

문화원 운영보조 진도문화원 95 95 - 우수

문화원 도서관 운영보조 진도문화원 32.2 32.2 - 우수

향토사 연구원 인건비 진도문화원 22.6 22.3 - 보통

한국예총 진도지회 운영비지원 한국예총 진도지회 60 60 - 보통

진도 여성 합창단 운영보조 진도여성합찬단 16.9 16.9 - 보통

진도군체육대회운영보조 진도군체육회 85.9 85.9 - 보통

진도아리랑 스포츠클럽 운영보조 진도아리랑스포츠클럽 58.9 58.9 - 보통

진도군통합방위협의회 운영보조 통합방위협의회 7.5 7.5 - 매우
우수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진도군 지역자율 방재단 7 7 - 우수

모범운전자회 진도군지회 운영비 모범운전자회 6 5 1 우수

진도군 수산단체 연합회 운영비 지원 수산단체연합회 12 12 - 우수

진도그린21협의회 운영비 그린진도21협의회 13 13 - 매우
미흡

후계농업경영인 연합회 지원 농업경영인회(회장 박*태) 5 5 - 우수

민간행사보조

읍·면 이장단 사기진작(문화 및 체육행사) 보조 전국이·통장연합회 진도군지회 13 13 - 보통

진도군재향군인회 사업보조 진도군 재향군인회 6.8 6.8 - 보통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자부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진도군협의회 행사보조 민주평통 진도군협의회 18.8 16 2.8 보통

호국보훈 가족의날행사 보훈단체연합회 8 8 - 매우우수

보훈단체 행사지원(호국순례행사) 보훈단체(7개소) 30.3 30.3 - 매우우수

장애인의날 행사지원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

5 5 - 우수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

2 2 - 보통

전남장애인한마음대축제(합동결혼식)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

4 4 - 우수

지체장애인의날 기념행사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

1.9 1.9 - 매우우수

전남농아인의날 기념행사 사)전남농아인협회 진도군지회 1.4 1.4 - 매우우수

청각언어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사)전남농아인협회 진도군지회 2.5 2.5 - 매우우수

흰지팡이의날 기념 복지증진대회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진도군지회

1.3 1.3 - 보통

진도군장애인한마음축제지원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

12 12 - 우수

제7회 진도군장애인단체 어울마당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

2 2 - 보통

진도군 경로의달 행사지원
조도면 경로의달 행사지원

각읍면 민간단체 63 63 - 보통

군민한글학교(문해교육) 백일장개최 한국문인협회진도지부 6 6 - 우수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 진도 여성단체협의회 5.8 5.8 - 우수

다문화 가족 한마음 축제 지원
진도군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 10 - 우수

다문화 이해교실 운영
진도군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 7 - 우수

청소년 어울마당 축제 지원 청소년어울마당추진위원회 12 12 - 우수

지역사회범죄예방 및 청소년상담 보호활동 지원 법무부법사랑 위원회 2 2 - 우수

진도군 보육교직원 워크숍 어린이집 12개소 5 5 - 우수

어린이날 행사 진도어린이 한마당추진위원회 20 20 - 우수

2019 해넘이 행사 지산서부청년회 5 5 - 우수

2020 해맞이 행사 6개 읍·면 봉사단체 18 18 - 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자부담

소포 검정쌀축제 행사 소포리마을회 10 10 - 우수

진도문화예술제 추진 한국예총진도지회 100 100 - 보통

문화원의 날 행사 개회 보조 진도문화원 3 3 - 보통

삼별초 항몽 순의제례 봉행 진도문화원 3.5 3.5 - 보통

역사문화 답사 진도문화원 15 15 - 우수

등록사립미술관 기획전 개최보조
(진도현대,장전,나절로,솔마루)

진도현대 10 10 - 우수

향교유림 전통사업 지원(기로연) 진도향교 2.5 2.5 - 우수

석전대제 봉행식 개최 지원 진도향교 5 5 - 우수

단군제 봉행식 개최 지원 진도 단군숭모회 2.4 2 0.4 우수

예의실천 결의대회 개최 지원 (사)범국민 예의생활실천본부 2 2 - 우수

제22회 대한민국 남도민요 경창대회 개회 지원 국악협회진도지부 83 82 1 우수

제13회 진도 대한민국 고수대회 개최지원 국악협회진도지부 50.6 50 0.6 우수

제15회 대한민국 소치미술대전 개최지원 미술협회진도지부 86.2 65 21.2 매우
우수

제7회 대한민국 청소년국악제 한국예총진도지회 35 35 - 보통

제2회 청소년을 위한 열린음악회 개최지원 예술인협회진도지부 1 1 - 보통

제17회 가계 해변가요제 예술인협회진도지부 30 30 - 보통

제14회 조도 해변가요제 개최지원 예술인협회진도지부 15 15 - 보통

제5회 전국 한시 진도백일장 대회 개최지원 진도문화원 25 25 - 보통

산사음악회 개최지원 쌍계사 산사음악회 20 20 - 보통

돈지 논배미 축제 행사보조 돈지논배미축제추진위원회 11 10 1 보통

연등축제 개최지원 진도연등축제추진위원회 12 8 4 보통

인지리 민속문화예술제 개최 지원 지산민속전수관위원회 5 5 - 보통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자부담

전라남도 국악제 참가 지원 국악협회진도지부 7.7 7 0.7 보통

도민 합창대회 참가 지원 진도여성합창단 45 4.5 - 보통

소전휘호대전 개회 지원 미술협회진도지부 36 30 6 보통

진도북놀이 전국 경연대회 개최지원 진도북놀이보존회 30 30 - 보통

대한민국  국악제 개최 지원 한국국악협회 50 50 - 보통

명인·명창 초청 공연  개최 지원 국악협회 전남지회 120 20 100 보통

세방노을제 및  진도예술인의 날 행사지원 한국예총진도지회 5 5 - 보통

진도군 학생미술  실기대회 개최 지원 미술협회진도지부 2 2 - 보통

진도군민 백일장 개최  지원 문인협회진도지부 2 2 - 보통

진도문인협회 찾아가는  시화전 문인협회진도지부 2 2 - 보통

진도미술협회 진도미술제 미술협회진도지부 2 2 - 보통

진도미술협회 영호남  교류전 미술협회진도지부 2 2 - 보통

사진작가협회 진도지부  영호남 교류전 사진작가협회 진도지부 1.8 1.5 0.3 보통

제474회 이충무공  탄신제 보조 해병대진도전우회 5 5 - 보통

진도사미회 사제동행  미술작품전 진도사미회 3 3 - 보통

한국서예협회 진도지부전  개최 한국서예협회진도지부 3.6 3 0.6 보통

대한민국  서예진흥협회 진도지부전 서예진흥협회 진도지부 2.6 2 0.6 보통

진도출신 문화예술인의  재조명 진도학회 10 10 - 보통

굴포마을 당제 및 고산  윤선도 추모제 굴포당제 보존회 1.8 1.5 0.3 보통

진도한시협회 전국  경승지 탐방 한시아회 한시협회진도지부 2.5 2 0.5 보통

세시풍속 행사 지원 고작청년회 외 6 20 6 14 보통

한국전통무용경연대회  개최 지원 진도한춤보존회 7 2 5 보통

향현사 제사비용 진도문화원 1.2 1.2 - 매우
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자부담

향토문화유산 공개행사 진도문화원 25 25 - 매우
우수

동·하계 전지훈련 및  대회 유치비 지원 진도군체육회 99.3 99.3 - 보통

동·하계 청소년  스토브리그 축구대회 개최 진도군체육회 80.1 80 0.1 보통

동하계 전지훈련 홍보비 진도군체육회 15 15 - 보통

제29회  진도군 청소년축구대회 개최 진도군체육회 23.3 13.5 9.8 보통

진도군수배 및  진도군협회장기 축구대회 개최 진도군체육회 5.1 5 0.1 보통

제15회 진도군협회장기 청소년 배구대회 개최 진도군체육회 9 9 - 보통

제25회 진도군협회장기  배구대회 개최 진도군체육회 3 3 - 보통

진도군협회장배 배구  동호회 클럽리그전 개최 진도군체육회 2 2 - 보통

제15회 진도군수배 전국 족구대회 개최 진도군체육회 23 20 3 보통

제23회 진도군협회장기 테니스대회 개최 진도군체육회 2 2 - 보통

제14회 진도군수배 전남 광주 테니스대회 개최 진도군체육회 16.8 10 6.8 보통

제15회 진도군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 개최 진도군체육회 2.7 2 0.7 보통

제5회 진도군수배 배드민턴대회 개최 진도군체육회 30 10 20

제11회 진도군협회장기 골프대회 개최 진도군체육회 3.4 2 1.4 보통

제8회  진도군협회장기 직장인 골프대회 개최 진도군체육회 5 5 - 보통

제3회 진도군수배 골프대회 개최 진도군체육회 9 8 1 보통

제11회 진도군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 개최 진도군체육회 4.8 4 0.8 보통

제12회 진도군협회장기  여성 게이트볼대회 개최 진도군체육회 2.4 2 0.4 보통

제14회 진도군수기 게이트볼대회 개최 진도군체육회 15.4 15 0.4 보통

제3회 진도군수배 여성게이트볼대회 개최 진도군체육회 4.4 4 0.4 보통

제8회 진도군수배 전남 광주 탁구대회 개최 진도군체육회 17.5 8 9.5 보통

제8회 진도군수배 전남 광주 탁구대회 개최 진도군체육회 22.2 15 7.2 보통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자부담

제19회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개최 진도군체육회 45 45 - 보통

각종 전국스포츠대회 유치 진도군체육회 10 10 - 보통

진도군체육인의 밤 행사개최 진도군체육회 5 5 - 보통

군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보조 진도군체육회 60.1 60 0.1 보통

스포츠 교류행사 및 주말리그 운영 진도군체육회 20 19.4 0.6 보통

제12회 진도해안도로 전국 자전거랠리대회 개최 진도군체육회 20 10 10 보통

몽골육상팀 초청 동계 합동훈련 지원 진도군체육회 13.8 13.8 - 보통

제6회 6개시군 친선 파크골프대회 개최 진도군체육회 5.5 5 0.5 보통

제2회 진도군수배 파크골프대회 개최 진도군체육회 6.2 5 1.2 보통

제2회 진도군수배 바둑대회 개최 진도군체육회 7.2 5 2.2 보통

진도군체육인 한마당축제 개최 진도군체육회 25 25 - 보통

각종 체육행사 의료진 배치 진도군체육회 18.8 18.8 - 보통

전남 광주 서남부  16개정 남녀 궁도대회 개최 진도군체육회 16 13 3 보통

제15회 진도서부인  체육대회 및 
한마음잔치 행사 보조

진도군체육회 18.4 10 8.4 보통

면 체육대회  행사보조 진도군체육회 125.3 100 25.3 보통

조도면 체육대회 행사  보조 진도군체육회 30 25 5 보통

군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 보조(진도읍) 진도군체육회 35.4 25 10.4 보통

군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 보조(조도) 진도군체육회 40 25 15 보통

해상교량 국제 심포지움 행사 지원 진도군 10 10 - 매우
우수

진도군 농업인단체 행사지원 진도군농민회 20 10 10 미흡

수산인의 날 행사보조 수산단체연합회 13 13 - 우수

수산업경영인 한마음대회 보조
수산업경영인 전라남도대회 참가보조

한국수산업경영인진도군연합회 28 28 - 우수

진도 수산물축제 행사지원 진도군수협 50 50 - 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자부담

김의날 행사 참석보조 김생산자연합회 5 2.2 2.8 우수

제2회 임업인 한마음 대회 행사 지원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진도군지회

10 7 3 우수

전라남도 농업경영인대회 개회 농업경영인회(회장 박*태) 180 180 - 매우
우수

운수업계보조금

운수업체 유가보조금(12회) 운수업체 700 700 - 우수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 진도여객, 옥주여객, 조도여객 689 689 - 우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장애인종합복지관 목욕장 운영비 진도군장애인복지관 71 71 - 매우
우수

사회복지사업보조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구재 지원사업 진도군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4 - 우수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진도군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 6 - 우수

유스호스텔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지원사업 유스호스텔 19 19 - 우수

민간보육시설 보조인력 인건비 민간·가정 어린이집 75 75 - 매우
우수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378.8 378.8 - 우수

무상급식 지원(보육시설, 사립유치원) 진도어린이집 외 13 75 75 - 매우
우수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제8539부대1대대 110 110 - 매우
우수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고엽제전우회 차량지원 고엽제전우회 35 35 - 보통

마을복지회관 신축 마을회(관마,월가,읍구) 460 460 - 우수

마을복지회관 보수 마을회(수유외 17개소) 200 200 - 우수

소규모 수산물 가공시설사업 대림수산(박*석) 150 75 75 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자부담

진도홍주 제조시설(이동라인)교체지원 진도홍주제조업체 50 25 25 매우
우수

농업용  지게차 지원 김*겸 외 20 525 262.5 262.5 매우
우수

곡물건조기 지원 이*제 외 1 20 10 10 매우
우수

대파 승용 정식기 지원 김*식 외 1 74 37 37 우수

구기자 비가림 하우스  지원 차*지 외 10명 132.4 66.2 66.2 보통

고추 등 건조시설 및  장비 지원 김*호 외 1명 200 100 100 보통

쌀귀리 생산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진도벤처팜(채*일) 760 532 228 매우
우수

기후변화대응 아열대과수 육성지원 이*진 외 1명 236 118 118 보통

스마트팜 환경제어 시설장비 지원 진도군 친환경 김*식 60 30 30 매우미흡

다목적인양기 보수지원 송군어촌계 외 9 60 30 30 매우
우수

어선장비보급 지원사업 윤*식 외 22 100 50 50 우수

양식장 관리기 지원 최*석 외 4 100 50 50 우수

전복선별기 지원 김*곤 외 7 69.5 34.8 34.7 우수

육상양식장 해수직수시설 지원 하*애 외 1 400 200 200 우수

어류양식장 수중펌프 지원 서*석 외 4 50 25 25 보통

액화산소 공급 지원 박*덕 외 7 50 25 25 우수

진도개 방사장 설치 지원사업 강*수 외 6명 21 10.5 10.5 매우
우수

진도개 견사 지원사업 곽*환 외 53명 35 24.5 10.5 매우
우수

축사환경 시설개선 지원사업 축산농가 45.2 21.4 23.8 우수

맞춤형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축산농가 52.8 26.4 26.4 우수

양봉농가 벌통 지원사업 양봉농가 21 10.5 10.5 우수

표고버섯 전용 비닐하우스 지원(271㎡기준) 김*필 외 1명 38.7 19.4 19.4 보통

임산물 비가림하우스 지원 허*현 33 16.5 16.5 보통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계 보조금 자부담

임산물 가공 및 포장 기계 지원 김*표 외 5명 40 20 20 보통

표고재배시설 개선사업 강*준 외 11명 5.4 25.2 25.2 우수

산림조합 임업기계장비 구입지원 진도군산림조합 141.1 70.6 70.6 우수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지원사업 김*남 외 1명 60 42 18 우수

영농4-H회원 과제활동 지원사업 이*록 6.5 5 1.5 우수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장*민 외 9명 6.4 50 1.4 우수

귀농인 청장년 창농지원 정*길 외 4명 75.1 52.6 22.6 우수

딸기 양액재배 시설 지원 최*식 60 42 18 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