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2015

년 민간이전경비 등 성과평가 결과2014

민간단체 사회단체 등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하여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등을 결정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확보

평가 개요.Ⅰ
평가근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 조 제 호: 4 3❍

행안부 훈령 제 호(2013. 7. 29. 12 )

평가대상 :❍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행사운영비 민간자본보조, , , ,
사회복지보조 사회단체보조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

사회단체보조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축제성 보조금은, ,※

해당조례 위원회에서 자체 평가

평가기간 : 2014. 9. 1 9. 12～❍ 기간 중 일간 실시1※

평가방법 :❍ 주민참여예산 각 분과위원회 개 에서 해당 분야별 평가(6 )

평가결과는 년 예산편성에 반영2015※



평가내용 및 배점.Ⅱ
평가항목 사업 및 계획 점 관리 점 성과 점: (15 ), (25 ), (60 )○

평가항목 배점 주요내용 비고

사업 및

계획

(15)
10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여부○ ․
5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지 여부○

관리

(25)

5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지

15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5 예산절감또는집행의효율성을제고한실적이있는가○

20△
보조금 예산집행 과정에서 민원을 야기하거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지

성과

(60)
40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20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배점기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점수 점 이상90 점이상80 ～

점미만90
점이상70 ～

점미만80
점이상60 ～

점미만70 점미만60

내용

항목별 고려사

항에 있어 모

든 사항이 실

행되고 실질적

인 성과가 있

는 경우

항목별 고려사

항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항

이 실행되고,

일부 성과가

있는 경우

항목별 고려사

항 중 일부만

실시된 경우

항목별 고려사

항에 대해 원

론적 최소 범,

위 내에서 실

행된 경우

항목별 고려사

항에 대한 노

력수행이 없는

경우



년도 민간이전경비 등 성과평가 결과2014

소관분과 소관부서 사 업 명 과 목 사 업 비
천원( )

평가
결과

행정지원 감사담당관 청렴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 행사운영비 4,500 보통

행정지원 안전행정과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 행사운영비 18,000 우수

행정지원 안전행정과 제 회 전라남도지사기17
시군 공무원 축구대회· 행사운영비 28,500 보통

행정지원 안전행정과 제 주년 절 기념식 행사95 3·1 행사운영비 8,500 보통

행정지원 안전행정과 대 시민운동 전진대회Oh! yeosu 4 행사운영비 21,600 우수

행정지원 안전행정과 재경여수시향우회 좌수영향우회지˝ ˝
제 호 책자 발간28 민간경상보조 9,500 보통

행정지원 안전행정과 사여수지구촌사랑나눔회( )
해외의료봉사활동 보조 민간행사보조 28,500 우수

행정지원 안전행정과 이북 도민회 합동 망향제5
통일기원 한마음 행사 민간행사보조 6,650 보통

행정지원 안전행정과 이북 도민회 체육행사5 민간행사보조 1,900 보통

행정지원 안전행정과 민주평통자문회의 통일활동 행사 민간행사보조 36,765 미흡

행정지원 안전행정과 북한 이탈주민 위안행사 민간행사보조 2,850 보통

행정지원 안전행정과 시민의 날 행사 민간행사보조 200,000 탁월

행정지원 안전행정과 읍면동 순방 시정보고
및 주민과의 대화 행사운영비 10,800 우수

행정지원 안전행정과 제 회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3 · 민간행사보조 30,000 우수

행정지원 안전행정과 전남 동부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 20,000 보통

행정지원 안전행정과 새마을운동 여수시지회
야생화단지 조성 민간경상보조 5,000 우수

행정지원 안전행정과 새마을문고여수시지부 대통령기
제 회 국민 독서경진대회34 민간행사보조 3,800 보통

행정지원 안전행정과 재향군인회 전적지 및
안보시설등 순례행사 민간행사보조 8,000 보통

행정지원 안전행정과 재향군인회 평화안보 포럼 행사 민간행사보조 4,750 보통

행정지원 안전행정과 새마을부녀회 한마음
어울마당 참가 지원 민간경상보조 2,700 우수



소관분과 소관부서 사 업 명 과 목 사 업 비
천원( )

평가
결과

행정지원 안전행정과 민족통일여수시협의회 전국대회
및 전남도대회 참가 지원 민간경상보조 4,000 보통

행정지원 안전행정과 새마을가족 수련대회 민간행사보조 7,695 보통

행정지원 안전행정과 한국자유총연맹 여수시지회
평화통일 기원 웅변대회 민간행사보조 2,375 보통

행정지원 안전행정과 새마을운동 여수시지회 바다환경가꾸기
현장활동 행사 민간행사보조 4,750 우수

행정지원 안전행정과 주민주도형 마을특화사업 공모 민간경상보조 40,000 우수

행정지원 안전행정과 주민자치 마을사업 컨설팅워크숍( ) 민간경상보조 10,000 보통

행정지원 안전행정과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 출품 지원 민간경상보조 9,000 우수

행정지원 안전행정과 주민자치센터 마을특화행사 공모 민간행사보조 35,000 우수

행정지원 안전행정과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 17,000 우수

행정지원 체육지원과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출전 선수단 지원 민간경상보조 10,000 우수

행정지원 체육지원과 체육회 운영요원 지원 민간경상보조 31,200 보통

행정지원 체육지원과 제 회 시민체육대회 행사16 민간행사보조 71,250 우수

행정지원 체육지원과 제 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 지원53 민간경상보조 210,000 우수

행정지원 체육지원과 시장기대회 민간행사보조 27,075 보통

행정지원 체육지원과 년 영호남 교류 정구대회2014 · 민간행사보조 3,800 미흡

행정지원 체육지원과 제 회 신인배 테니스대회17 민간행사보조 4,275 보통

행정지원 체육지원과 국제 탁구 교류대회중국 양저우시 방문( ) 민간행사보조 6,840 보통

행정지원 체육지원과 각종 대회 출전 및 행사 지원 민간경상보조 8,000 보통

행정지원 체육지원과 제 회 조기클럽 축구대회3 민간행사보조 3,230 미흡

행정지원 체육지원과 년 영호남 사회인 야구대회2014 · 민간행사보조 19,000 미흡

행정지원 체육지원과 전라남도 학생 육상대회 개최 민간행사보조 30,000 미흡



소관분과 소관부서 사 업 명 과 목 사 업 비
천원( )

평가
결과

행정지원 체육지원과 학교 운동경기부 지원 교육기관에대
한보조 180,400 우수

행정지원 체육지원과 학교 운동경기부 지도자 지원 교육기관에대
한보조 96,000 보통

행정지원 체육지원과 엘리트 체육 지원 교육기관에대
한보조 200,000 우수

행정지원 체육지원과 제 회 전국 권격도공수도대회 개최7 ( ) 민간행사보조 10,000 미흡

행정지원 체육지원과 생활체육회 운영요원 지원 민간경상보조 31,200 보통

행정지원 체육지원과 시민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보조 31,000 보통

행정지원 체육지원과 앰프 구입 민간자본보조 3,000 저조

행정지원 체육지원과 제 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26 민간경상보조 110,000 우수

행정지원 체육지원과 제 회 여수시 생활체육대회13 민간행사보조 71,250 보통

행정지원 체육지원과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족구축구( , ,
배드민턴탁구정구게이트볼, , , ) 민간행사보조 27,075 보통

행정지원 체육지원과 전국도단위 대회 개최 및 출전· 민간경상보조 20,000 보통

행정지원 체육지원과 제 회 전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9 민간경상보조 25,000 보통

행정지원 체육지원과 월드컵 거리 응원브라질2014 ( ) 민간경상보조 20,000 저조

행정지원 체육지원과 전라남도 청소년 클럽대항 생활체육 대회2014
참가 지원 민간경상보조 3,000 보통

행정지원 체육지원과 제 회 영호남 생활체육대회17 · 민간행사보조 28,500 미흡

행정지원 체육지원과 년 동부지역 노인 게이트볼 대회2014 민간행사보조 4,000 보통

행정지원 체육지원과 대통령배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지원2014 민간경상보조 3,000 보통

행정지원 체육지원과 제 회 거북선기 남해안 축구대회8 민간행사보조 7,600 저조

행정지원 체육지원과 제 회 한중일 국제 교류도시 바둑대회16 · ·
출전중국 방문( ) 민간행사보조 4,750 보통



소관분과 소관부서 사 업 명 과 목 사 업 비
천원( )

평가
결과

행정지원 체육지원과 제 회 오동도배 전국 청소년1
축구대회아이 리그(I) 민간행사보조 25,000 보통

행정지원 체육지원과 장애인체육회 간사 인건비 민간경상보조 19,200 보통

행정지원 체육지원과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민간경상보조 40,000 저조

행정지원 체육지원과 경기용품기구 지원( ) 민간자본보조 10,000 저조

행정지원 체육지원과 제 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22 민간경상보조 45,000 우수

행정지원 체육지원과 제 회 여수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16 민간행사보조 14,250 보통

행정지원 체육지원과 제 회 전국 장애인 댄스 스포츠대회5 민간행사보조 19,000 보통

행정지원 체육지원과 제 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34 민간경상보조 5,000 우수

행정지원 체육지원과 제 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참가 지원23 민간경상보조 3,500 우수

행정지원 체육지원과 제 회 전남 농아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14 민간경상보조 5,000 우수

행정지원 체육지원과 종목별 전국 장애인대회 개최 및 출전 민간행사보조 4,750 우수

행정지원 체육지원과 전지훈련팀 지원동하계( · ) 민간경상보조 25,000 우수

행정지원 체육지원과 전지훈련팀 리그전 개최 민간행사보조 64,500 우수

행정지원 정보통신과 정보화마을 운영사업 지원 민간경상보조 17,961 우수

행정지원 기획예산과 정부 과 지방의 재발견 학술대회3.0 민간경상보조 10,000 보통

행정지원 기획예산과 세계 대미항여수 가꾸기 홍보방송4 민간경상보조 100,000 보통

행정지원 기획예산과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민간경상보조 7,000 우수

행정지원 기획예산과 주민예산제 연구회 운영 민간경상보조 5,000 우수

행정지원 박람회활용과
해양관련 유치 인센티브 제공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해양연구센터 사무실 임차료
보조)

민간경상보조 17,187 보통

행정지원 박람회활용과 박람회 사후활용 추진 운영 민간경상보조 20,000 보통



소관분과 소관부서 사 업 명 과 목 사 업 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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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 박람회활용과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추진 행사 민간행사보조 5,031 보통

행정지원 박람회활용과 여수세계박람회 주제구현 심포지엄2012 민간경상보조 20,000 보통

행정지원 박람회활용과 박람회 정신계승 미래 해양 아카데미 운영「 」 민간행사보조 10,000 보통

행정지원 박람회활용과 박람회 주년 기념 시민과 함께하는 힐링콘서트2 민간행사보조 20,000 보통

행정지원 박람회활용과 국제교류행사 운영비 행사운영비 9,500 보통

행정지원 박람회활용과 한중어린이민박교류사업 민간경상보조 6,000 우수

행정지원 박람회활용과 국제자매우호도시 등 해외 청소년
민박교류 사업보조 민간경상보조 5,000 우수

행정지원 지역경제과 재활용품 나눔장터 중고나라 여수 벼룩시장
개장 행사운영비 19,000 우수

행정지원 지역경제과 기업사랑 운동추진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50,000 보통

행정지원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아카데미 및 컨설팅 운영 지원 민간경상보조 21,000 저조

행정지원 지역경제과 전통공예품 발굴 육성사업 민간경상보조 4,900 우수

행정지원 지역경제과 사회적기업 공동쇼핑몰 운영 민간경상보조 2,100 우수

행정지원 산단지원과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운영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50,000 보통

행정지원 산단지원과 지역 청소년 대상 여수산단 바로알기 및
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교육사업 민간경상보조 9,000 우수

행정지원 산단지원과 오천산단 폐수처리장 운영비 보조 민간자본보조 150,000 우수

행정지원 산단지원과 제 회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여수를 위한4
시민 걷기대회 민간행사보조 10,000 보통

행정지원 산단지원과 노동상담소 운영 민간경상보조 47,500 보통

행정지원 산단지원과 근로자의 날 행사 민간행사보조 7,220 미흡

행정지원 산단지원과 근로자 한마음 체육 행사 민간행사보조 32,300 보통

행정지원 산단지원과 여수산단 안전기술 세미나 합동추진 행사운영비 3,622 보통

행정지원 투자유치과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행사 민간행사보조 46,420 보통

행정지원 의회사무국 의회 직무향상을 위한 워크숍 행사운영비 19,000 보통



소관분과 소관부서 사 업 명 과 목 사 업 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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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 사회복지과 민관 주민서비스 워크숍 개최 행사운영비 4,500 우수

복지환경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공무원 힐링교육 행사운영비 10,000 우수

복지환경 사회복지과 보훈단체 전적지 호국순례상이군경회 등(
개단체8 ) 민간행사보조 61,700 우수

복지환경 사회복지과 제 회 현충일 추념행사59 행사운영비 8,000 우수

복지환경 사회복지과 경축일 현충탑 참배 물품신년 현충일 광복절( , , ) 행사운영비 600 우수

복지환경 사회복지과 주재년 열사 기념관 관리 운영 민간경상보조 3,000 우수

복지환경 사회복지과 전쟁 주년 행사6.25 64 민간행사보조 18,000 우수

복지환경 사회복지과 고엽제전우회 환자 봉사차량 운영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3,000 우수

복지환경 사회복지과 호국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안잔치 행사 개(8
단체) 민간행사보조 42,700 우수

복지환경 사회복지과 전남 여수지역 자활센터 사무실 임대료 민간경상보조 4,500 우수

복지환경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연합회 행사 지원 행사운영비 4,500 우수

복지환경 사회복지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 민간자본보조 60,000 우수

복지환경 사회복지과 섬복지 워크숍 행사 행사운영비 1,000 우수

복지환경 노인장애인과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위안잔치 행사( ) 민간행사보조 380,000 탁월

복지환경 노인장애인과 농어촌 이동 노인대학 운영보조 개 읍면(7 ) 사회복지보조 41,640 보통

복지환경 노인장애인과 대한노인회 여수시지회 간사 인건비 사회복지보조 14,400 우수

복지환경 노인장애인과 도서지역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사업 보조 민간자본보조 50,000 우수

복지환경 노인장애인과 찾아가는 노인 노래자랑 민간행사보조 70,000 미흡

복지환경 노인장애인과 경로당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보조 1,817,200 보통

복지환경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안마의자등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50,000 우수



소관분과 소관부서 사 업 명 과 목 사 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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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 노인장애인과 농어촌 이동 노인복지관 운영비 사회복지보조 26,250 우수

복지환경 노인장애인과 영락공원 주변마을 급수시설 관리 보조 민간경상보조 3,600 우수

복지환경 노인장애인과 영락공원 주변마을 해충방역 유류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1,943 우수

복지환경 노인장애인과 행복나눔 해피콜 봉사센터 운영 사회복지보조 45,000 보통

복지환경 노인장애인과 농아장애인 이동민원 봉사차량 봉사활동 사회복지보조 4,500 보통

복지환경 노인장애인과 여수시각장애심부름센터 노후차량 교체 민간자본보조 20,000 우수

복지환경 노인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수화랑 세상과 소통하기 사업 민간경상보조 9,200 우수

복지환경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댄스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지원 민간경상보조 6,000 보통

복지환경 노인장애인과 사랑의 끈 연결고리운동 전라남도대회 지원 민간행사보조 2,850 우수

복지환경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의 날 행사 민간행사보조 12,000 우수

복지환경 노인장애인과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 민간경상보조 900 우수

복지환경 노인장애인과 전남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 민간경상보조 1,800 우수

복지환경 노인장애인과 전국 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 지원 민간경상보조 1,170 우수

복지환경 노인장애인과 전국 장애인 게이트볼대회 참가 지원 민간경상보조 900 우수

복지환경 노인장애인과 전국 지체장애 여성대회 참가 지원 민간경상보조 450 우수

복지환경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현장체험 수련행사 개 단체(5 ) 민간행사보조 12,825 우수

복지환경 노인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 민간행사보조 1,710 우수

복지환경 노인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날 행사흰지팡이의 날( ) 민간행사보조 1,900 우수

복지환경 노인장애인과 농아인의 날 행사 민간행사보조 1,282 우수

복지환경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 민간행사보조 1,710 우수



소관분과 소관부서 사 업 명 과 목 사 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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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 노인장애인과 휠체어 장애인 극기훈련 행사 개단체(4 ) 민간행사보조 2,137 우수

복지환경 노인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등반 행사 민간행사보조 5,985 우수

복지환경 노인장애인과 전남 장애인 재활증진 행사 참가 지원 민간경상보조 1,170 우수

복지환경 노인장애인과 제 회 사랑의 수어 문화제2 민간행사보조 3,000 우수

복지환경 여성가족과 여성정책 기본계획 설명회 및 공청회 행사운영비 10,000 우수

복지환경 여성가족과 여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회복지보조 2,000 우수

복지환경 여성가족과 성매매 피해 여성 자활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보조 30,000 우수

복지환경 여성가족과 여성단체 리더십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운영비 5,000 우수

복지환경 여성가족과 여성주간 행사 민간행사보조 12,000 우수

복지환경 여성가족과 부부 공동 문패달기사업 자원 민간경상보조 375 우수

복지환경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사업 사회복지보조 20,000 우수

복지환경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한마당 행사 민간행사보조 4,750 우수

복지환경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연합 캠프 행사 민간행사보조 9,500 우수

복지환경 여성가족과 아동복지시설여수보육원 삼혜원하계캠프( , ) 사회복지보조 2,000 우수

복지환경 여성가족과 어린이날 한마다 행사 민간행사보조 17,082 우수

복지환경 여성가족과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보조 36,720 우수

복지환경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지원 사회복지보조 175,500 우수

복지환경 여성가족과 도서벽지 어린이집 차량운전원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보조 30,990 우수

복지환경 여성가족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사회복지보조 144,000 우수

복지환경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 민간행사보조 8,550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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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

평가
결과

복지환경 여성가족과 여수 영유아 보육복지 페스티벌 행사 보조 민간행사보조 47,250 보통

복지환경 여성가족과 법인 어린이집 차량지원베타니아( ) 민간자본보조 20,000 우수

복지환경 여성가족과 여수 다문화복지원 시설 운영보조 사회복지보조 40,000 보통

복지환경 여성가족과 여수외국인노동자센터 시설 운영 보조 사회복지보조 7,200 우수

복지환경 여성가족과 재여외국인 한마당 행사 민간행사보조 18,000 우수

복지환경 여성가족과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사회복지보조 8,000 우수

복지환경 여성가족과 청소년 현장체험학습 행사 민간행사보조 7,600 우수

복지환경 여성가족과 걸스카우트 청소년과 김치담그기 행사 민간행사보조 4,750 보통

복지환경 여성가족과 걸스카우트 청소년 현장 체험행사 민간행사보조 5,000 우수

복지환경 기후환경과 아름다운 여수 실천 사업 지원21 민간경상보조 90,000 우수

복지환경 기후환경과 기후보호 전문가 양성 지원 민간경상보조 8,000 보통

복지환경 기후환경과 온실가스 자율감축 지역행동계획
민관산학협의체 운영 보조 민간경상보조 30,000 우수

복지환경 기후환경과 기후보호주간행사 및 지구환경의 날 행사 민간행사보조 50,000 우수

복지환경 기후환경과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 행사 민간행사보조 4,500 보통

복지환경 기후환경과 자연보호협의회 사업 지원 민간경상보조 3,600 우수

복지환경 기후환경과 도서지역 분뇨수거 손실 지원남면 화정면( , ,
삼산면 등) 민간경상보조 25,850 우수

복지환경 교육지원과 여수학숙개관식 행사 행사운영비 3,000 우수

복지환경 교육지원과 재능기부강사워크숍 행사운영비 1,900 우수

복지환경 교육지원과 실버지혜나눔학교운영 행사운영비 2,780 우수

복지환경 교육지원과 여수아카데미시민교양강좌 민간경상보조 22,000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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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 교육지원과 평생학습우수동아리지원 민간경상보조 20,000 우수

복지환경 교육지원과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운영 민간경상보조 35,000 우수

복지환경 교육지원과 여수평생학습축제 민간행사보조 54,150 우수

복지환경 교육지원과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참가동아리지원 민간경상보조 5,000 우수

복지환경 교육지원과 전남평생학습축제참가동아리지원 민간경상보조 3,000 우수

복지환경 교육지원과 시민기초외국어교육강사역량강화워크숍 행사운영비 2,85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문화원 운영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10,00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강강술래단 운영 민간경상보조 15,000 보통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예술 육성 농악팀 활동 운영 민간경상보조 44,000 보통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여수 예총지 발간여수예술 제 집( 11 ) 민간경상보조 9,025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여수문학 집 발간36 민간경상보조 5,000 보통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예총 년사 편찬50 민간경상보조 19,00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전라좌수영 수군 출정식 장비교체 민간경상보조 19,00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전라좌수영 수군 출정식 재현 행사 민간행사보조 40,000 보통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토요 상설 공연 민간행사보조 38,00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사물놀이 전수학교 육성 지원 민간경상보조 20,00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소규모 문화예술 행사 민간행사보조 80,00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제 회 전통민속놀이 경연대회읍면동6 ( · · ) 민간행사보조 51,30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 민간경상보조 20,000 보통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젊은 국악 꿈꾸는 바다 행사지원' ' 민간행사보조 7,000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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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이순신 호국정신 계승을 위한 도서 보급사업 민간경상보조 20,00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여수향교 헌관 제관복 구입, 민간경상보조 7,90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여수향교 제향 행사춘기추기기로연( , , ) 민간행사보조 8,55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돌산향교 제향 행사춘기추기기로연( , , ) 민간행사보조 8,55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충민사 제향 행사춘기추기( , ) 민간행사보조 5,70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오충사 제향 행사춘기추기( , ) 민간행사보조 5,70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삼황묘 제향 행사춘기추기( , ) 민간행사보조 4,75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귤은선생 제향 행사 민간행사보조 1,425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이대원장군 제향 행사 민간행사보조 1,425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이충무공 탄신제 휘신제 행사, 민간행사보조 12,35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서산사 제향 행사 민간행사보조 1,425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영당풍어 굿 행사2014 민간행사보조 9,50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상문살 굿 행사2014 민간행사보조 9,500 보통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제 회 잊혀진 마을굿 찾기 쥔쥔문여소 행사18 " " 민간행사보조 3,00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제 회 여수예술제 행사38 민간행사보조 28,50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제 회 전남 동서문화예술 교류 행사12 민간행사보조 2,85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지역청소년 지역영재 육성 행사 민간행사보조 9,50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지역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육성 행사 민간행사보조 19,00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창작 오페라 귀항 공연 지원" " 민간행사보조 190,00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삼산면 손죽마을 전통 화전놀이 행사 민간행사보조 4,750 보통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제 회 남도국악제 출연 행사36 민간행사보조 4,750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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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제 회 여수 진남 전국 국악경연대회16 민간행사보조 57,00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제 회 광양만권 가족콘서트여수순천광양시6 ( , , ) 민간행사보조 25,00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제 회 전국 시조 경창대회32 민간행사보조 9,50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여수 세계 춤 페스티벌2014 민간행사보조 47,500 보통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여수 국제 아트 페스티벌2014 민간행사보조 190,00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동유럽필하모닉 여수심포니오케스트라 국제&
음악회 민간행사보조 19,00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여수 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회 민간행사보조 9,50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여수 필하모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민간행사보조 19,00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제 회 여수 전국 마술대회2 민간행사보조 23,750 보통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제 회 도민 합창경연대회 참가 지원24 민간경상보조 2,00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어린이청소년 국악 한마당 행사( ) 민간행사보조 1,90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제 회 용문사 산사음악회8 민간행사보조 19,00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제 회 남도정가진흥원 정가연주회9 민간행사보조 4,750 보통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전국 우수 무용단 초청공연 민간행사보조 17,10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제 회 전남무용제 참가 지원23 민간경상보조 2,850 보통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제 회 여수시장기 동대항 노래자랑 행사10 민간행사보조 14,250 보통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여수 신풍애양원 위문공연 민간행사보조 2,85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여수 시민의 노래 및 찬가 합창제2014 민간행사보조 6,65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제 회 여수 민족예술제21 민간행사보조 4,75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평화인권 예술제· 민간행사보조 4,750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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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이순신 전술 신호연 체험 행사 민간행사보조 10,00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젊은국악 세상과 소통하다 공연2014 " " 민간행사보조 2,85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윈드오케스트라 연주회 민간행사보조 9,50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국악인 초청 공연 민간행사보조 4,750 보통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진세민속놀이 시연 민간행사보조 4,750 보통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제 회 여수 풍물 축제9 민간행사보조 9,50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여수교원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민간행사보조 9,500 보통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여수 연등축제2014 민간행사보조 9,50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여수 해양문학상 현상 공모 행사 민간행사보조 28,500 보통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제 회 전국 바다 사생대회18 민간행사보조 14,250 보통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제 회 영호남여수마산 미술교류전 행사32 ( , ) 민간행사보조 3,80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제 회 자매도시여수통영 미술교류 행사14 ( , ) 민간행사보조 1,900 보통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제 회 바다 미술제 행사6 민간행사보조 9,500 보통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분재 전시회 민간행사보조 9,500 보통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심포지엄 및 예술인 화합 한마당 민간행사보조 4,750 보통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연극협회 주년 기념공연33 민간행사보조 14,25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제 회 전남연극제 참가 지원32 민간경상보조 5,00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제 회 전남청소년연극제 참가 여수 공연24 민간행사보조 4,750 보통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해변문학축전2014 민간행사보조 1,900 보통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바닷가 풍경이 있는 시화전 민간행사보조 2,850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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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여수 년전 사진 전시회100 민간행사보조 2,85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고 손상기 주년 기념유작 전시 및26
심포지엄 민간행사보조 33,250 보통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제 회 전남 어린이 연극잔치6 민간행사보조 2,85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찾아가는 영상 문화서비스 마을이야기 운영" " 민간경상보조 11,00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사전라남도영상위원회 운영( ) 민간경상보조 75,000 보통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지역설화 온라인 테마파크 운영애니메이션(
제작) 민간경상보조 9,500 보통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실버 미디어 영상학교 운영 민간경상보조 9,50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문화사랑연합회 작품발표회 행사 민간행사보조 8,50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제 회 여수거북선축제48 민간행사보조 150,00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영취산 진달래 축제 민간행사보조 45,00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거문도백도 은빛 바다 축제· 민간행사보조 38,00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향일암 일출제 민간행사보조 70,00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일출제 분산 개최 행사 민간행사보조 30,000 보통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여자만 갯벌 노을축제 민간행사보조 70,00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축제 상호교류 행사 민간행사보조 8,550 보통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축제 관계자 워크숍 행사운영비 9,500 보통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돌산향교 보호관리 지원 민간경상보조 7,200 우수

복지환경 문화예술과 여수시 비지정문화유산 돌봄사업 민간경상보조 15,000 우수

복지환경 시립도서관 여수 북스타트2014 행사운영비 26,360 우수

복지환경 시립도서관 인형극 공연 행사운영비 5,000 우수

복지환경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자 활동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72,000 우수



소관분과 소관부서 사 업 명 과 목 사 업 비
천원( )

평가
결과

관광문화 관광과 관광지주변 주민 친절 마인드 함양 순회교육 행사운영비 8,550 우수

관광문화 관광과 주말에 만나는 섬 사람들 체험 행사" " 민간행사보조 10,000 우수

관광문화 관광과 여수 관광 홍보 프로그램 제작 지원 민간경상보조 200,000 우수

관광문화 관광과 세계 대 미항 여수 관광컨퍼런스 개최4 민간경상보조 30,000 우수

관광문화 관광과 전국단위 관광교역전박람회행사( ) 민간행사보조 23,750 우수

관광문화 관광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 설명회 행사· 민간행사보조 19,000 탁월

관광문화 관광과 크루즈선 입항 축하 이벤트 행사 행사운영비 20,000 우수

관광문화 관광과 중국 암웨이 사원 인센티브 행사 지원 행사운영비 54,500 우수

관광문화 관광과 국내외 관광관련 종사자 초청 팸투어 행사· 민간행사보조 47,500 우수

관광문화 관광과 만성리 검은 모래 찜질 체험 행사 민간행사보조 4,275 우수

관광문화 관광과 진남로 상가 문화의 거리 체험 행사 민간행사보조 4,275 우수

관광문화 관광과 흥국상가 문화의 거리 체험 행사 민간행사보조 4,275 우수

관광문화 관광과 여서동 문화의 거리 체험 행사 민간행사보조 4,275 우수

관광문화 관광과 여수 섬체험 무지개 섬 관광랠리행사" " 민간행사보조 28,500 우수

관광문화 수산경영과 수산업경영인 시 자체대회 행사 민간행사보조 10,000 우수

관광문화 수산경영과 수산업경영인 전남대회 참가 행사 민간행사보조 20,000 우수

관광문화 수산경영과 우수 수산물 등록상표사용 포장재 지원 민간자본보조 40,000 탁월

관광문화 수산경영과 지역특산품 규격 포장재 지원 민간자본보조 25,000 우수

관광문화 수산경영과 여수 농수특산품 해외 판로구축 사업 민간자본보조 120,000 우수

관광문화 수산경영과 수산물 지리적표시품 표지제작 지원 민간자본보조 5,000 우수

관광문화 어업생산과 양식어류 친환경 약제지원 민간자본보조 35,000 우수

관광문화 어업생산과 불가사리 구제사업 민간경상보조 165,000 탁월



소관분과 소관부서 사 업 명 과 목 사 업 비
천원( )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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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문화 어업생산과 홍합 키조개 패각처리 지원, 민간경상보조 20,000 우수

관광문화 어업생산과 바다 살리기 실천대회 행사 민간행사보조 18,000 우수

관광문화 어업생산과 제 회 해양환경 보전의 날 행사10 민간행사보조 4,000 우수

관광문화 해양항만레저
과 해양레저스포츠 체험행사 민간행사보조 19,000 탁월

관광문화 해양항만레저
과 여수시장배 전국 카약대회 민간행사보조 38,000 탁월

관광문화 해양항만레저
과 만성리 개장기간 선박이전 지원 민간경상보조 5,000 우수

관광문화 해양항만레저
과 해상구조단체 안전관리 운영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15,000 우수

관광문화 해양항만레저
과 해변 개장 행사 민간행사보조 2,850 우수

관광문화 섬자원개발과 영세적자 도선 운영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102,960 우수

관광문화 섬자원개발과 노후도선 안전수리비 지원 민간자본보조 26,730 우수

관광문화 섬자원개발과 도서 자가발전용 유류대 지원 개소(5 ) 민간경상보조 43,184 우수

보건 건강증진과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 5,500 탁월

보건 건강증진과 구강보건 주간행사 행사운영비 3,000 탁월

보건 건강증진과 에이즈 예방사업 운영 지원 민간경상보조 4,050 탁월

보건 건강증진과 전국 한센인의 날 행사 지원 민간행사보조 2,850 탁월

농업 농업정책과 귀농 주택수리비 지원 민간자본보조 10,500 탁월

농업 농업정책과 전국 농업경영인대회 행사 민간행사보조 9,500 우수

농업 농업정책과 여수시 농업경영인대회 행사 민간행사보조 9,500 우수

농업 농업정책과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30,000 탁월

농업 농업정책과 밭작물 관리기 지원지자체협력사업( ) 민간자본보조 49,500 우수

농업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단지 공동사용 볍씨소독기 지원 민간자본보조 40,000 우수

농업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단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30,000 우수



소관분과 소관부서 사 업 명 과 목 사 업 비
천원( )

평가
결과

농업 농업정책과 경운기 안전등화장치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4,000 우수

농업 농업정책과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250,000 우수

농업 농업정책과 공영 예비 못자리 설치 지원 민간자본보조 7,000 우수

농업 농업정책과 벼 육묘용 상토 공급 민간자본보조 245,000 우수

농업 농업정책과 돌발 병해충 방제 자재 지원 민간자본보조 200,000 우수

농업 농업정책과 친환경 인증농가 자재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52,500 우수

농업 농업정책과 도성농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12,000 우수

농업 농업정책과 한우품평회 브랜드전 출품 축주 보상 민간경상보조 450 보통

농업 농업정책과 우량 정액 공급한우 지원( ) 민간경상보조 28,000 우수

농업 농업정책과 축사환풍기 시설사업 민간자본보조 20,000 우수

농업 농업정책과 조사료 수확 절단기 지원 민간자본보조 9,000 우수

농업 농업정책과 고급육 생산 거세 장려금 지원축협과 협력( ) 민간경상보조 30,000 우수

농업 농업정책과 브랜드육 생산 친환경 면역증강제 지원 민간자본보조 70,000 우수

농업 농업정책과 친환경 꿀 생산 화분 지원 민간경상보조 20,000 우수

농업 농업정책과 소규모 다목적 텃밭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00,000 우수

농업 농업정책과 로컬푸드 농가 육성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50,000 우수

농업 농업정책과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스템 지원 민간자본보조 100,000 우수

농업 농업정책과 친환경 단호박 재배단지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 18,000 우수

농업 농업정책과 화훼산업육성우량품종 지원사업( ) 민간자본보조 70,000 우수

농업 농업정책과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 민간자본보조 129,850 우수

농업 농업정책과 시설하우스 운반구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20,800 우수

농업 농업정책과 틈새소득작물달래 고사리 생산 지원사업( , ) 민간자본보조 50,000 우수



소관분과 소관부서 사 업 명 과 목 사 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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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업정책과 마늘양파 병해충방제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30,000 우수

농업 농업정책과 도서지역 유휴농지 관광자원화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20,000 우수

농업 농촌지원과 회 교육행사4-H 민간행사보조 8,075 우수

농업 농촌지원과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5,500 우수

농업 기술보급과 친환경 인증기반 쌀 생산단지 조성 민간자본보조 45,772 우수

농업 기술보급과 신소득 열대아열대채소 보급 시범/ 민간자본보조 20,000 우수

농업 기술보급과 농산부산물 활용 완전혼합사료 생산 시범 민간자본보조 40,000 우수

농업 특산품육성과 거문도해풍쑥 친환경 자재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6,782 우수

농업 특산품육성과 거문도쑥 지리적표시등록 포장재 제작지원 민간자본보조 15,000 우수

농업 특산품육성과 돌산갓 품질제고 토양개량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278,604 우수

농업 특산품육성과 돌산갓 전용비료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57,000 우수

농업 특산품육성과 돌산갓 지리적표시 묶음띠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0,000 우수

농업 특산품육성과 돌산갓김치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5,000 우수

농업 특산품육성과 돌산갓 생력재배 파종기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37,500 우수

농업 특산품육성과 농산물 유통 현대화장비 구입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25,000 우수

농업 특산품육성과 농산물 유통 중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50,000 보통

농업 특산품육성과 안전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64,000 우수

농업 특산품육성과 농수특산품 직거래행사용 부스천막 설치( ) 행사운영비 5,000 우수

농업 특산품육성과 여수몰 농수특산품 운영 민간경상보조 8,100 우수

농업 특산품육성과 녹색관광 농산물 고정고객 확보사업 민간경상보조 2,250 우수

농업 특산품육성과 농수특산품 홍보용시식용 샘플 지원( ) 민간자본보조 5,000 우수

농업 특산품육성과 전자상거래 포장재 지원 민간자본보조 3,000 우수

농업 특산품육성과 여수쌀 등 특산품 포장재 지원 민간자본보조 18,000 우수



소관분과 소관부서 사 업 명 과 목 사 업 비
천원( )

평가
결과

농업 특산품육성과 대도시 대형백화점 입점 농수특산품 판촉 행사 행사운영비 10,506 우수

도시건설 건설방재과 마을회관 정비사업 민간자본보조 1,279,000 우수

도시건설 건축과 빈집정비사업 민간자본보조 80,000 탁월

도시건설 건축과 한옥보조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40,000 탁월

도시건설 건축과 공동주택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1,752,000 우수

도시건설 교통행정과 택시 카드결제기 통신료 및 수수료 지원 민간경상보조 50,662 우수

도시건설 도시재생과 진남체육공원 자전거 무료 사업 운영 민간경상보조 12,000 우수

도시건설 도시재생과 자전거 교통안전 교실 운영 민간경상보조 2,000 우수

도시건설 도시재생과 시민 자전거 문화 대축제 및 자전거 대회 민간행사보조 28,500 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