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단위 : 천원)

산출근거명 보조사업자 예산액

2015년도 
교부액(결정액) 총점 평가

결과
보조금 자부담

거제 고로쇠수액 판매촉진 지원사업 거제고로쇠영농조합법인 7,500 5,000 2,500 81 우수

연초댐 상류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지원 한국수자원공사 5,000 5,000 0 88 우수

경상남도자율방범대원 한마음체육대회 및 
범죄예방 결의대회 거제경찰서 자율방범연합회 10,000 10,000 0 85 매우 

우수

조선해양플랜트 리더 아카데미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000 5,000 15,000 90 우수

남방동사리 보호를 위한 국제워크숍 개최
지원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3,000 3,000 0 89 우수

민주평화통일 역량강화 사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제시협
의회 78,000 47,800 30,200 86 우수

지역사회 자율방범활동 및 시민 안전지원
사업 거제시 자율방범연합회 4,000 4,000 0 80 매우 

우수

2015년 아주특별한 새마을문고 알뜰도서교
환시장 운영 새마을운동 거제시지회 2,600 2,000 600 90 매우 

우수

2015년 3R 자원재활용 운동사업 새마을운동 거제시지회 4,400 4,000 400 90 매우 
우수

2015년 새마을 면동협의회(부녀회) 사업 새마을운동 거제시지회 38,100 31,500 6,600 90 매우 
우수

2015년 일류시민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새마을운동 거제시지회 5,500 5,000 500 90 매우 
우수

2015년 거제시 새마을지도자 대회 새마을운동 거제시지회 6,900 4,000 2,900 90 매우 
우수

2015년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춘계수련대
회 새마을운동 거제시지회 6,200 5,000 1,200 90 매우 

우수

2015년 새마을 효 편지쓰기 운동 새마을운동 거제시지회 6,000 5,000 1,000 90 매우 
우수

2015년 피서지 문고 및 새마을환경안내소 
운영 새마을운동 거제시지회 2,900 2,500 400 90 매우 

우수

2015년 법질서 확립 캠페인 바르게살기운동 거제시협의회 14,490 13,290 1,200 90 매우 
우수

2015년 시민의식 개혁교육 바르게살기운동 거제시협의회 3,960 3,160 800 90 매우 
우수

2015년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남도 시군구협
의회 바르게살기운동 거제시협의회 2,580 2,180 400 90 우수

2015년 학대 및 폭력예방을 위한 사회운동 바르게살기운동 거제시협의회 7,930 7,230 700 88 우수

2015년 바른시민 만들기 청소년 선도교육 바르게살기운동 거제시협의회 1,650 1,400 250 88 매우 
우수

2015년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다짐대회 바르게살기운동 거제시협의회 10,700 6,000 4,700 90 매우 
우수

2015년 제11회 모범가정 시상식 바르게살기운동 거제시협의회 7,200 5,100 2,100 90 매우 
우수

2015년 무의탁노인 식사제공 및 청소 봉사
활동 바르게살기운동 거제시협의회 8,995 8,290 705 90 매우 

우수



2015년 국가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안보견
학 한국자유총연맹 거제시지회 4,560 3,280 1,280 90 매우 

우수

2015년 한국자유총연맹 의식함양대회 한국자유총연맹 거제시지회 2,560 2,000 560 90 매우 
우수

2015년 초중고학생 자유수호 민주주의 이
념교육 웅변대회 한국자유총연맹 거제시지회 1,440 1,000 440 90 매우 

우수

2015년 통일대비 민주화교육 세미나 한국자유총연맹 거제시지회 2,880 2,000 880 90 매우 
우수

2015년 한마음봉사 다짐대회 한국자유총연맹 거제시지회 4,960 2,960 2,000 90 매우 
우수

2015년 독거노인 전적지 견학 및 무료건강
검진 한국자유총연맹 거제시지회 6,590 5,000 1,590 90 매우 

우수

2015년 청소년 선도봉사단 운영 한국자유총연맹 거제시지회 2,700 2,000 700 90 매우 
우수

2015년 나라사랑 국토대청결 운동 한국자유총연맹 거제시지회 1,900 1,200 700 90 매우 
우수

2015년 합동위령제 한국자유총연맹 거제시지회 2,710 2,000 710 90 우수

평화통일 염원 시민걷기대회 추진 (사)대한민국팔각회 거제팔각회 9,600 3,600 6,000 85 매우 
우수

청소년선도 및 범죄예방 봉사활동 법무부 법사랑위원 통영지역연
합회 19,000 16,000 3,000 90 우수

지역사회 통일안보의식 강화 및 새터민 지
원사업 이북도민 거제시연합회 5,000 4,000 1,000 80 우수

지역사회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 거제 재향경우회 5,000 3,500 1,500 85 우수

지역사회 통일교육 및 통일공감대 조성 민족통일 거제시협의회 13,800 5,000 8,800 80 우수

시민안전 강화 및 해양정화사업 해병전우회 거제시연합회 27,183 10,000 17,183 85 우수

지역사회 호국정신 함양사업 거제시 재향군인회 17,730 13,000 4,730 85 매우 
우수

명품관광도시 조성과 환경보전 및 기초질
서 확립사업 지방행정동우회 거제시분회 10,900 5,000 5,900 90 매우 

우수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거제시통합방위협의회 12,000 12,000 0 95 우수

거제예술단 운영 거제문화원 100,000 100,000 0 80 우수

거제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거제문화원 8,130 7,000 1,130 86 매우 
우수

거제관련 문헌 수집 집성 거제문화원향토사연구소 50,000 50,000 0 90 우수

거제여성합창단 운영 거제여성합창단 48,000 40,000 8,000 80 우수

유배문학소재 문화컨텐츠 개발 한국문인협회 거제지부 20,000 20,000 0 81 우수

두바퀴합창단 운영 두바퀴합창단 17,600 16,000 1,600 85 우수

거제소년소녀합창단 운영 거제소년소녀합창단 15,000 12,000 3,000 81 우수

거제YWCA 청소년오케스트라 지원 거제YWCA 15,500 15,000 500 81 우수

(사)대한시조협회거제시지회활동지원
 ◎제14회 전국국악정가 경창대회 (사)대한시조협회 거제시지회 7,000 7,000 0 85 우수

거제향교 활동 지원(춘추기 석전대제) 거제향교 6,300 6,300 0 81 보통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 지원 거제경실련(회장 허철수) 6,200 5,000 1,200 70.
3

매우 
우수



거제문학 제35집 발간 및 출판기념회 개최 한국문인협회 거제지부 6,000 5,000 1,000 90 매우 
우수

예술거제 제22회 발간 한국예총거제지회 4,550 4,000 550 95 매우 
우수

거제향교 기로연 재현행사 거제향교 4,000 4,000 0 90 보통

성균관유도회(유학사적지 순례사업) 운영 성균관유도회거제지부 4,000 3,000 1,000 69 우수

거제칠진농악보존회 운영 거제칠진농악보존회(회장 정옥
식) 2,270 2,000 270 83 매우 

우수

거제 수필문학회 활동 지원 거제 수필문학회 2,000 2,000 0 90 매우 
우수

계룡수필문학회 활동 지원 계룡수필문학회 2,000 2,000 0 90 우수

반곡서원유회 제례봉향 지원 반곡서원유회 3,000 3,000 0 80 우수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종전 : 분권교부세) 거제문화원 88,680 88,680 0 86 우수

(사)통영·거제·고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
동 지원

(사)통영·거제·고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29,985 27,000 2,985 85 매우 

우수

월남전참전자회거제시지회사업보조 월남전 참전자회 거제시지회 6,320 4,000 2,320 92.
5 우수

보훈단체 전적지순례비 보훈단체 67,280 34,000 33,280 87 매우 
우수

(사)거제시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지원 (사)거제시 여성단체협의회 34,000 30,000 4,000 96 우수

체험학습지도자 양성과정 사업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거
제지회 3,961 3,000 961 89.

8
매우 
우수

작은도서관 장서구입 지원

남부면주민자치위원회 6,000 6,000 0 90 매우 
우수

거제면주민자치위원회 5,000 5,000 0 90 매우 
우수

새마을운동 거제시지회 4,400 4,000 400 90 매우 
우수

대동다숲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읙 10,000 10,000 0 90 매우 

우수

대아푸른솔마을 작은도서관 2,500 2,500 0 90 매우 
우수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5,000 5,000 0 90 매우 
우수

옥포종합사회복지관 13,000 13,000 0 90 매우 
우수

거제YWCA 12,000 12,000 0 90 매우 
우수

덕산아내프리미엄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3,000 2,500 500 90 매우 

우수

순회코치 수당 거제시체육회 35,000 35,000 0 90 우수

도민체육대회 참가선수 육성 거제시체육회 20,000 20,000 0 81 매우 
우수

전지훈련 유치 및 참가팀 지원 격려 거제시체육회 5,000 5,000 0 90 보통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비 지원

(사)야생생물관리협회 거제지회 10,050 10,050 0 75 보통

(사경남수렵협회 거제지회 3,000 3,000 0 74 보통

(사경남수렵인참여연대 거제지 3,000 3,000 0 72 보통



회

구천댐지역 거주가구 케이블TV 이용료 지
원 삼거동 주민 10,000 10,000 0 73 보통

연초댐지역 거주가구 케이블TV 이용료 지
원

연초댐 인근마을(명동마을, 천곡
마을) 17,000 17,000 0 73 보통

연초댐 마을단위 정보 이용료 연초댐 인근마을(명동마을, 천곡
마을) 1,400 1,400 0 75 보통

연초댐지역 거주가구 상수도요금 지원 연초댐 인근마을(명동마을, 천곡
마을) 24,000 24,000 0 73 매우 

우수

UN 지방의제21 관련 사업 추진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76,400 76,400 0 91 매우 
우수

지역지적재산창출 지원 진주상공회의소(진주지식재산센
터) 85,000 42,500 42,500 90 매우 

우수

거제YWCA 활동 지원 거제YWCA 7,700 7,000 700 90 우수

거제시 공예협회 활동지원 거제시공예협회 3,460 3,000 460 80 매우 
우수

경남 거제 슈퍼마켓협동조합 활동 지원 경남거제수퍼마켓협동조합 8,000 4,000 4,000 93 우수

(사)한국담배판매인회 거제조합 활동 지원 (사)한국담배판매인회 거제조합 2,400 2,400 0 80 보통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지원 거제대학교 100,000 100,000 0 75 우수

모범 근로자 해외연수 지원 거제상공회의소 90,000 30,000 60,000 87 매우 
우수

농어촌지역 독거노인세대 LPG용기 비용 지
원(교체 등) 농어촌지역 독거노인세대 44,000 44,000 0 90 보통

거제도 관광협의회 사업 추진 거제도 관광협의회 38,350 18,000 20,350 78 매우 
우수

민간 수상안전구조대 활동 사업 (사)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경상
남도지부거제지회 13,500 13,500 0 93 보통

수산경영인 해외 선진지 견학 (사)한국수산업경영인거제시연
합회 22,420 15,000 7,420 79 우수

교통질서 캠페인 및 교통정리 (사)거제경찰서 모범운전자회 28,840 10,000 18,840 85 우수

등하굣길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 및 학교폭
력예방

(사)거제경찰서녹색어머니연합
회 4,000 3,000 1,000 85 우수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점검 및 관리방안 
안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 남부
지회 3,800 1,800 2,000 88 보통

새 소득원 개발지원 김*균 외 4명 4,158 2,000 2,158 70 우수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김*범 외 28명 16,665 9,999 6,666 80 우수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박*석 외 39명 20,001 10,000 10,001 80 우수

양돈액비 발효제 지원 김*숙 외 1명 7,500 4,500 3,000 80 우수

거제 농산물포장재 지원 거제시 쌀전업농회 외 3명 22,688 20,000 2,688 80 매우 
우수

재해대비 예비모 생산지원 김*수 10,000 10,000 0 90 매우 
우수

친환경 과실생산 확대 지원 거제유자연구회 130,000 54,000 76,000 95 우수

농특산물 쇼핑물(거제팜몰) 운영 거제시농수산특산물전자상거래
협의회 8,500 8,000 500 89 매우 

우수

농촌 여성과제활동 지원 난타동아리, 들꽃자수연구회, 택
견동아리 6,456 6,000 456 90 매우 

우수



한여농 우수농업 현장기술교육 (사)한국여성농업인 거제시연합
회 1,050 1,000 50 95 매우 

우수

전통문화연구회 육성 전통문화연구회(2개회) 5,660 5,000 660 95 우수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 유선비 지원 사곡마을회 6,574 6,574 0 86 우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제시협의회 조직
관리 및 운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제시협
의회 22,200 22,200 0 86 우수

한국교육삼락회 거제시지회 조직관리 및 
운영 한국교육삼락회 거제시지회 5,500 2,500 3,000 80 매우 

우수

새마을운동 거제시지회 조직관리 및 지회
운영 새마을운동 거제시지회 66,586 41,000 25,586 90 매우 

우수

바르게살기운동 거제시협의회 조직관리 및 
협의회운영 바르게살기운동거제시협의회 37,496 19,000 18,496 90 우수

한국자유총연맹 조직관리 및 지회운영비 한국자유총연맹 거제시지회 27,336 19,000 8,336 85 매우 
우수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거제시통합방위협의회 14,000 14,000 0 95 보통

거제문화원 운영(인건비, 사무관리비) 거제문화원 37,600 32,700 4,900 73 보통

한국예총거제지회 운영(인건비, 사무관리비) 한국예총거제지회 30,400 28,000 2,400 70 매우 
우수

한국예총거제지회 사무실 임대료 한국예총거제지회 3,689 3,689 0 90 우수

거제시전통민속예술단체협의회 운영(사무실 
임대료, 회원 연수비) 거제시전통민속예술단체협의회 8,555 6,500 2,055 88 매우 

우수

거제향교 운영 거제향교 7,000 7,000 0 92 우수

거제민속박물관 운영 거제민속박물관 10,000 10,000 0 80 매우 
우수

거제박물관 운영 거제박물관 25,000 20,000 5,000 95 매우 
우수

해금강테마박물관 운영 해금강테마박물관 41,000 15,000 26,000 95 우수

(사)통영·거제·고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
영

(사)통영·거제·고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91,321 11,000 80,321 85 우수

상이군경회 거제시지회 운영 상이군경회 거제시지회 16,000 16,000 0 85 매우 
우수

전몰군경미망인회 거제시지회 운영 전몰군경미망인회 거제시지회 14,000 14,000 0 90 매우 
우수

전몰군경유족회 거제시지회 운영 전몰군경유족회 거제시지회 14,000 14,000 0 90 매우 
우수

6.25참전유공자회 거제시지회 운영 6.25참전유공자회 거제시지회 14,000 14,000 0 93 매우 
우수

무공수훈자회 거제시지회 운영 무공수훈자회 거제시지회 12,000 12,000 0 93 보통

고엽제전우회 거제시지회 운영 고엽제전우회 거제시지회 12,200 12,000 200 79 매우 
우수

월남전 참전자회 거제시지회 운영 월남전 참전자회 거제시지회 10,000 10,000 0 93 우수

특수임무유공자회 거제시지회 운영 특수임무유공자회 거제시지회 3,000 3,000 0 85 매우 
우수

(사)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운영 (사)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62,916 42,000 20,916 95 매우 
우수

(사)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분회운영 (사)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29,640 29,640 0 90 우수

(사)경남신체장애인복지회 거제시지부 활동 (사)신체장애인복지회 거제시지 24,938 11,000 13,938 81 우수



운영 부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제시지회 운영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제시
지회 49,587 24,000 25,587 86 보통

(사)경남장애인연맹 거제시지회 운영 (사)경남장애인연맹 거제시지회 17,530 6,000 11,530 78 우수

(사)한국농아인협회경남협회 거제시지부 운
영

(사)한국농아인협회경남협회 거
제시지부 6,000 6,000 0 82 보통

(사)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거제지회 운
영

(사)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거제지회 20,340 19,240 1,100 78 우수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남협회 거제시지
회 운영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남협회 
거제시지부 7,200 6,000 1,200 86 보통

거제시 장애인부모회 운영 (사)거제시장애인부모회 27,508 6,000 21,508 72 보통

거제시 여성장애인연대 운영 거제시여성장애인연대 14,100 9,000 5,100 74
매우 

우수

거제시체육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사무국장, 
간사) 거제시체육회 137,147 137,147 0 90

매우 

우수

거제시체육회 사무국 운영 및 차량운영비
(차량 유류대 및 정비비 등) 거제시체육회 22,000 22,000 0 90

매우 

우수

거제시체육회 사무실(종합운동장) 임대료 거제시체육회 7,743 7,743 0 90 보통

생활체육회 인건비 거제시 생활체육회 48,694 48,694 0 78 보통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 거제시 생활체육회 20,000 20,000 0 76
매우 

우수

생활체육지도자 피복 구입 거제시 생활체육회 2,400 2,400 0 93
매우 

우수

생활체육회 사무실 임대료 거제시 생활체육회 3,128 3,128 0 95 우수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 거제시 생활체육회 24,000 24,000 0 88
매우 

우수

『신년인사회』 추진 거제상공회의소  6,240 5,000 1,240 90
매우 

우수

이통장연합회 거제시지회 하계수련대회 (사)전국이통장연합회 거제시지
회  17,000 15,000 2,000 90 우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 
개최 민간인희생자거제유족회  5,500 5,000 500 85

매우 

우수

제21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시민의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1,200,000 
1,200,00

0 0 90
매우 

우수

아주 『5.2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개최 아주동번영회  32,000 25,000 7,000 90 우수

제5회 세대초월 스타킹대회(연예예술인협
회)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거제지
회  10,000 10,000 0 83 우수

제38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 거제시전통민속예술단체협의회  12,000 10,000 2,000 85 보통

2015년 희망콘서트(블루시티 관현악단) 개
최 (사)블루시티관현악단  17,000 15,000 2,000 70 우수

제5회 해설있는 교과서 음악회(음악협회) 
개최 (사)한국음악협회 거제지부  3,300 3,000 300 83 우수

제8회 의종 추념식 개최 거제수목문화클럽  3,500 3,000 500 83 우수



거제윈드오케스트라 작은음악회 거제윈드오케스트라  3,000 3,000 0 81 우수

거충사(임란22공신사당) 제례봉행 거제향교  3,000 3,000 0 87 우수

거제 추모굿보존회 운영 거제추모굿보존회 지원  2,500 2,000 500 81 우수

거제관련 창작무용 콘텐츠 개발 지원 (사)한국무용협회 거제지부  5,500 5,000 500 80 우수

연변 청마문학 기행 청마기념사업회  5,000 5,000 0 85 보통

부처님오신날 홍보 광고탑 설치 거제불교사원연합회  8,000 4,000 4,000 61
매우 

우수

성탄 홍보 광고탑 설치 거제시기독교연합회  4,000 4,000 0 93 보통

거리 프린지 공연(연25회) 거제예술인모임  20,000 20,000 0 72 보통

제22회 거제예술제 개최 (사)한국예총거제지회  83,590 80,000 3,590 73 보통

제19회 선상문학제 개최 (사)한국문인협회 거제지부  35,000 35,000 0 78 우수

제53회 옥포대첩기념제전 거제문화원  200,000 200,000 0 83 보통

수산별신굿 행사 거제문화원  4,300 3,500 800 
74.

5
우수

2015년 해변 문학특강 한국문협거제지부  5,500 5,000 500 83 보통

KNN창사 20주년 기념 'The Classic 경남' 
행사 (주)KNN  76,000 10,000 66,000 70 우수

찾아가는 풍물기행 행사 보조금 지급 거제시전통민속예술단체협의회  2,000 2,000 0 85 보통

거제드림싱어즈 합창단 정기연주회 거제드림싱어즈  5,750 5,000 750 63 우수

제8회 아름다운 일운 글짓기 대회 한국문인협회 거제지부  3,000 3,000 0 83 우수

거제YWCA 실버합창제 개최 거제YWCA  3,500 3,000 500 85 우수

제3회 이시우 가요제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거제지
회  2,000 2,000 0 80 우수

거제YMCA 중창페스티벌 거제 YMCA  3,000 3,000 0 85 우수

거제시민 초청 음악회 거제시기독교연합회  3,000 3,000 0 83 보통

서복 동도관련 세미나 개최 거제서복회  3,000 3,000 0 78 우수

제14회 독서감상문 공모전 (사)한국문인협회 거제지부  2,000 2,000 0 81 보통

거제토속민요발표회 거제시전통민속예술단체협의회  3,000 3,000 0 71 보통

연말 불우시설 위문공연 행복한 동행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거
제지회  2,500 2,500 0 71 보통

제8회 청마문학제 개최 청마기념사업회  60,000 60,000 0 73 보통

2015년 바다미술제 개최 한국미술협회 거제지부  20,000 20,000 0 73 우수

전통민속예술축제(백중굿 예술 축제) 거제시전통민속예술단체협의회  10,000 10,000 0 85 미흡

거제시전통민속예술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별 정기공연(5개 단체) 거제시전통민속예술단체협의회  13,003 13,000 3 58 보통

2015년 직장인 밴드 축제 공연 ㈜KNN  80,000 80,000 0 72
매우 

우수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 개최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9,000 9,000 0 95 우수

제5회 보훈가족 위안행사 개최 보훈가족  16,037 15,000 1,037 87
매우 

우수

현충일 추념식 행사 보훈가족  13,500 12,500 1,000 90 우수



경로의 달 기념 제19회 노인의 날 기념행
사 추진 (사)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17,100 17,100 0 85 우수

경로의달 기념 민속경연대회 행사 (사)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4,000 4,000 0 85 우수

경로의 달 기념 거제시장기 노인게이트볼 
행사 (사)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4,000 4,000 0 85

매우 

우수

장애인의 날 행사 개최 (사)거제시지체장애인협회 거제
시지회  18,572 17,000 1,572 98 우수

어린이 동요부르기 대회 개최 거제시아동위원협의회  5,880 5,000 880 82 보통

초·중·고 문예작품 발표회 개최 거제시아동위원협의회  5,120 3,500 1,620 76
매우 

우수

장한아동과의 만남의 장 행사 개최 거제시아동위원협의회  3,000 2,500 500 100
매우 

우수

도전! 거제여성페스티벌 개최 (사)거제시여성단체협의회  10,850 8,000 2,850 96
매우 

우수

아주동 다문화가족 한마당행사 지원 아주동주민자치위원회  6,000 3,000 3,000 96
매우 

우수

제43회 성년의 날 행사 개최 (재)거제향교  2,700 2,700 0 93
매우 

우수

2015년 경상남도 청소년 한마음 축제 추진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
부  25,000 25,000 0 95 우수

제4회 거제시장기 초중고등학생 배드민턴 
대회 거제시체육회  4,600 4,000 600 88 우수

제21회 거제시장기 볼링대회 거제시체육회  3,000 3,000 0 89 보통

제25회 경남협회장기 태권도대회 거제시체육회  3,000 3,000 0 76
매우 

우수

제15회 거제시민등산대회 및 스포츠클라이
밍 대회 거제시체육회  8,000 4,000 4,000 93 우수

제18회 거제시장배 테니스대회 거제시체육회  4,400 3,000 1,400 85
매우 

우수

제7회 거제시장배 탁구대회 거제시체육회  4,000 3,000 1,000 92
매우 

우수

제13회 거제교육장기 초중등학생 축구대회 거제시체육회  3,000 3,000 0 97
매우 

우수

제18회 거제시 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거제시체육회  4,000 4,000 0 91 우수

제14회 거제시장기 및 제17회 거제시태권
도협회장기 초중고 태권도 대회 거제시체육회  7,380 3,000 4,380 89 우수

제4회 거제시장기 청소년 동아리댄스대회 거제시체육회  5,770 5,000 770 84
매우 

우수

체육인의 밤 행사 개최 거제시체육회  5,000 4,000 1,000 97
매우 

우수

생활체육인의 밤 행사 개최 거제시체육회  4,300 4,000 300 95 우수

제54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출전 거제시체육회  256,718 250,000 6,718 85
매우 

우수



2015 대통령배 경남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지원 거제시체육회  5,000 5,000 0 90

매우 

우수

경남 레슬링선수 육성 거제시체육회  30,000 30,000 0 90
매우 

우수

제16회 거제시장기 생활체육축구대회 개최 거제시생활체육회  10,980 8,800 2,180 91
매우 

우수

제4회 거제시장배 국민생활체육 전국댄스
스포츠 선수권대회 개최 거제시생활체육회  9,500 9,000 500 90 우수

영호남 친선교류 생활체육대회 참가 거제시생활체육회  21,276 20,000 1,276 80 우수

제26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거제시생활체육회  95,500 92,000 3,500 86 우수

도단위이상 생활체육대회 참가 거제시생활체육회  20,700 20,700 0 84 우수

제18회 경상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
가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제시지회  9,000 9,000 0 88 보통

제24회 서울 국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 참
가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제시지회  1,957 1,957 0 77 우수

2015년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 출전 지
원 거제시장애인사격동아리  894 894 0 81 우수

제10회 대통령경호실장기 전국사격대회 출
전 지원 거제시장애인사격동아리  864 864 0 81 우수

제20회 경남농아인 볼링대회 출전 지원 경남농아인협회 거제시지부  1,466 1,020 446 86 우수

2015년 경남시각장애인볼링대회 참가 지원 거봉회  500 500 0 81
매우 

우수

제23회 경남 농아인체육대회 참가 경남농아인협회 거제시지부  3,730 3,230 500 93 우수

2015년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참가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제시지회  1,995 1,995 0 85 우수

2015년 전국장애인사격선수권대회 출전 지
원 거제시장애인사격동아리  894 894 0 81 보통

제10회 경상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
최 거제시생활체육회  21,000 20,000 1,000 78

매우 

우수

제15회 거제시 테니스연합회장기 대회 개
최 거제시생활체육회  3,900 3,000 900 90 우수

제19회 거제시 배드민턴연합회장기 경상남
도동호인 대회 거제시생활체육회  10,000 9,000 1,000 88

매우 

우수

2015 전국 생활체육 거제시 복싱대회 개최 거제시생활체육회  4,400 4,000 400 93
매우 

우수

제12회 거제시 사회인 야구대회 개최 거제시생활체육회  2,200 2,000 200 93
매우 

우수

제1회 거제시 특공무술연합회장기대회 개
최 거제시생활체육회  1,400 900 500 93

매우 

우수

제6회 거제시 에어로빅스체조연합회장기 
대회 개최 거제시생활체육회  1,200 900 300 92

매우 

우수

제11회 거제시그라운드골프연합회장배 대
회 개최 거제시생활체육회  1,820 1,500 320 91 우수

제4회 거제시 생활체육 씨름연합회장배 씨
름왕 선발대회 개최 거제시생활체육회  900 900 0 85 우수



제6회 거제시 연합회장기 국학기공 대회 
개최 거제시생활체육회  1,100 900 200 89

매우 

우수

제3회 거제시 배구연합회장배 념녀 한마음 
배구대회 개최 거제시생활체육회  2,750 2,500 250 96

매우 

우수

제14회 거제시 테니스연합회장배 전국 테
니스 동호인 랭킹 대회 개최 거제시생활체육회  7,750 5,000 2,750 94 우수

제5회 거제시장배 및 제7회 거제시 에어로
빅스 체조 전국 휘트니스 대회 개최 거제시생활체육회  4,000 4,000 0 87

매우 

우수

제3회 거제시 연합회장기 클럽대항전 배드
민턴 대회 개최 거제시생활체육회  1,100 1,000 100 93

매우 

우수

2015년 거제시 볼링연합회장배 볼링대회 
개최 거제시생활체육회  1,600 1,500 100 97

매우 

우수

제5회 거제시 스쿼시연합회장기 경남대회 
개최 거제시생활체육회  1,600 1,300 300 97

매우 

우수

2015년 왕중왕 축구대회 개최 거제시생활체육회  1,040 900 140 90 우수

제3회 거제시 육상연합회장배 마라톤 대회 
개최 거제시생활체육회  1,000 900 100 89

매우 

우수

제16회 거제시장기 생활체육 축구 대회 개
최 거제시생활체육회  10,980 8,800 2,180 91 우수

제14회 거제시 게이트볼연합회장기 대회 
개최 거제시생활체육회  1,770 1,300 470 89

매우 

우수

제16회 거제시 족구연합회장배 족구대회 
개최 거제시생활체육회  2,100 2,100 0 93

매우 

우수

제3회 거제시 복싱연합회장배 전국대회 개
최 거제시생활체육회  1,000 900 100 93

매우 

우수

제15회 거제시 축구연합회장기 직장별 축
구대회 거제시생활체육회  3,000 1,800 1,200 98

매우 

우수

제7회 거제시 생활체육 무에타이연합회장
기 대회 개최 거제시생활체육회  1,500 1,300 200 98 우수

2015 한마음리그 축구대회 거제시생활체육회  1,200 1,000 200 89 보통

거제시 생활체육 4개정 남녀 궁도대회 개
최 거제시생활체육회  1,400 1,400 0 78

매우 

우수

제8회 거제시 배드민터연합회장배 배드민
턴 대회 개최 거제시생활체육회  2,400 2,200 200 95

매우 

우수

제10회 거제시 농구연합회장배 클럽대항 
농구 대회 거제시생활체육회  2,200 2,000 200 93

매우 

우수

제8회 거제시장배 전국우수학생 축구 스토
브리그 거제시체육회  50,000 50,000 0 90

매우 

우수

2015 내셔널리그 동계 훈련캠프 거제시체육회  40,000 40,000 0 90
매우 

우수

2015 내셔널리그 동계 훈련캠프 지원 거제시체육회  5,000 5,000 0 90
매우 

우수



2015 초등부 씨름 스토브리그 거제시체육회  5,000 5,000 0 90
매우 

우수

2015년 거제시장배 전국리틀 중등부 야구
대회 개최 거제시체육회  16,500 15,000 1,500 90 우수

2015년 거제시 초·중학생 체육대회 개최 거제시체육회  13,500 13,500 0 80 우수

2015 홍명보작학재단컵 유소년클럽 축구대
회 주식회사 팀트웰브  100,000 100,000 0 82 우수

2015년 댄스스포츠 대회 개최 거제시체육회  17,000 13,500 3,500 82
매우 

우수

제7회 거제시장배 수영대회 개최 거제시체육회  11,000 9,000 2,000 93 보통

제3회 거제시장배 사격대회 거제시체육회  6,500 5,000 1,500 75 우수

거제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거제시생활체육회  9,550 9,000 550 87 우수

제16회 거제시생활체육대회 개최 거제시생활체육회  22,050 22,000 50 86
매우 

우수

제8회 거제시장배 전국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거제시생활체육회  14,700 13,500 1,200 93 우수

2015년 제10회 거제 힐링숲길 마라톤대회 
개최 거제시생활체육회  10,000 9,000 1,000 88

매우 

우수

제8회 거제시장기 경남게이트볼대회 개최 거제시생활체육회  16,000 16,000 0 93 우수

제7회 거제시장배 전국 오픈탁구대회 개최 거제시생활체육회  12,000 9,000 3,000 88
매우 

우수

제3회 거제시장배 우수팀 초청 족구대회 
개최 거제시생활체육회  11,400 10,000 1,400 93 보통

제7회 경남도지사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개최 거제시생활체육회  18,000 18,000 0 78 보통

제3회 무학좋은데이소주기 및 제18회 경남
축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 개최 거제시생활체육회  25,120 20,000 5,120 78 우수

문화체육부장관배 전국롤러경기대회 개최 거제시생활체육회  70,000 70,000 0 86
매우 

우수

자연보호연맹거제시협의회활동행사사업지
원 (사)자연보호연맹 거제시협의회  21,575 12,700 8,875 91 보통

 거제 음식경연 대회 개최 거제시 외식업지부  27,615 27,600 15 63 우수

외국선주사 초청 간담회 개최 거제상공회의소  20,000 20,000 0 87 보통

근로자의 날 기념식 및 체육행사 외 1개 
사업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거제시지
부  15,000 15,000 0 75 우수

제22회 바다로세계로행사 개최 ㈜MBC경남  583,500 480,000 103,500 82 우수

관광축제및행사홍보활동사업지원
-반딧불이밝히는생태도시선언행사(환경과) 한국수자원공사  35,000 10,000 25,000 87 우수

반공포로 희생자 합동위령제 행사 지원 (사)통일안보중앙협의회  11,295 9,000 2,295 81
매우 

우수

거제시장기전국윈드서핑대회개최 거제시 요트협회  47,000 45,000 2,000 95 우수

수산경영인 전국(경남)대회 참석 (사)한국수산업경영인거제시연
합회  14,480 9,000 5,480 86

매우 

우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한마음대회 참석 거제자율관리어업공동체협의회  3,000 3,000 0 90 우수

제8회 거제 대구 수산물 축제 지원(도비 사
업 포함) 거제수산업협동조합  65,000 45,000 20,000 88 우수

제2회 3개 시.군 한농연.한여농 한마음 대
회 개최

(사)한국농업경영인거제시연합
회  17,000 17,000 0 85

매우 

우수

생활개선회원 리더 연수 참석 생활개선거제시연합회  6,796 3,000 3,796 91
매우 

우수

한여농 중앙대회 참석 (사)한국여성농업인거제시연합
회  2,400 2,000 400 90

매우 

우수

맹종죽 축제 지원 거제맹종죽영농조합법인  10,000 10,000 0 90 우수

제10회 거제섬꽃축제 거제현령 부임행차 
재현행사 거제면 주민자치위원회  25,000 25,000 0 80 우수

아동복지시설 운영(종전: 분권교부세) 성로원 외 1개소 1,743,008 1,598,254 144,754 82 보통

사회복지협의체 분과 활성화사업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5,500 15,500 0 78 우수

독거노인 공동가정 운영 독거노인공동가정 10,000 10,000 0 85
매우 

우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종전 : 
분권교부세) (사)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34,000 34,000 0 95

매우 

우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종전 : 분권교부세) (사)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10,000 10,000 0 95
매우 

우수

(사)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정기총회 개최 (사)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3,000 3,000 0 90 우수

(사)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연찬회 개최 (사)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3,500 3,500 0 85 우수

지역봉사지도원(분회장) 활동 지원 (사)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13,200 13,200 0 85 우수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종전: 분권교부
세)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000 20,000 0 88 보통

경로당 임원 회계교육 (사)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5,000 5,000 0 75
매우 

우수

(사)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부설 노인대학운영 (사)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58,000 58,000 0 95 우수

(사)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및 부설 노인대학 선
진지 견학 (사)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10,800 10,800 0 85

매우 

우수

(사)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및 부설 노인대학 졸
업식 (사)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6,000 6,000 0 90

매우 

우수

(사)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부설 노인대학 학보 
발간비 (사)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3,000 3,000 0 90 보통

민간노인교실 운영 (사)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30,891 18,000 12,891 75 우수

장평 무료 경로식당 운영 (사)함께하는 마음재단 거제지부 37,764 12,000 25,764 
89.

8
우수

무료경로식당운영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169,587 56,131 113,456 
89.

8
우수

무료경로식당운영 옥포종합사회복지관 56,131 56,131 0 80 우수

(사)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설 거제 장애인 
차별 상담전화 (사)경남ILC협의회 부설ILC거제 65,200 50,000 15,200 83 보통



(사)경남신체장애인복지회 거제시지부 활동 지원
(3개 사업)

(사)경남신체장애인복지회 거제시지
부 5,820 3,000 2,820 79 우수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제시지회 활동지원(4
개 사업)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제시지회 18,930 16,400 2,530 

86.

3
보통

(사)경남장애인연맹(DPI)거제시지회 활동지원 (사)경남장애인연맹(DPI)거제시지회 10,910 7,500 3,410 78 우수

(사)한국농아인협회 경남협회 거제시지부 활동지
원(2개 사업)

(사)한국농아인협회 경남협회 거제
시지부 3,300 3,200 100 

80.

5
우수

(사)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거제시지회 활동
지원(3개 사업)

(사)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거제
시지회 25,950 12,000 13,950 

84.

3
우수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남협회 거제시지부 활
동지원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남협회 
거제시지부 3,230 2,600 630 

83.

5

매우 

우수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거제시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71,803 64,610 7,193 94 보통

지역아동센터 연합캠프 사업비 지원 큰빛지역아동센터 외 8곳 13,080 5,000 8,080 76 보통

아동복지시설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지원 큰빛지역아동센터 외 8곳 6,818 6,600 218 78
매우 

우수

가족치료 프로그램 제공 두란노아버지학교 9,000 9,000 0 100
매우 

우수

취미교실 운영 거제시 여성회관 50,000 50,000 0 98 우수

한글교실 운영 상록회 외 1 6,900 6,000 900 81
매우 

우수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거제시여성인력개발센터 170,000 170,000 0 95
매우 

우수

긴급피난처 지원 (사)거제가정상담센터 7,000 7,000 0 98
매우 

우수

찾아가는 방문상담서비스사업 추진 (사)거제가정상담센터 31,000 31,000 0 100
매우 

우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 지도사 수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200 1,200 0 98
매우 

우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식지 발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00 2,000 0 98
매우 

우수

작은 다문화 학교 운영에 따른 사업 추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5,000 25,000 0 93
매우 

우수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추진 거제시청소년수련관 10,000 10,000 0 95
매우 

우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253개소 보육시설 보육교사 229,440 229,440 0 100
매우 

우수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7개 사업) 거제시어린이집 연합회 195,830 195,830 0 100 우수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TMD교육그룹 293,266 293,266 0 80
매우 

우수

방범순찰 차량구입 지원 거제경찰서자율방범연합회  32,970  30,000  2,970 94
매우 

우수



새마을운동 거제시지회 사업 추진 새마을운동거제시지회  18,090  15,000  3,090 90
매우 

우수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학동마을 바다
빛 쉼터조성) 학동마을회  40,000  30,000  10,000 90

매우 

우수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천혜비경과 함
께하는 노을 빛 힐링마을 조성) 홍포마을회  31,000  30,000  1,000 90 우수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도장포마을 천
년의 거리 조성사업) 도장포마을회  33,000  30,000  3,000 80

매우 

우수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성인골마을 가
꾸기) 송곡마을회  33,000  30,000  3,000 90 우수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청마교 야간 경
관조명 설치공사) 둔덕면 주민자치위원회  30,000  30,000  - 81

매우 

우수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오량저수지 수
변쉼터 생태전망대 가꾸기) 오량마을회  33,000  30,000  3,000 93 우수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도농복합 우리
마을 운동으로 하나되기) 상문동 주민자치위원회  52,090  30,000  22,090 88 우수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 및 경로당 출입구 
단차 제거 동부면 유천경로당 외 15개소  130,000 130,000 0 89 우수

마을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 남부면 도장포경로당 외 8개소  100,000 100,000 0 89
매우 

우수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구입비 지원 일운면 동성경로당 외 40개소  80,000 80,000 0 93 우수

장목면 장북마을회관 보수공사 하청면 장곶경로당 외 5개소  90,000 90,000 0 89 우수

마을 경로당(회관) 개보수 둔덕면 학산경로당 외 3개소  20,000 20,000 0 89 우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박*길 외 11명  33,333 20,000 13,333 81 보통

신규 국가인력양성사업 지원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44,310 44,310 0 74
매우 

우수

장목면 이수도 어촌체험마을 음식물쓰레기 
처리 이수도 어촌체험마을  15,000 15,000 0 95 우수

해녀 잠수장비 지원 강*선 외 116명  38,400 24,000 14,400 88 우수

마을어장 소득원 개발 지원 청곡어촌계, 실전어촌계  36,000 30,000 6,000 85
매우 

우수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 거제정치망협의회 외 5곳  36,000 30,000 6,000 90 우수

버스 노선안내 전광판 설치비 지원 삼화여객㈜, 세일교통자동차㈜  39,930 39,930 0 85 우수

통합단말기 설치비 지원 삼화여객㈜, 세일교통자동차㈜  12,750 12,750 0 85
매우 

우수

공동주택 단지내 주요시설물 신설,수리 지
원 공동주택 관리주체(33개 단지) 1,670,561 728,467 942,094 95

매우 

우수

Blue-city farm village 만들기 프로젝트 소동마을 외 11개 마을  38,000 36,000 2,000 100 우수

축사시설 환경개선 스트레스 예방사업 김*숙 외 6명  5,400 2,970 2,430 80 우수

한우자동보정 시설 지원 한*수 외 4명  6,390 4,186 2,204 80
매우 

우수

비료살포기 지원 정*열 외 19명  20,340 13,018 7,322 95 보통

벼건조기 부착 집진기 지원 윤*광 외 19명  37,000 27,400 9,600 78 매우 



우수

농특산물 유통자재 지원 송진포 양파작목반, 거제축산업
협동조합  26,000 15,000 11,000 91

매우 

미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