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붙임 2 ]

2009년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단위 : 천원)

946,706  

31,600  

1월 제55주년 세계자유의 날 및 북한인권촉구결의대회 행사 보조금 3,000  

새해 정월대보름 감천달맞이 축제 보조금 30,000  

김천웰빙농장 체험관광 보조금 -1,400

-36,868

2월 2009년 전통혼례식 행사 보조금(상반기) 2,500

김천관광열차 운영사업 보조금 -44,368

생활개선회 수련대회(농어촌체험) 보조금 5,000

729,470  

3월 2009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보조금 5,000  

체험! 김천가족여행 보조금 10,000  

2009 김천직지나이트투어 보조금 34,000  

김천관광열차 운영사업 보조금 100,000  

제7회 김천전국가족연극제 보조금 100,000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 보조금 10,000  

시민안녕기원대제 행사 보조금 1,000  

전통성년식 행사 보조금 3,000  

제9회 삼도문화가족 화합대회 보조금 5,000  

단오절 민속놀이 행사 보조금 3,000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보조금 20,000  

보육시설 보육교사 교육에 따른 보조금 1,000  

제15회 김천 어린이날 큰잔치 보조금 50,000  

2009년도 김천시여성대회 보조금 12,000  

2월 3건 소계

3월 30건 소계

구분 집          행          내          역 금액 비 고

총          계

1월 3건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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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3월 제29회 장애인의날 행사지원 보조금 10,000  

2009년도 경로당운영 활성화사업 보조금 6,930  

보육아동 학부모 교육 5,000  

시립어린이집 한마당 잔치 보조금 10,000  

제6회 영유아 건강걷기대회 보조금 10,000  

제14회 노인회원화합 체육대회 보조금 28,500  

2009 김천포도,자두판촉홍보행사 보조금 100,000  

2009 경북사과 홍보행사 보조금 20,000  

건강 거북이마라톤대회 보조금 106,400  

건강거북이 마라톤대회 보조금 10,000  

건강 거북이마라톤대회 보조금 30,100  

농촌지도자 도대회경비지원 6,540  

도농 농촌체험행사 보조 5,000  

녹색 체험학교 운영 5,000  

4-H 교육행사보조 15,000  

향토음식 자원화 음식전시회 보조 7,000  

226,700  

4월 김천웰빙농장 체험관광 보조금 5,000  

템플스테이 홍보마케팅 보조금 5,000  

2009 김천직지나이트투어 보조금 6,000  

2009년 김천포도, 자두 판촉홍보행사 보조금 20,000  

2009 백두대간 탐사 삼도봉 등반대회 보조금 100,000  

건강거북이 마라톤대회 보조금 3,500  

시민건강걷기대회 행사 보조금 80,000  

비 고구분 집          행          내          역 금액

4월 8건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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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비 고구분 집          행          내          역 금액

생활개선회 도대회경비지원 7,200  

11,000  

5월 제54회 현충일 추념행사 보조금 11,000  

1,112  

6월 제13회 전국농아인대회 참석 보조금 1,112  

25,316  

7월 제7회 김천전국가족연극제 보조금(2차) 35,000  

제4회 지적장애인자기권리주장대회 참가 보조금 230  

제3회 경북농아인의 날 참가 보조금 210  

스카우트 김천지구연합회 보장훈련 보조금 1,000  

제9회 경북정보화경진대회 및 사랑의 컴퓨터 전달식 참가 보조금 250  

2009년 지적장애인위기탈출 체험캠프 참가 보조금 626  

2009년도 김천시여성대회 보조금 -12,000  

2,480  

8월 2009 전통혼례식 행사보조금(하반기) 1,200  

2009 대한민국 문화원의 날 참가 지원보조금 1,000  

제16회 경북 장애인지도자 연수회 참가보조금 280  

1,450  

9월 2009경북노인일자리 정보교류전 참가에 따른 보조금 1,000  

한국교통장애인협회장 취임식 및 장애극복간담회 참가 보조금 450  

-77,032  

10월 2009 대한민국 문화원의 날 참가 지원보조금 -1,000  

2009 전국중증장애인 배우자초청대회 참가보조금 543  

제14회 사)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지도자연수회 참가보조금 232  

5월 1건 소계

6월 1건 소계

7월 7건 소계

9월 2건 소계

10월 9건 소계

8월 3건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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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비 고구분 집          행          내          역 금액

제30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경북시각장애인복지대회 참가 보조금 400  

제3회 무언의 등반대회 개최 보조금 1,000  

제11회 경북수화경연대회 참가보조금 304  

지적장애인 특수학급 문경새재 현장학습체험 보조금 1,059  

2009년 교통장애인 재활대회 참가보조금 430  

시민건강걷기대회 행사 보조금 -80,000  

-8,345  

11월 전통혼례식 행사 보조금(3차) 1,000  

감천발원제 봉행 보조금 2,000  

제8회 김천민속장기대회 개최 보조금 2,000  

2009년 제9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 행사참가 보조금 618  

시립어린이집 한마당 잔치 행사취소 보조금 반납 -10,000  

2009년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 연말총회 및 교통사고장애인 인권,복지시책개선 세미나 개최에 따른 보조금 1,100  

2009 김천포도,자두판촉홍보행사 보조금 -5,063  

39,823  

12월 성탄절 트리 점등식 보조금 10,000  

2009 동지맞이 팥죽끓이기 행사보조금 2,000  

2009 제야의 종 타종식 보조금 25,000  

제8회 김천민속장기대회 개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0  

2009년 노인돌봄서비스운영비 400  

2009년 제17회 경상북도 지체장애인 지도자대회 행사지원 보조금 723  

2009 제 22회 경북중증장애인 송년위안행사 보조금 220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 2009년 사업실적보고 및 2010년 사업계획 설명회 행사보조금 1,500  

※ 단, 금액란 "-"는 반납금액임

11월 7건 소계

12월 8건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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