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붙임 3 ]

2009년도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
(단위 : 천원)

22,756,799  

3,099,052  

1월 2009년도 김천시체육회 운영 및 체육활동 지원 보조금 210,000  

2009년도 김천시체육회 각종대회 개최지원 보조금 1,000,000  

2009년도 김천시체육회 각종 대회참가 지원 보조금 225,000  

2009년도 상반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보조금 10,464  

2009년도 상반기 김천시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보조금 10,000  

2009년도 상반기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보조금 62,784  

2009년도 김천시체육회 운영 및 체육활성화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07

2009년도 김천시체육회 각종 대회참가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90

2009년도 김천시체육회 각종대회 개최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01,968

2009년도 신년교례회 행사지원 3,000  

종합자원봉사센터 시정도우미 운영에 따른 보조금 10,000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보조금 4,631  

2009년도 김천문화원 운영 보조금 35,000  

2009년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인건비) 보조금 22,000  

2009년 상반기 경로당 전담관리자 운영보조금 27,500  

2009년 상반기 노인가요교실 운영보조금 2,500  

2009년 상반기 노인대학 운영보조금 5,000  

2009년 상반기 게이트볼 운영및 참가지원 보조금 7,650  

2009년 1월 아동복지시설아동 심성관리비 1,551  

2009년 상반기 경로당프로그램 운영보조금 15,000  

2009.1/4분기 경로당 활성화 사업 보조금 4,820  

총          계

1월     74건 소계

금   액 비고집          행          내          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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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1월 2009.1/4분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보조금 10,000  

2009년 1/4분기 김천수화통역센터 운영비 보조금 23,750  

2009년 1/4분기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보조금 21,250  

2009년 1/4분기 지체장애인 및 편의시설 상담지원 운영 보조금 11,250  

2009년 1/4분기 장애인생활시설(즐거운집) 운영보조금 1,800  

2009년 1/4분기 김천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15,300  

2009년 1/4분기 김천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보조금 26,250  

2009년 1/4분기 장애인생활시설(애훈장애인복지시설) 운영보조금 1,500  

2009년 1/4분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18,750  

2009년 1/4분기 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7,500  

2009년 상반기(1차)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운영비 75,115  

2009.1/4 김천노인복지센터 운영비 보조금 25,000  

2009년도 1월분 보육사업 두자녀보육료 보조금 35,537  

2009년도 1월분 보육사업 장애아무상보육료 보조금 33,646  

2009년도 1월분 보육돌봄종사자 인건비 227,609  

2009년 1월분 보육사업 저소득층차등보육료 보조금 365,117  

2009년도 1월분 만5세아보육료 보조금 60,408  

20009년도 1월분 다문화가정보육시설차량운영비 보조금 300  

2009년도 1월분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보조금 7,485  

2009년도 1월분 보육사업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 보조금 26,879  

2009년도 1월분 시립및장애아전담보육시설 차량운행 보조금 2,500  

2009년도 1월분 보육사업 기본보조금 136,675  

2009년 1/4분기 교통사고피해자상담사업 운영보조금 10,000  

집          행          내          역구분 금   액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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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집          행          내          역구분 금   액 비고

1월 2009년 1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2,005  

2009년 1월분 시설종사자 장려수당 5,280  

2009년 1월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 1,800  

2009년 1/4분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30,900  

2009년 1월분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 보조금 4,160  

2009년 1/4분기 장애인부모회 운영비 보조금 1,250  

2009년도 1/4분기 대덕청소년공부방 운영비 3,500  

지방기업 고용보조금(2차) 47,000  

한국노총 경북본부 김천지역 지부 운영보조금 10,000  

전통시장 저소득 상인 특별지원사업 보조금 26,877  

육계농가환기장치(냉각팬) 지원사업 보조금 26,000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보조금(12월분) 2,160  

2009년 향토산업육성사업(전자상거래 구축사업)보조금 41,000  

2009년도 귀농인 농업인턴사업 보조금(12월분) 960  

2009년 1/4분기 부곡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15,175  

2009년 1/4분기 김천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 42,125  

2009년 1/4분기 정신요양시설 의약품비 2,746  

2009 1/4분기 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13,000  

1/4분기 김천지역자활센터 운영비 40,000  

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보조금 -4,839  

09 녹색어머니김천시연합회 운영지원금 3,000  

2009 사랑실은교통봉사대 김천지대 운영지원금 3,000  

09 모범운전자 김천지회 운영지원금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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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집          행          내          역구분 금   액 비고

1월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수당(1월) 680  

사회복귀시설 운영비(1월) 19,016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 운영지원 보조금 10,000  

2009년 농업인건강관리실운영비 지원사업 보조금 16,000  

2009년 수화봉사단육성 및 봉사활동지원사업 지원 10,000  

2009 김천시 예다회 운영비 5,000  

2,143,559  

2월 2009년도 하반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보조금 -1,744

김천시행정동우회 보조금 5,000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보조금(1월) 2,358  

21세기 새마을운동추진  운영 지원비 보조금 15,000  

2009년 문화학교 운영보조금 24,000  

디지털김천 문화대전 편찬사업 보조금 150,000  

2009.1분기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보조금 37,500  

2009년 1월분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의 입소비용 10,991  

2009년 1/4분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66,000  

2009년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예탁 144,000  

2009년 2월 아동복지시설아동 심성관리비 1,542  

2009년 1/4분기 성요셉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보조금 25,000  

2009년도 1월분 보육사업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 보조금 -5  

2009년 1월분 보육사업 저소득층차등보육료 보조금 -163  

2009년 상반기 결혼이민여성 우리말공부방 운영 보조금 19,930  

2009년 2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1,685  

2월     64건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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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집          행          내          역구분 금   액 비고

2월 2009년도 2월분 기본보조금 138,503  

2009년도 2월분 만5세아보육료 보조금 60,372  

2009년도 2월분 보육사업 두자녀보육료 보조금 34,679  

2009년도 2월분 장애아무상보육료 보조금 33,793  

2009년도 2월분 보육사업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보조금 8,087  

2009년도 2월분 보육돌봄 종사자 인건비(농어촌특별근무수당) 16,280  

2009년도 2월분 보육돌봄 종사자 인건비 226,339  

2009년도 2월분 보육사업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 보조금 26,934  

2009년도 보육사업 시립및장애아전담보육시설 차량운행 보조금 2,500  

2009년도 2월분 다문화가정보육시설차량운영비 보조금 200  

2009년도 2월분 보육사업 저소득층차등보육료 보조금 358,007  

기본보조금 반환 -3,329  

2월 아동복지시설 자격수당 1,800  

2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5,280  

2009년 김천수화통역센터 2~3월 종사자수당 보조금 600  

2009년 성요셉장애인주간보호센타 1/4분기 종사자수당 보조금 1,080  

2009년 2~3월분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 보조금 7,760  

2009년 하반기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운영비 -3,053

아동양육시설아동 건강검진비 -64  

아동양육시설아동 기능교육비 -600  

2009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80  

2009년 아동복지시설 자격수당 -40  

아동양육시설아동 수학여행비(고등학생) -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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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집          행          내          역구분 금   액 비고

2월 아동양육시설아동 수학여행비(중학생) -462  

아동양육시설아동 수학여행비(초등학생) -6  

2009년도 아이사랑카드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17,974  

2009년도 만5세아보육료 보조금 -1,297  

2009년도 보육사업 장애아무상보육료 보조금 -2,668  

2009년도 보육사업 두자녀보육료 보조금 -11,037  

2009년도 보육사업 셋째이후자녀 보육료 보조금 -6,550  

2009년  4/4분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32  

2009년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바우처) 정산 환급금 반납 -23,643  

2009학년 1학기 우수농수축산물 식재료 구입 보조금 253,071  

2009년도 축사전기시설안전점검(추가분) 보조금 3,871  

2009년 귀농인 농업인턴사업보조금 교부(1월분) 960  

2009년 1/4분기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 보조금 5,500  

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보조금 8,000  

2009년 쌀전업농 연합회 행사참석 보조금 7,000  

김천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원교육 보조금 4,000  

FTA기기금 지방자율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보조금 3,000  

2009년도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보조금 466,000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수당 680  

북귀시설 운영비 지원(2월) 14,068  

생활개선회 자율운영비 지원사업 보조금 5,000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지원사업 보조금 6,000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지원사업 보조금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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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집          행          내          역구분 금   액 비고

2월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사업 보조금 3,000  

5,470,670  

3월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보조금 240,000  

2009년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50,000  

2009년도 경북리그 축구대회 참가경비 5,000  

2009년도 하반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보조금 62,784  

2009년도 하반기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보조금 10,464  

2009년도 자매도시 생활체육교류전 개최 보조금 10,000  

2009년도 제14회 도지사기생활체육축구대회 개최 보조금 20,000  

2009년도 하반기 김천시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보조금 10,000  

2009년도 제19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보조금 50,000  

2009년도 제6회 김천시생활체육대회 개최 보조금 55,000  

2009년도 생활체육진흥사업 보조금 28,480  

2009년도 생활체육교실 운영 보조금 16,620  

2009년 김천시체육회 각종대회 개최지원 보조금(2분기) 370,000  

2009년도 도단위 및 시단위 대회 개최 지원 보조금 160,000  

2009년도 김천시민체육대회 개최 지원 보조금 820,000  

김천시 이통장연합회 보조금 8,000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보조금 2,358  

행복한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보조금 10,000  

지역문화예술 동아리단체 공연 및 전시회 지원(6070난타, 소리결) 9,000  

지역문화예술 동아리단체 보조금(김천서우회, 실버가요 금메달수상자 봉사단) 3,000  

직지사 차명상 템플스테이 홍보 보조금 20,000  

3월     165건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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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지역문화예술 동아리단체 보조금(황악사진동우회, 김천수채화협회) 2,000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14,000  

제30회 매계백일장 행사 보조금 9,000  

지역문화예술 동아리단체 보조금 5,000  

2009년도 빗내농악 상설공연보조금(1차분) 10,000  

향교관리비 지원 보조금(1~12월) 3,960  

빗내농악전승학교 육성보조금 30,000  

문화예술 동아리단체 보조금(예림회) 1,000  

새마을 피서지 문고운영 보조금 1,000  

독거노인 효사랑 더하기 운동 보조금 5,000  

향교문화 전승보전사업(기로연) 보조금 7,800  

2009년 향교 향사비(석전대제) 보조금 6,000  

향교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지원 보조금 3,000  

제4회 시민과함께하는 문화예술장터 40,000  

제17회 김천예술제 행사지원 보조금 70,000  

2009년도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보조금 40,632  

지역 문화예술 동아리단체 보조금(대한시조협회 김천지회) 3,000  

작사가 고려성, 작곡가 나화랑 형제 노래비 건립 보조금 10,000  

2009 김천시새마을지도자대회 보조금 10,000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보조금 2,000  

바르게살기운동 하계수련대회 보조금 2,000  

제5회 백수 정완영 전국시조백일장 보조금 30,000  

충효교실 운영지원 보조금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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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09년도 빗내농악 상설공연보조금(2차분) 10,000  

2009년 빗내농악보존회육성 보조금 5,000  

1/4분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보조금 20,000  

2009년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 입소비용 9,927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지원 결연대학생활동비 보조금 5,000  

2009년도 지적장애 사례관리사업 운영보조금 9,500  

2009년 1/4분기 김천시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보조금 25,000  

2009년 카운슬러대학 보조금 4,000  

2009년 아동복지시설아동 심성관리비 1,590  

2009년 대덕청소년공부방 운영비 10,500  

2009년 실버자원봉사단 운영보조금 7,000  

2009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5,280  

2009년 아동복지시설 자격수당 1,840  

2009년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1,460  

2009년도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보조금 200  

2009년도 보육사업 보육돌봄종사자 인건비 7,040  

2009년도 보육사업 저소득차등보육료 보조금 129,083  

2009년도 보육사업 보육돌봄종사자 인건비 176,354  

2009년도 보육사업 저소득차등보육료 보조금 264,499  

2009년도 보육사업 셋째이후자녀 보육료 보조금 5,976  

2009년도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 보조금 20,851  

2009년도 3월분 보육사업 보육돌봄종사자 인건비(효동어린이집) 35,161  

2009년도 3월분보육사업 보육돌봄종사자(농어촌특별근무수당) 인건비(효동어린이집)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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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09년도 3월분 보육아동 간식비 보조금(효동어린이집) 468  

2009년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예탁 172,800  

2009년 2/4분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보조금 10,000  

2009년 2/4분기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운영비 보조금 37,500  

2009년 김천노인복지센터 운영비 75,000  

2009년 경로당 활성화 사업 보조금 18,180  

2009년 농아인동료상담요원 활동지원사업 운영비 보조금 10,800  

2009년 3~9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 입소비용 75,871  

2009년 2~4/4분기 장애인생활시설(즐거운집) 운영보조금 5,400  

2009년 4~9월분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69,410  

2009년 2~4/4분기 김천수화통역센터 운영보조금 71,250  

2009년 2~4/4분기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보조금 68,750  

2009년 2~4/4분기 성요셉장애인주간보호센타 운영보조금 75,000  

2009년 2~4/4분기 김천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보조금 44,700  

2009 2/4~3/4분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보조금 26,640  

2009년 2~4/4분기 지체장애인및편의시설상담센터운영 보조금 33,750  

2009년 2/4~3/4분기 김천시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보조금 50,000  

2009년 2~4/4분기 교통사고피해자상담사업 운영보조금 30,000  

2009년 2~4/4분기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보조금 78,750  

2009년 하반기 노인가요교실 운영보조금 2,250  

2009년 하반기 게이트볼 운영보조금 6,900  

2009년 하반기 경로당프로그램 운영보조금 13,500  

2009년 하반기 노인대학 운영보조금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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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09년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보조금(2~4분) 60,000  

2009년 하반기 경로당 전담관리자 운영보조금 24,750  

고3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 보조금 6,700  

청소년학습클리닉 프로그램운영 보조금 3,000  

청소년문화존운영 보조금 38,000  

다문화가족 대모결연사업 보조금 5,000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 보조금 8,000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56,25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52,500  

결혼이민여성 우리말공부방 운영 보조금 19,930  

2009년 하반기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운영비 75,115  

2009년 범죄예방위원회 보조금 30,000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비 3,600  

아동양육시설아동 기능교육비 1,500  

아동양육시설아동 교복비 4,200  

아동양육시설 교육자재비 2,750  

아동양육시설 춘계부식 및 김장비 6,540  

입양기관 운영비 18,240  

아동양육시설아동 건강검진비 4,160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교사 인건비 92,700  

지역아동센터 2/4분기 운영비 66,000  

아동양육시설아동 수학여행비(중학생) 1,000  

아동양육시설아동 수학여행비(초등학생) 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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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아동양육시설아동 수학여행비(고등학생) 2,200  

2009년도 만5세아보육료 보조금 39,583  

2009년도 보육사업 두자녀보육료 보조금 18,571  

2009년도 보육사업 장애아무상보육료 보조금 11,638  

2009년도 3월분 보육사업 장애아무상보육료 보조금(효동어린이집) 20,528  

2009년도 시립및장애아전담보육시설 차량운행 보조금 2,000  

2009년도 3월분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차량운행 보조금(효동어린이집) 500  

2009년도 김천시청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운영 및 행사지원비 5,000  

2009년 부곡맛고을 음식. 벚꽃 축제 보조금 20,000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6,000  

전통시장 저소득 상인 2차특별지원사업 보조금 25,123  

평화로 상가 한마음대축제 보조금 20,000  

제7회 평화시장 어울림 대축제 보조금 20,000  

학교우유급식지원(1월분) 13,920  

쇠고기이력추적제(전산관리비) 보조금 15,740  

2009년도 양돈분만위생개선지원사업 보조금 11,700  

우량송아지 육성률 제고사업 보조금(1차) 2,645  

학교우유급식지원(2월분) 5,495  

한우 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보조금 16,320  

한우등록비지원사업 보조금 4,280  

한우등록비지원사업(시비보조) 보조금 15,000  

2009년도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보조금 25,000  

젖소능력개량사업 보조금 2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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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09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1-2월) 9,601  

2009년도 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 5,000  

200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장려, 자격수당) 11,859  

2009년 김천지역자활센터운영비 보조금 84,740  

2009년 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비 보조금 11,000  

2009 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37,000  

2009년 2~3분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부곡사회복지관) 수당(장려, 자격수당) 4,080  

2009년 2~3분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영남정신요양원) 수당(장려, 자격수당) 16,800  

2009년 2~3분기 김천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 84,250  

2009년 2~3분기 부곡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30,350  

2009년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 2,445  

2009년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춘.추계부식비 2,445  

2009년 2~3분기 정신요양시설 의약품비 5,298  

2009년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보조금 3,000  

2009년 친환경농산물인증 검사수수료지원사업 보조금 4,148  

2009년 친환경농산물인증 검사수수료지원사업 보조금 5,632  

2009년도 한센병관리사업보조금 8,570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수당 720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20,716  

2009년무료간병센터 운영비 보조금 25,000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수당 6,080  

행복한농촌만들기 프로젝트 시범 10,000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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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농업인조직체 육성보조(생활개선회) 5,000  

농업인조직체 육성보조(농촌지도자) 5,000  

농업인조직체 육성보조(4-H) 5,000  

김천포도, 자두 품평회 보조금 30,000  

2,147,882  

4월 찾아가는 자원봉사마을 만들기 운영비 보조금 12,500  

2009년도 김천시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제1회 추경) 보조금 6,000  

2009년도 생활체육진흥사업 보조금(제1회 추경) 2,166  

제11회 경북장애인생활체육대제전 참가 보조금 8,000  

자매도시 강북구 문화원과 우호교류 보조금 1,500  

2009년 상반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보조금 30,000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보조금 2,358  

2009년 정보화마을 키워드 검색 보조금 2,000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보조금 150,000  

범시민 독서생활화(BS120)운동 보조금 10,000  

Green&Clean 김천만들기 운동 보조금 10,000  

제2회 김천예술인전 개최 지원 보조금 9,000  

김천연협 팝스 예술연주단 공연지원 보조금 50,000  

무대공연작품(할미의넋) 제작지원사업 보조금 6,300  

경상별곡 콘텐츠 드라마 제작지원 28,700  

2009년2/4~4/4분기 장애인생활시설(애훈장애인복지시설)운영보조금 4,500  

2009년 2~2/4분기 장애인부모회 운영보조금 3,750  

2009년 2/4~3/4분기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공공요금 3,000  

4월     74건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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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행          내          역구분 금   액 비고

4월 2009년 아동복지시설아동 심성관리비 1,590  

2009년 청소년 비정규학교 운영비 22,813  

2009년 상반기 노인의료복지시설 효도관광비 3,300  

2009년 4월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5,280  

2009년 4월 아동복지시설 자격수당 1,840  

2009년도 보육사업 셋째이후자녀 보육료 보조금 6,950  

2009년도 보육시설 차량유지비(다문화가정차량유지비4월분) 500  

2009년도 보육사업 보육돌봄종사자 인건비 4월분 239,789  

2009년도 보육사업 기본보육료 4월분 136,853  

2009년도 보육사업 저소득차등보육료 4월분 412,172  

2009년도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 4월분 30,026  

2009년도 보육사업 보육돌봄종사자 인건비(농어촌특별근무수당) 4월분 12,540  

2009년 3/4분기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운영비 보조금 37,500  

2009년 3/4분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보조금 10,000  

2009년도 대체교사 인건비 보조금 17,234  

상반기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보조금 10,000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보조금 15,000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보조금 6,160  

장애인단체 시설임대 보조금 21,600  

다문화가족 친정방문지원사업 보조금 20,000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사업 운영비 5,000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보조금 17,900  

상반기 농촌 및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보조금 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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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집          행          내          역구분 금   액 비고

4월 장애아보육시설 입소료 보조금 3,400  

2009년도 만5세아보육료 4월분 보조금 49,511  

2009년도 보육사업 두자녀보육료(4월분) 39,807  

2009년도 보육사업 장애아무상보육료 보조금 32,754  

2009년도 시립및장애아전담보육시설 차량운행비(4월분) 2,500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사업 보조금 11,898  

노사화합 한마음 걷기대회 행사보조금 20,000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29,000  

2009년 김천시농민회 사업추진 보조금 6,000  

2009년도 농업영경인김천시연합회사업추진보조금 13,000  

쇠고기이력추적제(귀표장착비) 보조금 18,073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보조금(3월분) 2,160  

2009 서울국제식품전 참가지원 보조금 1,800  

2009년 1/4분기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 보조금 19,759  

한우송아지생산안정사업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34,700  

학교우유급식지원(3월) 8,743  

금오산낙협생축장임차료지원사업 보조금 30,000  

우량송아지 육성률 제고사업 보조금(3차) 5,084  

경북한우클러스터사업(DNA동일성검사)보조금 23,400  

경북한우클러스터사업(DNA동일성검사)보조금 87,930  

우량송아지 육성률 제고사업 보조금(2차) 2,170  

2009.1/4분기 종사자 수당 및 자격수당 1,440  

2009년 김천지역자활센터 운영비보조금 21,000  

- 64 -



(단위 : 천원)

집          행          내          역구분 금   액 비고

4월 부항면 혁신의회 인터넷 홈페이지개설 30,000  

2009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보조금(2차) 124,500  

2009년 복숭아봉지지원사업 보조금 10,000  

2009년도 한센병관리사업보조금 8,570  

2009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조사업 보조금 47,932  

2009년도 무료간병센터 운영비 보조금 25,000  

학교4-h회원 친환경과제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6,000  

학교4-h조직모델 시범사업 보조금 6,000  

벼 정부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보조금 36,130  

중고품교환판매소(알뜰매장) 운영보조금 1,000  

1,066,674  

5월 자매도시 강북구 문화원과 우호교류 보조금 -584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보조금 2,358  

2009년 정보화 역기능 해소사업 보조금 1,960  

자율방범대연합회 가족체육대회 지원 보조금 10,000  

2009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5,280  

2009년도 보육사업 저소득차등보육료 보조금 2,800  

2009년도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 보조금 -13  

2009년도 보육사업 저소득차등보육료 보조금 -1,672  

2009년도 2월분 보육사업 저소득층차등보육료 보조금 -44  

2009년 5월 아동복지시설아동 심성관리비 1,599  

2009년 5월 아동복지시설 자격수당 1,891  

2009년도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 보조금 24,506  

5월     29건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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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집          행          내          역구분 금   액 비고

5월 2009년도 보육사업 저소득차등보육료 보조금 148,291  

2009년도 보육사업 보육돌봄종사자 인건비 241,063  

2009년도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보조금 26,800  

2009년도 보육사업 셋째이후자녀 보육료 보조금 6,337  

2009년도 보육사업 저소득차등보육료 보조금 459,346  

2009년도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보조금 400  

보육사업 보조금 반납(저소득층 차등보육료) -42  

보육사업 보조금 반납(저소득층 보육료) -146  

2009년도 만5세아보육료 보조금 44,313  

2009년도 보육사업 두자녀보육료 보조금 34,288  

2009년도 보육사업 장애아무상보육료 보조금 32,783  

2009년도 시립및장애아전담보육시설 차량운행 보조금 2,500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보조금(4월분) 2,160  

2009 대구국제식품산업전 참가지원사업 보조금 1,430  

학교우유급식지원(4월분) 13,133  

2009년 친환경농산물인증 검사수수료지원사업 보조금(3차) 5,938  

1,181,890  

6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보조금 2,432  

정보격차 해소사업 보조금 340  

시승격 60주년 기념 전국웅변대회 보조금 20,000  

시승격 60주년 기념 2009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 보조금 200,000  

시승격60주년 기념 한중서예교류전 보조금 30,000  

2009년도 보육사업 저소득차등보육료 보조금 -111,282  

6월     33건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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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집          행          내          역구분 금   액 비고

6월 장애아동 보육시설 입소료 지원 190  

2009년 6월 아동복지시설아동 심성관리비 1,599  

2009년도 보육사업 셋째이후자녀 보육료 보조금 6,535  

2009년도 보육사업 저소득차등보육료 보조금 509,946  

2009년도 보육사업 보육돌봄종사자 인건비 248,684  

2009년도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보조금 400  

2009년도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 보조금 27,290  

2009년도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보조금 1,800  

2009년 6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5,200  

2009년 6월 아동복지시설 자격수당 1,800  

장애아보육시설 입소료 보조금 200  

2009년 3/4분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66,000  

2009년도 만5세아보육료 보조금 43,628  

2009년도 보육사업 두자녀보육료 보조금 35,131  

2009년도 보육사업 장애아무상보육료 보조금 35,109  

2009년도 시립및장애아전담보육시설 차량운행 보조금 2,500  

2009년도 보육사업 두자녀보육료 보조금 -192  

국제품질 규격인증 지원사업 보조금 6,000  

지방기업 고용보조금(4차) 16,000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보조금(5월분) 2,160  

학교우유급식지원(5월분) 11,032  

2008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보조금 14,400  

2009년 친환경농산물인증 검사수수료지원사업 보조금(4차) 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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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행          내          역구분 금   액 비고

6월 주부인턴제 운영에 따른 채용장려금 1,000  

880,377  

7월 2009년도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운영 보조금 25,000  

제25회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운영비 보조금 30,000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보조금 2,358  

정보격차 해소사업 보조금 340  

제16회 세계 어린이 미술전 지원 보조금 2,000  

무대공연작품(대구소년소녀관현악단) 제작지원사업 보조금 3,500  

제2회 소리결 시민가요제 보조금 3,000  

2009년도 보육사업 저소득차등보육료 보조금 3,232  

2009년 아동복지시설아동 심성관리비 1,488  

2009년 아동복지시설 자격수당 1,760  

2009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5,304  

2009년도 보육사업 저소득차등보육료 보조금 342,309  

2009년도 보육사업 보육돌봄종사자 인건비 259,978  

2009년도 보육사업 셋째이후자녀 보육료 보조금 1,212  

2009년도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보조금 400  

2009년도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 보조금 12,375  

2009년도 보육사업 보육돌봄종사자 인건비 13,200  

7월분 장애아동 보육시설 입소료 2,400  

2009년도 만5세아보육료 보조금 21,771  

2009년도 보육사업 두자녀보육료 보조금 10,083  

2009년도 보육사업 장애아무상보육료 보조금 35,906  

7월     38건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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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집          행          내          역구분 금   액 비고

7월 2009년도 시립및장애아전담보육시설 차량운행 보조금 3,000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금 5,506  

2009년 6월분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금 4,900  

쇠고기이력추적제(귀표장착비) 보조금 37,988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보조금(6월분) 2,160  

2009년 김천시농민회 사업추진 보조금 6,000  

학교우유급식지원(6월분) 13,728  

2009년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지원사업 보조금 5,600  

2009년도 농업영경인김천시연합회사업추진보조금 15,800  

200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장려, 자격수당) 1,680  

무공수훈자회 보조금 1,000  

주부인턴제 운영에 따른 채용장려금 3,400  

주부인턴제 운영에 따른 채용 장려금 2,000  

1,234,823  

8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보조금 2,432  

정보격차 해소사업 보조금 360  

2009년 정보화역기능 해소사업 보조금 840  

2009년도 보육사업 저소득차등보육료 보조금 -9,062  

3/4분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추가) 32,100  

2009년도 아동양육시설 아동 하계수련비 지원 6,090  

2009년 8월 아동복지시설아동 심성관리비 1,614  

2009년 8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5,236  

2009년 8월 아동복지시설 자격수당 1,738  

8월     29건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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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행          내          역구분 금   액 비고

8월 2009년도 보육사업 셋째이후자녀 보육료 보조금 7,039  

2009년도 보육사업 보육돌봄종사자 인건비 263,047  

2009년도 보육사업 보육돌봄종사자 인건비(농어촌특별근무수당) 13,530  

2009년도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보조금 500  

2009년도 보육사업 저소득차등보육료 보조금 571,029  

2009년도 보육사업 저소득차등보육료(기본보육료) 보조금 160,280  

8월분 장애아 보육시설 입소료 200  

애훈장애인복지시설 입소인원 증가에 따른 보조금 500  

2009년도 만5세아보육료 보조금 50,239  

2009년도 보육사업 두자녀보육료 보조금 27,752  

2009년도 보육사업 장애아무상보육료 보조금 52,137  

2009년도 시립및장애아전담보육시설 차량운행 보조금 3,000  

국제품질 규격인증 지원사업 보조금 6,000  

기업 경영컨설팅 지원 보조금 10,000  

2009년 2/4분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19,699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보조금(7월분) 2,160  

2009년 친환경농산물인증 검사수수료지원사업 보조금 2,863  

주부인턴제 운영에 따른 채용장려금 1,500  

주부인턴제운영에 따른 채용장려금 500  

주부인턴제 운영에 따른 채용장려금 1,500  

1,188,240  

9월 제21회 경상북도지사기 태권도대회 운영비 보조금 40,000  

2009년도 김천시민체육대회 개최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800,000  

9월     50건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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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행          내          역구분 금   액 비고

9월 제20회 CBS배 전국남녀중고배구대회 운영비 보조금 10,000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보조금 2,358  

정보격차 해소사업 보조금 360  

무대공연작품(대구소년소녀관현악단) 보조금(사후지원금) 1,500  

무대공연작품(할미의 넋) 보조금(사후지원금) 2,700  

2009년도 보육사업 저소득차등보육료 보조금 690,000  

2009년도 보육사업 셋째이후자녀 보육료 보조금 8,000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8~9월 종사자수당 보조금 960  

농아인 재활프로그램 보조금 1,550  

2009년 무료급식소(야고버의 집) 물품지원사업 보조금 10,000  

2009년 아동복지시설아동 심성관리비 1,584  

2009년도 보육사업 보육돌봄종사자 인건비 266,948  

2009년도 보육사업 보육돌봄종사자 인건비(농어촌특별근무수당) 13,860  

2009년도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보조금 500  

2009년 9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5,200  

2009년 9월 아동복지시설 자격수당 1,720  

2009년도 보육사업 저소득차등보육료 보조금 72,865  

2009년도 보육사업 셋째이후자녀 보육료 보조금 317  

2009년도 7,8월 저소득차등보육료(기본보육료) 보조금 (추가) 420  

2009년도 보육사업 저소득차등보육료 보조금 433,215  

2009년도 보육사업 셋째이후자녀 보육료 보조금(예탁금) 8,000  

9월 장애아동 보육시설 입소료 240  

2009년도 만5세아보육료 보조금 11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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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09년도 보육사업 두자녀보육료 보조금 28,000  

2009년도 7,8월 두자녀보육료 보조금(추가) 2,313  

2009년도 보육사업 두자녀보육료 보조금 20,000  

2009년도 보육사업 장애아무상보육료 보조금 55,000  

2009년도 7,8월 보육사업 장애아무상보육료 보조금(추가) 556  

2009년도 보육사업 장애아무상보육료 보조금 50,000  

2009년도 시립및장애아전담보육시설 차량운행 보조금 3,000  

2009년 7월분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금 4,900  

국제품질 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 3,000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5차) 1,500  

지방기업 고용 보조금 72,000  

2009년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보조금(7월) 15,599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보조금(8월분) 2,160  

2009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보조금 8,000  

학교우유급식비지원(8월분) 15,171  

2009년 귀농인 농업인턴사업 보조금 1,920  

2009년도 한센병관리사업보조금 8,570  

주부인턴제 운영에 따른 채용장려금 12,800  

1,315,789  

10월 2009년도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국도비 보조금 65,000  

2009년 하반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보조금(국비) 9,200  

2009년 제2회 평생학습 학술세미나 지원사업비 5,000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보조금 2,357  

10월     65건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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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정보격차 해소사업 보조금(9월) 340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 참가 보조금 50,000  

맞춤형 녹색생활 실천운동 보조금 5,000  

6070난타 일본공연 지원 1,600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화운동 보조금 10,000  

무대공연작품(금릉빗내농악보존회) 제작지원사업 보조금 3,500  

무대공연작품(극단 삼산이수) 제작지원사업 7,700  

2009년 7-9월 장기요양기관 등급외자 입소비용(추가발생) 88,541  

지적장애인 도예교실 운영 보조금 1,494  

2009년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반납 -120,000  

7~9월분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 65,942  

2009년 3~9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 입소비용 -2,277  

2009년  4/4분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98,100  

2009년 김천시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보조금 25,000  

2009년 4/4분기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공공요금 1,500  

2009년 4/4분기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수당 보조금 10,000  

2009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보조금 10,000  

2009년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운영비 보조금 37,500  

2009년 아동복지시설아동 심성관리비 1,590  

2009 4/4분기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수당 보조금 4,080  

2009년도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보조금 500  

2009년도 보육사업 보육돌봄종사자 인건비 267,923  

2009년도 보육사업 보육돌봄종사자 인건비(농어촌특별근무수당) 1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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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저소득 보육아동 10월 간식비 27,492  

2009년도 보육사업 셋째이후자녀 보육료 보조금 8,000  

2009년 10월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5,232  

2009년 10월분 아동복지시설 자격수당 1,776  

장애아보육시설입소료(10월분) 480  

2009년도 보육사업 보육돌봄종사자 인건비 938  

2009년도 보육사업 셋째이후자녀 보육료 보조금 153  

2009년도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 보조금 511  

11월 보육료 예탁금 100,000  

7,8월 저소득 차등보육료(추가) 9,355  

2009. 10월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7,594  

2009년도 만5세아보육료 보조금 20,900  

2009년도 보육사업 두자녀보육료 보조금 20,267  

2009년도 보육사업 장애아무상보육료 보조금 20,000  

2009년도 시립및장애아전담보육시설 차량운행 보조금 3,000  

2009년도 보육사업 두자녀보육료 보조금 -84  

2009년도 보육사업 장애아무상보육료 보조금 -94  

2009년 황금시장 양념축제 보조금 20,000  

중소기업 카탈로그 제작지원사업 보조금 1,000  

2009년 8월분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금 7,070  

2009년도 학교급식용 우수식재료 구입비지원 보조금 반납 -5,535  

2009년도 2학기 학교급식용 우수식재료구입비지원사업 보조금 250,763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보조금(9월분) 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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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09년 3/4분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45,306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비 13,173  

2008 지자체 복지종합평가 시상금 10,000  

2009 부곡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15,175  

2009년 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비 보조금 5,500  

2009 4분기 김천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 42,125  

2009년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추계부식비(추가) 8  

2009년 4분기 정신요양시설 의약품비 2,698  

주부인턴제 운영에 따른 채용장려금 17,050  

1,329,324  

11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보조금 2,431  

정보격차 해소사업 보조금 360  

시승격60주년 기념 한중서예교류전 보조금 -5,000  

지역문화예술 동아리단체 보조금(다움문학회) 1,400  

무대공연작품(김천교사국악회) 제작지원사업 보조금 2,870  

시승격 60주년 기념 2009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 보조금 -10,232  

무대공연작품(금릉빗내농악보존회)제작지원사업 사후지원금 1,500  

2009 김천예술인 워크샾 개최 보조금 7,800  

2009년 10월 장기요양기관 등급외자 입소비용 37,284  

2009년 하반기 노인의료복지시설 효도관광비 2,890  

2009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학습지 수업비(10월분) 1,434  

2009년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축구교실 수업비(10월분) 2,958  

2009년하반기 노인의료복지시설(직지사실비노인요양원)효도관광비 410  

11월     56건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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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월 차등보육료 예탁금 입금(추가) 500,000  

2009년 11월 아동복지시설아동 심성관리비 1,599  

2009년 11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 입소비용 38,022  

2009년도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보조금 500  

2009년도 보육사업 보육돌봄종사자 인건비 101,127  

2009년 11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5,320  

2009년 11월 아동복지시설 자격수당 1,840  

2009. 11월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7,894  

11월 보육사업 보조금 과오납금 반납(기본보육료) -2,763  

11월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27,825  

11월 보육돌봄종사자 인건비 56,789  

2009년 11월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개소) 3,410  

2009년도 대체교사 인건비 보조금 -4,466  

2009 드림스타트 축구교실 수업비 (11월분) 560  

12월 차등보육료 예탁 340,000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학습지 수업비 (11월) 1,643  

2009년도 만5세아보육료 보조금 40,000  

2009년도 보육사업 두자녀보육료 보조금 40,000  

2009년도 보육사업 장애아무상보육료 보조금 40,000  

2009년도 시립및장애아전담보육시설 차량운행 보조금 3,000  

중소기업 카탈로그 제작 지원사업 보조금 1,000  

노사민정 협의회 실무자 워크숍 보조금 21,000  

노사민정 화합 한마음 결의대회 보조금 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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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사·1면·1시장 자매결연 행사 보조금 10,000  

2009년 9월분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금 2,100  

2009년 귀농인 농업인턴사업 보조금 960  

2009년 김천포도회 소식지 제작발간 지원사업 보조금 6,000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보조금(10월분) 2,160  

경북한우클러스터사업(DNA동일성검사)보조금 -75,000  

2009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보조금 30,400  

학교우유급식비지급(10월) 12,172  

2009.3/4 김천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1,680  

2009년 친한경농산물인증 검사수수료지원사업 보조금(6차) 1,767  

2009년도 한센병관리사업보조금 6,048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보조금 5,200  

주부인턴제 운영에 따른 채용장려금 26,433  

1,698,518  

12월 2009년도 제6회 김천시생활체육대회 개최 보조금 -50,019  

『김천-전주 한마음 생활체육 축구대회』보조금 4,900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보조금 2,357  

정보격차 해소사업 보조금 700  

문화예술 동아리단체 보조금 지원(예림회) 보조금 반납 -1,000  

무대공연작품(삼산이수)제작지원사업 사후지원금 3,300  

제12기 문화학교 작품집 발간 보조금 6,000  

김천문화 제41호 발간 보조금 5,000  

무대공연작품(김천교사국악회) 제작지원사업 사후지원금 1,230  

12월     69건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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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제17회 김천예술제 행사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37,885  

2009년도 만5세아보육료 보조금 158  

7~9월분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 교부금 반납 -25  

저소득차등보육료(7,8월 추가분) 2,031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학습교재 및 수업비 4,076  

드림스타트 예비중등과정 학습지원비 5,600  

2009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보조금 9,200  

2009년 아동복지시설아동 심성관리비 1,590  

2009. 12월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2,110  

드림스타트 영유아 보육, 복지서비스 1,260  

2009년도 시립및장애아전담보육시설 차량운행 보조금 3,000  

2009년 아동복지시설 자격수당 1,880  

2009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5,468  

2009년도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보조금 500  

12월 보육돌봄종사자인건비(농어촌특별근무수당) 14,300  

2009년도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보조금 300  

2009년도 농촌소재 및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보조금 6,000  

2009년도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 보조금 15,117  

2009년 12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 입소비용 32,617  

장애아보육시설 입소료 보조금 80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15,049  

2009년 12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 입소비용 6,909  

2009년도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보조금 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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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농촌 및 장애전담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보조금 13,600  

12월 보육돌봄서비스 인건비 396,815  

12월 차등보육료 예탁금 521,500  

저소득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보조금 6,523  

저소득 차등보육료 보조금 교부(7,8월분 추가) 835  

드림스타트 축구교실 수업비 (12월분) 640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학습지 수업비(12월분) 1,805  

2009년 장애인생활시설 한시적 특별난방비 보조금 2,400  

2009년 10월분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금 2,100  

중소기업 카탈로그 제작 지원사업 1,000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34,200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보조금(11월분) 2,160  

2009년 귀농인 농업인턴사업 보조금 960  

2009년 축사전기시설안전점검사업 보조금 3,361  

학교우유급식지원(11월분) 12,834  

2009년 4/4분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36,300  

학교우유급식비(2009.12월) 15,355  

쇠고기이력추적제(귀표장착비) 보조금 31,557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47,430  

2009년 김천지역자활센터운영비 보조금 22,546  

2009년 4/4분기 김천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보조금 864  

200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장려, 자격수당) 1,680  

2009년 4/4분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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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09.1/4분기 종사자 수당 및 자격수당 반납 -1440  

2009년 4/4분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장려, 자격수당) 8,400  

제14회 경상북도광고물대상출품작 보조금 3,000  

2009년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 보조금 111,375  

2009년 녹비용 청보리 종자대금 20,981  

2009년 친환경농산물인증검사수수료지원사업 보조금(7차) 1,594  

2009년 친환경농업체험행사지원사업 보조금 7,000  

2009년 친환경농산물인증검사수수료지원사업 보조금(8차) 175  

2009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보조금 287,045  

주부인턴제 운영에 따른 채용장려금 20,100  

※ 단, 금액란 "-"는 반납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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