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3]

2011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집행월 집행내역 집행금액 비고

총  계 5,467,563     357건

1월 28건 소계 574,276       

2011년도 삼척시체육회 사무국 운영 15,300         

2011년도 학교체육 입상포상금 11,000         

2011년 1/4분기 원덕읍체육회관 운영지원    15,000         

2011년도 문화사랑방 운영  8,000          

2011년도 문화학교 운영  지원 6,000          

2011년도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30,500         

2011년 문화원 향토문화사업 지원 40,000         

2011년도 어르신체육활동지원사업(처우개선비) 2,880          

2011년도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지원 6,900          

2011년도 삼척시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간사인건비) 14,936         

2011년도 상반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운영 지원 66,240         

2011년도 상반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처우개선비) 8,640          

2011년도 상반기 어르신체육활동사업 22,080         

3.1절 삼척시민 건강달리기대회 지원   30,000         

2011년 삼척시통합방위협의회 운영    30,000         

2011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1차    43,627         

2011년 1/4분기 아이돌보미지원사업    33,994         

1/4분기 청소년공부방 운영   10,725         

여행바우처사업 여행경비 지원  (12월분) 10,784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지원 2,940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인건비(1/4분기)    24,000         

1월 삼척근로자종합복지회관 유지관리(1/4분기)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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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집행월 집행내역 집행금액 비고

2011년도 1/4분기 노동상담소 운영   12,000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12월) 5,400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운영비지원    65,000         

2011년 어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지원사업  (12월) 1,080          

삼척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30,000         

2011년 검정고시반 운영  지원 19,750         

2월 10건 소계 94,024         

원자력산업 유치활동  지원 46,350         

2011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6,670          

2011년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1차) 8,330          

2011년 대학생 팸투어 사업  지원 9,432          

2011 내나라여행박람회 강원도종합홍보관 운영  지원 5,000          

2011.여행바우처사업 여행경비 지원금  (12월 추가분) 318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1월) 3,240          

2011년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 교육활동 지원  4,500          

삼척 너와마을 주민교육사업 외부업체 위탁용역 9,500          

2011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1월) 684             

3월 28건 소계 511,566       

2011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2월분) 1,950          

제34회 강원도협회장기 태권도대회외 2개대회 출전 2,280          

제64회 전국신인아마튜어 복싱 선수권대회 출전 539             

제5회 문화체육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 전국 남여배구대회 1,650          

제29회 도계영등제 행사 지원 7,000          

2011년 도서구입비 지원 60,000         

3월 2011년 의암공 박걸남장군 춘기 제례 봉행 행사 지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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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집행월 집행내역 집행금액 비고

2011년 생활체육 장애인 수영 교실 5,000          

제23회 회장배 전국 우슈 선수권대회 및 국가대표선발전 출전 650             

제31회 국제친선 마스터즈 및 제18회 국민생활체육회장기 마라톤대회 출전 2,200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기 전국 지적장애인축구 선수권대회 출전 2,247          

제7회 서산시장배 겸 CN 오픈 전국장애인탁구 선수권대회 출전 613             

2011 전국초등학교 핸드볼선수권대회 개최    40,000         

제14회 강원도 연합회장기 및 클럽리그 족구대회 출전 1,400          

범죄피해자지원    30,000         

2011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12,719         

2011년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6,000          

2011년 청소년 문화존 운영    37,000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3월분) 3,235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2/4)  7,500          

안전감시요원 인건비(2/4분기)  24,000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2월) 3,240          

2011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2월) 1,080          

2011년 어업용면세유 지원사업    76,070         

2011년도 어업용면세유 지원사업 (삼척수협) 113,614       

2011년 평생학습 네트워크 위탁지원사업  16,800         

2011년 우수학습동아리 공모지원사업  26,500         

2011년 평생학습 기관·단체 네트워크 공모지원사업  26,279         

4월 42건 소계 780,542       

삼척시 안보단체 안보교육    2,000          

제3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지원 8,600          

4월 원자력산업유치활동 지원 2/4분기    2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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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집행월 집행내역 집행금액 비고

제3회 삼척하장 두타산 산나물축제행사    15,000         

2011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3월분)  1,380          

미수허목춘향대제 행사  3,000          

제2회 강원도지사배 국민생활체육 풋살대회 출전  2,090          

제9회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 강원도 합기도대회 출전  1,980          

제17회 강원도 사격연합회장기 사격대회 출전  494             

제17회 강원도지사기 검도대회 출전  1,300          

제10회 국민생활체육회장배 전국 골프대회 출전  1,658          

2011. 강원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출전  18,518         

준경묘영경묘제향 행사지원 3,000          

실직군왕대제 행사  3,000          

2011년 문화학교 운영    6,000          

제2회 원더풀 삼척 강원도 테니스대회    22,600         

2011. 2/4분기 원덕읍체육회관 목욕탕 운영지원    15,000         

제12회 국무총리배 국민생활체육 전국 게이트볼대회 출전 581             

제30회 국민생활체육 강원도 축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 출전  6,080          

제20회 국민생활체육 강원도 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 출전  1,200          

제14회 강원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 배구대회 출전 1,540          

제89회 어린이날 죽서 미술휘호대회 지원 3,000          

제9회 국민생활체육 강원도 여성테니스대회 출전  330             

제15회 강원도지사기 시군대항 볼링대회 출전  1,008          

제45회 단종제위원장기 국민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출전  1,754          

제1회 강원도어울림 좌식배구대회 출전  442             

제20회 서울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 출전  501             

4월 제3회 삼척시생활체육회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99,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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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집행월 집행내역 집행금액 비고

2011년 어린이 태권왕대회 출전  1,240          

춘기석전제 행사지원 3,000          

2011년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55,005         

2011년 2/4분기 아이돌보미지원사업    33,994         

제11회 삼척청소년종합예술제    25,000         

2011년 명예경찰소년단 발대식    2,000          

2/4분기 청소년공부방 운영   10,725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3월분)  3,869          

2011년도 2/4분기 노동상담소 운영 12,000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3월) 4,320          

2011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360,000       

2011년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1,080          

2010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3차)  16,800         

제3회 삼척포진영 영장고혼제 및 육향문화축전    8,000          

5월 29건 소계 205,063       

2011년 어린이날 한마당 큰잔치    7,000          

제8회 한국수산업경영인대회    10,000         

제12회 원덕읍.가곡면 노인위안 경로잔치    8,000          

2011년 협회장배 전국 농아인 볼링대회 출전  268             

제3회 강원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 야구대회 출전  1,952          

제18회 회장기 국민생활체육 강원도 게이트볼대회 출전  1,652          

제19회 국민생활체육 강원도연합회장기테니스대회 출전  2,200          

2011년 전국시각장애인 텐덤사이클대회 출전 644             

삼척시 어린이 백일장    6,000          

5월 2011.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기 생활체육 전국축구대회 출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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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집행월 집행내역 집행금액 비고

2011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비(4월분)  1,380          

제1회 강원도지적장애인 생활체육축제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축구선수선발전 출전 900             

제3회 강원도지사기 장애인좌식배구대회 출전 1,098          

제7회 폐광지역 4개 시군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6,000          

제46회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 101,239       

제12회 회장기 국민샌활체육 강원도 여성게이트볼대회 출전  1,684          

2011년 미로단오제 및 면민축제 행사   12,000         

제22회 강원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1,456          

제4회 속초설악배 국민생활체육 강원도 클럽대항 축구대회 출전 1,800          

제4회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 15,000         

제4회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  2,075          

제1회 강원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 국학기공대회 출전 1,952          

제2회 강원도 시각볼링 생활체육대회 출전 426             

2011년 어린이날한마당큰잔치    5,000          

제24회 한국국제관광전    5,000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4월 인건비 지원 3,816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4,320          

2011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1,080          

벼 정부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금 521             

6월 44건 소계 1,310,062     

원자력산업유치활동지원 26,280         

원자력산업 유치활동 지원    39,370         

2011 대한민국 나무사자 공예대전    69,850         

이사부 동해안 탐사 지원   9,941          

6월 6.25전쟁 제61주년 기념행사 (삼척시재향군인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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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집행월 집행내역 집행금액 비고

대학입시 설명회 지원 2,000          

원자력산업 유치활동 지원 3/4분기    9,800          

빈곤위기여성 예술심리치료를 통한 역량강화사업    4,100          

2011년 궁촌2리 단오제 행사    2,000          

제66회 전국 종별 핸드볼 선수권대회 개최 65,000         

2011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5월분) 1,380          

제12회 삼척시민 달리기대회 개최  30,000         

제12회 강원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 축구대회 출전  4,032          

2011년도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사업(하반기) 21,833         

2011년도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하반기) 2,640          

2011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하반기) 66,240         

2011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처우개선(하반기) 7,920          

2011년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2차)  9,000          

제14회 삼척시장기 및 협회장기 타기 한·미 친선 태권도대회 개최 14,024         

제12회 강원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 족구대회 출전  1,760          

제3회 국민생활체육회장기 전국핸드볼대회 출전  2,040          

제18회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 강원도탁구대회 출전  2,750          

제1회 삼척 해양레일바이크배 강원도 클럽 축구대회 개최    49,916         

2011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제  지원 60,000         

2011년 강원도시설장 연찬회 참가  지원  1,500          

2011년 3.4분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3,994         

2011년 삼척시 여성자원활동센타 운영 지원 3,000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5월분)    4,806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육성 (6~8월분)    18,622         

6월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3/4분기)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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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집행월 집행내역 집행금액 비고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인건비(3/4분기) 24,000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비  (5월) 4,320          

2011년도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지원사업    4,276          

2011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5월) 1,080          

2011년도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운영비지원사업 (하반기) 65,000         

2011년 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사업    30,118         

2011년 침체어망인양사업  지원 60,000         

2011년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1,080          

지역자율방재단 방재활동장비 구입  지원 10,000         

2011(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1회차)  3,626          

2011년도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  지원 98,288         

201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1회차) 25,000         

의료기관 분만실 운영 지원 396,476       

2011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지원 사업     13,500         

7월 25건 소계 287,554       

브랜드 개발·권리화 지원사업    5,000          

지역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 15,000         

2011 동해안 발전전략 국제심포지엄 지원  10,000         

제1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설악 전국트라이애슬론 선수권대회 출전    795             

제12회 강원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지원 1,470          

제28회 교육감기태권도대회 겸 제92회 전국체전 도댚표2차선발대회   1,020          

2011 자매결연도시 성북구 방문 친선 축구대회 지원 2,805          

2011년 3/4분기 원덕읍체육회관 운영지원    15,000         

2011 삼척시장배 강원도내 남,여 궁도대회 및 입승단대회    13,887         

7월 제32회 회장배 전국아마튜어복싱대회 출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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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집행월 집행내역 집행금액 비고

2011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6월) 1,440          

2011.삼척시 전천후게이트볼구장 준공기념 게이트볼대회 개최 3,000          

두타문학회 제262회 여름특집 시낭송회    2,000          

제19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70,000         

제16회 강원여성대회 참가    3,000          

2011년 명예경찰 소년단 하계수련회    3,000          

3/4분기 청소년공부방 운영   10,725         

2011년도 3/4분기 노동상담소 운영   12,000         

2011년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활성화)지원    37,500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6월) 5,400          

2011년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활성화)지원    37,500         

제17회 친환경농업실천다짐대회 행사 지원 9,968          

응봉산악구조대 운영 지원 3,000          

2011(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2회차분)  3,503          

2011년 하반기 중·고등학력 검정고시반 운영  20,041         

8월 18건 소계 230,907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노사분쟁 예방 및 화합을 위한 노사공동 워크숍 개최    5,000          

제3회 강원도지사배 전국바다수영대회 출전 832             

제16회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 전국 족구대회 개최 68,970         

제11회 백두대간기 국민생활체육 축구대회 출전 2,500          

제17회 태백곰기 시.군대항 볼링대회 출전 689             

2011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7월분) 1,380          

2011년도 하계 충효교실 운영    2,000          

2011년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10,000         

8월 2011년 2차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6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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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집행월 집행내역 집행금액 비고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7월) 5,400          

제11회 강원도 농업경영인대회 행사 지원 9,996          

제6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석 행사지원 6,995          

2011년도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    6,184          

2011(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3회차분)  3,399          

친환경 으뜸농산물 생산 촉진 한마음대회  15,000         

벼 정부보급종(오대벼) 공급가격 차액지원   2,895          

2011년 하반기 평생학습 네트워크 위탁지원사업 25,000         

2011년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사업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3,000          

9월 26건 소계 311,892       

삼척홍보를 위한 자유총연맹의정부지회 방문 (한국자유총연맹 삼척시지회) 1,000          

삼척중앙시장 상인 전통시장 탐방     1,434          

2011년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    14,000         

제2회 강원도골프연합회장배 도민골프대회    1,068          

현대자동차 2011KFA유소년 클럽리그 참가   2,100          

제9회 대통령기 국민생활체육 전국게이트볼대회 출전    490             

제9회 삼척시장기 클럽대항 축구 대회 8,828          

제11회 강원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 종합탁구대회    4,675          

제6회 강원도지사기 장애인게이트볼대회 출전  2,088          

2011. 추기석전제 행사    3,000          

제21회 Mr. 강원선발대회 출전    297             

제13회 전국태극권대회  겸 제9회 전국산타선수권대회    264             

제1회 대통령기 전국 축구 한마당대회  189,985       

삼척 준경묘,영경묘 역사문화가치 조명과 활용방안 심포지엄 30,000         

9월 2011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8월분)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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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집행월 집행내역 집행금액 비고

제17회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 전국육상대회    2,600          

2011년 강원도협회장기 바둑대회    431             

제1회 대통령기 전국 축구 한마당대회 출전    12,650         

이통장 워크숍 개최  18,378         

사회단체 (바르게살기운동삼척시협의회) 1,980          

2011년 강원,전국보육인대회 참가  2,550          

삼척중앙시장 상인 전통시장 탐방   1,500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  (8월분) 5,400          

2011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비  (7월분) 1,080          

2011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1,080          

2011(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4회차)  3,634          

10월 48건 소계 369,533       

원전유치홍보지원  (4/4분기)  2,253          

원자력산업 유치활동 지원(1차분) 4/4분기    7,714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 참가    5,000          

안보단체 안보교육    5,065          

북한이탈주민돕기사업    2,000          

2011년도 강원도교육삼락회 총회 행사지원 4,000          

제11회 국민생활체육 강원도야구연합회장기대회    1,348          

제23회 강원도지사배 골프대회 621             

2011년 제1회 강원남부지역 생활체육 한마당 축제 운영  9,968          

제16회 국민생활체육회장기 전국 게이트볼대회  532             

제4회 삼척시민 자전거대행진    20,000         

2011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출전  1,404          

10월 제92회 전국체육대회 동호인 핸드볼 대회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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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집행월 집행내역 집행금액 비고

제12회 강원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 테니스대회 1,800          

제38회 대한무에타이협회 중부권 무에타이 선수권대회    275             

제35회 전국 남·여 시조경창대회    2,000          

2011 전국 장애인 게이트볼 동호인 최강전 동호인 출전 585             

2011 삼척시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55,813         

제12회 강원도지사기 시.군대항 초.중수영대회    3,510          

2011년 4/4분기 원덕읍체육회관 운영지원    15,000         

제3회 홍천무궁화배 국민생활체육클럽대항 축구대회    774             

제20회 강원역전마라톤대회    10,000         

제6회 강원도 지적장애인 축구대회 출전  540             

제9회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 강원도생활체조경연대회    774             

제9회 강원도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 남.여배구대회    870             

제6회 강릉MBC통일검도대회    1,540          

SK올림픽 핸드볼경기장 준공 행사 및 2012년 런던 올림픽 아시아남자 예선전 관람 참가 1,800          

제2회 강원도지사배 국민생활체육 전국자전거대회    2,495          

제13회 연합회장배 강원도보디빌딩대회    455             

제9회 울진 트라이애슬론 선수권대회    690             

2011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9월분)  1,200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삼척시새마을회) 1,794          

2011년 바르게살기 전국녹색지도자 대회 지원 2,020          

제12기 강원여성대학 현장학습  지원 900             

4/4분기 청소년공부방 운영   10,725         

여행바우처사업 여행경비지원금  (8~9월분) 1,279          

9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 4,806          

10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4/4분기 공공요금 지원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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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집행월 집행내역 집행금액 비고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인건비 지원(4/4분기) 24,000         

4분기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12,000         

2011년 강원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8,000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 장 채용지원(9월분) 5,400          

제16회 농업인의날 행사 지원 30,000         

2011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1,080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 지원  15,000         

2011(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5회차)  4,333          

2011 블랙다이아몬드 패스티벌 읍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  30,000         

제7회 블랙다이아몬드 패스티벌 문화예술행사  49,890         

11월 33건 소계 542,598       

2011년 여성예비군소대 지원 5,500          

제16회 강원도지사기 태권도대회 및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도대표 1차선발전    2,242          

제3회 해양동굴배 배드민턴 대회    30,000         

삼척시생활체육회 사무국운영(간사인건비) 지원 500             

삼척시체육회 사무국운영(간사인건비) 지원 500             

2011. 산양서원 제향 행사 지원 2,500          

제23회 강원도회장배 우슈쿵푸선수권대회 겸 제8회 학생선수권대회    747             

2011년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추가분  1,556          

제8회 전국 농아인 체육대회 출전  549             

노인회장배 친선게이트볼대회    1,665          

제3회 국민생활체육 연합회장기 전국핸드볼대회    715             

2011.기로연 행사 지원 2,700          

2011 국민생활체육 전국 클럽대항전 게이트볼대회    266             

11월 제8회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 강원도 댄스스포츠대회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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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집행월 집행내역 집행금액 비고

제20회 강원도볼링협회장기 시.군대항 볼링대회    1,162          

2011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비(10월분카드) 180             

무형문화재(기줄다리기) 전승활동 공개행사    3,500          

제5회 전국 농아인 볼링대회 출전 64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5,000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학술 심포지엄    20,000         

2011 강원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    1,936          

2011년 4/4분기 아이돌보미지원사업    3,996          

2011년 겨울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2,000          

여행바우처사업 여행경비 지원 (10월분) 1,277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지원 사업 (7~9월분) 860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10~12월 인건비 지원 17,721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비(2011. 10월) 5,400          

2011년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10월) 1,080          

2011년도 어업용면세유 지원사업 (2차분/원덕수협) 151,884       

2011년도 어업용면세유 지원사업 (2차분) 242,289       

제1회 삼척시 자율방재단 방재기술경연 및 체육대회 개최  10,000         

2011(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6회차)  4,358          

2011 한우고급육시식 행사운영 20,000         

12월 26건 소계 249,547       

한아연 지정 마을홍보 마케팅행사 참석    4,800          

삼척전자공고 마이스터고 지정 경축행사    34,750         

2011년 여성예비군소대 지원    1,100          

삼척시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역홍보     2,987          

12월 2011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10월분)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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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집행월 집행내역 집행금액 비고

포항 호미곶 마라톤대회    1,294          

제1회 충정북도지사배 전국 장애인 축구 최강전 출전 1,340          

제1회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 강원도태권도대회    1,886          

제22회 삼척시민바둑대회 2,000          

삼척문학통사 발간 및 출판기념회    30,000         

2011년 삼척예술지 제11호 발간 및 출판기념회    2,000          

2011.삼척문단 제20집 발간    3,000          

2011년 두타문학회 제34집 발간    2,000          

2011 스포츠바우처 시범시업비(11~12월분) 540             

2011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비(11~12월분) 1,620          

여행바우처사업 여행경비 지원금  (11월분) 632             

2011년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퇴직금  2,200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비(2011. 11월) 5,400          

2011년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비  (11월) 1,080          

2011년 어업용면세유지원사업 (3차/삼척수협) 10,904         

신규 원전부지 유치 성공 성과보고대회  14,809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 (최종분) 29,789         

2011(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7회차분)  4,358          

201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2회차분)  25,000         

2011(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8회차분)  4,358          

2011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지원 (경상) 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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