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별 집  행  내  역 금액 비고

1,712,344   

1월 1건 소계 250,000     

 삼척정월대보름제 행사 운영 250,000     

2월 3건 소계 35,000      

 삼척정월대보름제 농산물특판전 행사 운영 10,000      

 삼척대게 홍보지원사업 10,000      

 창작뮤지컬"뺀치와 철조망"공연지원 15,000      

3월 1건 소계 60,000      

 2008 삼척세계민속의상 패스티벌 행사지원 60,000      

4월 4건 소계 109,745     

 맹방유채꽃축제 행사지원 59,745      

 제4회 삼척관광사진 전국공모전 행사지원 10,000      

 이승휴 삶과 정치활동 출판지원 20,000      

 삼척벚꽂문화재 행사지원 20,000      

5월 4건 소계 152,507     

 맹방유채꽃축제 행사지원 120,557     

 제4회 폐광지역 4개시군 체육대회지원 3,950       

 제1회 삼척하장두타산산나물축제 행사지원 20,000      

 주한외국대사 초청 친선의 밤 행사지원 8,000       

6월 3건 소계 19,193      

 맹방유채꽃축제 행사지원 1,193       

 이승휴 아카데미 개최지원 3,000       

 제3회 삼척시장배 초당저수지 전국붕어낚시대회 행사지원 15,000      

총계

2008년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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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단위:천원)

7월 8건 소계 382,790     

 장호어촌마을 체험축제 행사지원 50,000      

 농촌관광객유치 이벤트 행사지원 3,000       

 황영조 삼척비치 하프마라톤대회 행사지원 110,000     

 제2회 삼척섬머사커 패스티벌 행사지원 99,790      

 여름청정해변축제 행사지원 40,000      

 해양레저스포츠 무료체험 행사지원 10,000      

 시범해수욕장 조개잡기 행사지원 20,000      

 제4회 삼척맹방해당화해변 축제지원 50,000      

8월 2건 소계 37,457      

 정월대보름제 학술심포지엄 행사지원 19,930      

 전국축구연맹전 선수단 대학로 거리축제 행사지원 17,527      

9월 5건 소계 199,000     

 제5회 하장고랭지 배추 축제 25,000      

 제4회 블랙다이아몬드페시티벌 행사지원 27,000      

 2008년 이승휴 제왕운기 학술세미나 개최 32,000      

 동해왕 이사부 역사문화 축제 90,000      

 제1회 수중비경 촬영 및 나이트록스 다이빙 개최 25,000      

10월 6건 소계 193,053     

 제30회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제 및 아카데미 행사지원 38,000      

 삼척맹방유채꽃 축제 행사지원 37,053      

 제11회 신기면 환선제 행사지원 25,000      

 제13회 삼척예술제 행사지원 50,000      

 제5회 삼척시장배 전국바다낚시대회 25,000      



월별 집  행  내  역 금액 비고

2008년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단위:천원)

 2008 강원평생학습 육성전략심포지엄 개최 8,000       

 2008 싸펨엑스포 생활분재 및 야생화전시회 개최 10,000      

11월 7건 소계 167,983     

 삼척동해왕이사부 연구총서발간 50,000      

 2012 동해왕이사부 우산국복속150주년기념 심포지엄개최 10,000      

 강원제2회 삼척평생학습축제 행사지원 7,983       

 제5회 삼척시장배 전국바다낚시대회 25,000      

 제5회 덕항산 자연보호 등산대회 30,000      

 제4회 삼척관광사진 전국공모전 개최 20,000      

 제1회 수중비경 촬영 및 나이트록스 다이빙 개최 25,000      

12월 7건 소계 105,616     

 2008 대학로 활성화를 위한 거리공연 행사지원 30,000      

 2008년 이승휴 제왕운기 홍보사업 지원 7,000       

 삼척맹방유채꽃축제 행사지원 5,735       

 2009년 새해 해맞이 행사지원 27,000      

 농촌관광객유치 이벤트 행사지원 7,000       

 삼척시ㆍ연해주지역간 경제협력방안에 관한국제포럼 개최 20,000      

 제1회 삼척하장두타산산나물축제 행사지원 8,8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