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천원)

월별 지원사업 보조금액 비고

총 계 6,659,837 399건

1월 27건 소계 491,330

1/4분기 노동상담소 운영 12,000

1/4분기 청소년공부방 운영 10,725

2012년 1/4분기 아이돌보미지원사업 42,858

2012년 1/4분기 원덕읍체육회관 운영지원 9,000

2012년 강원여성 신년하례 및 연찬회 참석 1,000

2012년 상반기 중·고등학력 검정고시반 운영 지원사업 19,747

2012년 전통시장 상가 화재보험 가입 3,090

2012년도 삼척문화원 운영지원관련 등 4건 86,100

2012년도 삼척시체육회 사무국운영 지원 15,300

2012년도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운영비지원사업(상반기) 65,000

2012년도 학교체육 입상포상금 지원 100

국책사업(원자략산업) 유치활동 지원 33,745

무형문화재(기줄다리기) 전승활동 공개행사 지원 3,500

삼척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운영 (2012. 1/4분기) 7,500

삼척창업보육센터 운영 (1/4분기) 7,500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등 4건 94,005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사업(상반기) 추진 등 2건 24,960

예비사회적기업 청년사회적기업가 지원(1월분) 지출 1,200

이승휴·제왕운기 다큐멘터리 제작 지급 30,000

전통시장 재난안전감시요원 (2012. 1/4분기) 24,000

2월 12건 소계 119,526

2012 SK핸드볼코리아리그대회 지원 11,728

2012년 농촌체험마을사무장지원사업 5,400

2012년 도계영등제 행사 지급 3,500

2012년 삼척시생활체육회 운영지원 등 3건 17,700

2012년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사업(갈전리 서낭제사) 3,000

2012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33,925

2012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등 2건 5,773

제13회 3.1절 삼척시민 건강달리기대회 지원 30,000

제30회 도계영등제 행사 지원 8,500

2012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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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건 소계 341,035

2012 관광홍보요원 팸투어 사업 추진 10,000

2012 생활체육 운영지원 등 2건 19,150

2012 우수 공예품 상품화사업 36,000

2012.미수허목춘향대제 행사 지원 3,000

2012년 2/4분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7,566

2012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등 2건 12,634

2012년 다문화가족 운영지원 등 2건 42,858

2012년 의암공 박걸남장군 제례행사 2,000

2012년 청소년 문화존운영 37,000

2012년 평생학습 기관·단체 네트워크 공모 지원사업 27,350

2012년 평생학습 네트워크 위탁 지원사업 15,000

2012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지원등2건 5,619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비(2012. 2월분) 5,400

범죄 피해자지원 센터지원 30,000

실직군왕대제 행사 지원(2012년) 3,000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2월) 1,080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11,320

생활체육 및 체육활동 운영지원 등 9건 11,158

지역지식재산창출기반 지원사업 30,900

4월 60건 소계 1,379,731

2/4분기 노동상담소운영 12,000

2/4분기 청소년공부방 운영 10,725

2012 강원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 출전 19,528

2012 공공스포츠클럽 사업 및 스포츠바우처사업비 5,890

2012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13,000

2012(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등3건 10,064

2012년 2/4분기 원덕읍체육회관 운영지원 9,000

2012년 농촌체험행사 활성화지원사업  등 3건 9,979

2012년 도계 어린이백일장 지원 6,000

201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등 2건 51,000

2012년 어선 재해보상보험료지원사업등 2건 48,400

2012년 어업용 면세유지원사업등 2건 570,764

2012년 우수학습동아리 공모지원사업 19,297

2012년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제(1차) 30,000

2012년 준경묘·영경묘 제향행사지원 등 2건 6,000

2012년 평생교육정보관 도서구입비 지급 40,000

2012년어린이날 한마당 큰잔치등 3건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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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원(2/4분기)등 3건 30,145

삼척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운영(2012. 2/4분기) 7,500

전통시장 재난안전감시요원(2012. 2/4분기) 24,000

제20회 어린이 세발자전거대회 2,000

제12회 삼척청소년종합예술제 운영 25,000

한방보건의료봉사 지원사업 10,000

창업보육센터2/4분기 운영 7,500

제38회 삼척중앙시장 한마당축제 행사 5,000

제2회 삼척해양레일바이크배 강원도 클럽 축구대회 49,990

제67회 전국종별 핸드볼선수권대회 130,000

제90회 어린이날 기념 죽서 미술휘호대회 3,000

제3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지원 8,600

제1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족구대회 개최 50,000

제3회 Wonderfull 삼척 강원도민 테니스대회 20,000

제4회 삼척시생활체육회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99,878

생활체육 및 체육활동 운영지원 등 16건 25,470

5월 33건 소계 1,424,095

2012 스포츠바우처 사업비(04월카드) 지급 1,460

2012 정책세미나 지원 6,000

2012.의료기관 분만실운영 355,000

2012년 강원도어린이 태권왕대회 출전 2,040

2012년 농촌체험마을 지원사업 등 4건 21,716

2012년 삼척시연합사물놀이 운영 9,490

2012년 상반기 예비군육성 지원사업 등 2건 45,250

2012년 어업용면세유 지원사업(2차) 97,726

제47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 215,944

2012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548,000

해상안전기원제 및 풍어제 30,000

미로면 산멕이행사 1,565

부정비리추방시민연대 지원 3,600

제13회 원덕읍 가곡면 노인위안 경로잔치 10,000

제14회 빛고을 전국장애인게이트볼 대회 650

예비사회적기업 청년사회적기업가 지원(5월분) 1,200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4~6월분 17,416

생활체육 및 체육활동 운영지원 등 9건 42,536

제62주기 6.25상기 시민궐기대회 10,000

제6회 어르신 효 큰잔치 한마당 개최 3,000

제8회 인제내린천 마라톤대회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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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1건 소계 675,579

2011 강원도 정보화마을 우수마을 지원사업 26,000

2012 생활체육 장애아동 수영교실 운영 3,670

2012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제 30,000

2012년 3/4분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7,000

2012년 농촌체험행사 활성화지원사업등 3건 13,480

2012년 미로단오제 및 면민축제 행사 6,000

2012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회차분) 4,455

2012년 생활체육 자전거교실 운영 1,966

2012년 하반기 중고등학력 검정고시반 운영 20,048

2012년강원도어린이집원장연찬회참석 1,400

2012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등2건 74,496

2012년도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운영비지원사업(하반기분) 65,000

2012년도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사업(하반기)등2건 28,343

2012스포츠바우처 사업비(05월카드) 1,680

3/4분기 창업보육센터 운영 7,500

3/4분기 청소년 공부방운영  등 2건 13,725

6.25전쟁 기념행사 2,000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운영(2012. 3/4분기) 7,500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69,285

대학입시 설명회 2,000

도계지구 학교 재구조화 추진사업 12,750

예비사회적기업 청년사회적기업가 지원(6월분) 1,200

오금잠제 별신굿 행사 2,000

우수부대 지원사업(장병복지시설) 49,780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사업(2012년 궁촌2리 단오제) 3,000

전통시장 재난안전감시요원(2012. 3/4분기) 24,000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7월~11월) 29,027

제13회 강원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 축구대회 3,816

제13회 삼척시민 달리기대회 30,000

제13회 회장기 강원도 여성게이트볼 대회 1,664

제1회 농업인단체 친환경농업실천 한마음대회 행사비 10,000

제1회 이사부장군배 삼척 전국 철인3종 대회 48,335

제1회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 15,000

생활체육 및 체육활동 운영지원 등 13건 39,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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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건 소계 333,426

"가자! 삼척해변으로 특집 국군방송 위문열차 공연" 30,000

2012 삼척코스모스축제 149,882

2012 스포츠바우처 사업비(06월카드) 1,680

2012 자매결연도시 성북구방문 친선축구대회 3,000

2012년 농어촌축제및농촌체험마을 등 5건 43,592

2012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등3건 5,501

2012년 여름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2,000

2012년 하계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 2,000

2012년 하반기 평생학습 네트워크 위탁 지원사업(강원대학교 평생교육원) 4,040

2012년도 3/4분기 노동상담소 운영 12,000

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원(3/4분기) 19,055

두타문학회 제274회 특집바다 시낭송회 2,000

원덕읍 임원청년회 제67주년 광복절 행사운영 5,000

생활체육 및 체육활동 운영지원 등 9건 53,676

8월 19건 소계 136,487

『제38회 삼척문협 여름해변 시낭송회』행사 2,000

2012 명예경찰 소년단 운영 5,000

2012 예비사회적기업 청년사회적기업가 지원등2건 4,927

2012년 3/4분기 원덕읍체육회관운영지원 9,000

2012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등2건 6,480

제6회 한국여성농업인 강원도대회 행사비 7,000

제20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70,000

2012년 여성예비군소대 지원(8월) 220

제13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행사비 10,000

2012스포츠바우처 사업비(07월카드) 1,680

제10회 삼척시장기 클럽 축구대회 개최 9,892

생활체육 및 체육활동 운영지원 등 6건 10,288

9월 34건 소계 236,937

"제6회 강원도지역아동센터 축제한마당" 3,000

2012 강소농 실천 선진농업 활력화 워크숍 지원사업 2,000

제36회 전국 남·여 시조경창대회 7,000

제3회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 10,000

제6회 강원도지역아동센터 축제한마당 15,000

제8회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 문화 예술행사지원등2건 80,000

2012 문화학교 운영 및 스포츠바우처사업비지원등2건 7,750

2012년 2차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등2건 42,600

201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2차분) 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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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12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등3건 9,479

2012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등2건 6,480

2012년 여성예비군소대 (9월) 700

2012년도 추기석전제 지급 3,000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 대회 참가 7,000

경로당프로그램 발표회 참가지원 1,250

삼척중앙시장 추석맞이 이벤트행사 4,500

생활체육 및 체육활동 운영지원 등 12건 18,178

10월 39건 소계 423,017

"한국 T.S 엘리엇학회 가을학술대회" 1,000

2012 중국 동영시 문화예술교류행사 3,000

2012.노인의날기념 노인건강 체육대회 3,000

2012.제2회 강원남부지역 생활체육 한마당축제 9,900

2012년 4/4분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4,417

제6회 대한축구협회 전국심판협의회 체육대회 10,625

2012년 강원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 8,000

2012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등2건 6,480

4/4분기 노동상담소 운영 12,000

4/4분기 청소년공부방 운영 10,725

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원 및 어린이집한마음대회지원 3,938

삼척 왕의 코스모스축제 140,000

삼척 준경묘,영경묘 고유제 봉행 지원등 2건 37,000

삼척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운영(2012. 4/4분기) 7,500

예비사회적기업 청년사회적기업가 지원(10월분) 1,200

창업보육센터 운영(4/4분기) 7,500

의용소방대연합회 지원 15,000

전통시장 재난안전감시요원(2012. 4/4분기) 24,000

제13기 강원여성대학 현장학습 960

제5회 삼척시민 자전거대행진 20,000

제14회 강원도지방행정동우회 한마음체육대회 18,000

제17회 농업인의 날 행사 30,000

제18회 강원도지사기 강원도내 남여 궁도대회 9,998

생활체육 및 체육활동 운영지원 등 13건 18,775

11월 28건 소계 265,204

2012 삼척시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등2건 65,905

제21회 강원역전마라톤대회 10,000

2012. 삼척문단 제21집 책자발간 지급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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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제2회 삼척시 자율방재단 방재교육 및 훈련평가대회 개최 9,950

제4회 삼척해양동굴배 오픈 배드민턴대회 30,000

2012년 기로연 행사 3,000

2012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6회차분) 4,331

2012년 삼척시 연합 대형사물놀이 운영 4,620

2012년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추가) 72,246

2012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등2건 6,480

2012년 여성예비군소대 (11월) 455

2012년 연평도 포격 2주기 안보결의대회 행사운영 3,000

2012년 제17회 농업인의 날 한우시식회 행사 20,000

2012년 평생교육정보관 도서구입지원비 지급(추가분) 10,000

너와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12.7월~12월분) 5,567

산양서원 제향 2,500

생활체육 및 체육활동 운영지원 등 10건 14,150

12월 37건 소계 833,471

2012 강원도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 1,850

2012 스포츠바우처 사업비(11,12월) 3,290

제15회 삼척시장기 및 협회장기 타기 태권도대회 12,572

2012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지원사업등4건 18,134

2012년 농촌체험행사 활성화지원사업등 5건 18,460

의료기관 분만실 운영 510,128

2012년 두타문학 제35집 발간 2,000

201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2차년도 지원(2차분) 9,120

2012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등3건 9,481

2012년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추가) 20,031

2012년 어업용면세유 지원사업(3차) 163,257

2012년 제14회 삼척여성한마음대회 개최등2건 4,000

2012년 하반기 예비군육성 지원사업 등 3건 24,228

2012년도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등2건 4,640

벼 정부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금 5,975

삼척예술지 제12호 발간 및 출판기념회 2,000

삼척정월대보름제 달등제작 6,000

스포츠바우처 스키캠프등 2건 5,381

원덕읍체육회관 운영지원 (2012년 12월) 3,000

제2회 삼척시사회복지가족 한마음대회 지원 5,000

생활체육 및 체육활동 운영지원 등 3건 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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