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14,631,058 

1월 38건 소계 1,116,298 

학교체육 입상포상금 지원 10,000

1/4분기 삼척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53,232

1/4분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4,650

1/4분기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보조금 지원 18,245

2월분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지원 29,840

1/4분기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20,000

1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8,820

1/4분기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지원 3,000

1/4분기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 22,730

1/4분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복지수당 지원 1,980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운영지원 4,800

평가인증 환경개선사업 지원 11,000

1월 무료노인요양원 운영지원 17,820

1/4분기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운영지원 35,723

삼척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7,116

1월 무료노인전문요양원 운영지원 75,846

1/4분기 삼척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41,000

1월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352,267

1/4분기 푸드뱅크사업 운영지원 2,500

1/4분기 이동목욕차량 운영지원 20,676

1/4분기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 24,361

2008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천원)

총계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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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천원)

1월 1/4분기 장애인주간보호소 샘터 운영지원 23,608

1/4분기 장애인민원봉사실 운영지원 8,969

1/4분기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22,478

1/4분기 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지원 6,627

삼척시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지원 3,400

1/4분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지원 25,019

1/4분기 어른신체육활동지원사업 지원 5,145

1/4분기 장애인휠체어리프트 차량 운영지원 8,095

1/4분기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5,130

1월분 아동복지교사 운영지원 9,924

1/4분기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7,397

1/4분기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지원 35,588

1/4분기 무료경로식당운영 지원 37,925

재래시장 화재보험 지원 3,030

1월 재래시장안전감시요원 인건비 지원 3,600

1/4분기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12,000

1/4분기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지원 132,759

2월 26건 소계 1,006,692 

 3.1절 삼척시민 건강달리기대회 운영 지원 3,000 

 전국축구연합회 전담심판교육 지원 1,775 

 1/4분기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운영 지원 121,950 

 1분기 삼척시가정폭력상담소 운영 14,467 

 3월 노인돌보미서비스 운영 27,263 

 2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인건비 및 운영비 10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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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천원)

2월  1월 도농교류활성화사업비 1,800 

 1/4분기 독거노인파견사업 37,662 

 2월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18,626 

 2월 만5세아 무상보육료 33,190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운영 3,000 

 소방방재사업 기업체유치 운영 100,000 

 2월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5,400 

 2월 아동복지교사 운영 8,076 

 1/4분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운영 지원 900 

 1/4분기 자활근로사업 운영 188,800 

 2월 장애아무상 보육료 5,349 

 1/4분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16,668 

 1/4분기 재가장애인 무료급식  5,860 

 2월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운영 3,600 

 2월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136,281 

 1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 2,392 

 2월 보육시설종사자 운영 123,075 

 2월 종사자처우개선비 운영 4,500 

 1/4분기 청소년공부방 운영 10,500 

 2월 민간시설영아시설 운영 29,364 

3월 36건 소계 859,183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지원  교부 21,111 

 제31회 강원도협회장기 태권도대회 및 품새경연대회 1,575 

 제15회 대한축구협회장기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대회 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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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천원)

3월  제15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기 전국마라톤대회 2,350 

 1/4분기 공동생활가정 운영 9,417 

 노인돌보미바우처 운영 27,753 

 3월 노인요양시설운영  113,625 

 1/4분기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38,600 

 2월분 도농교류활성화사업비 지원 1,800 

 3월 두자녀보육료 5,346 

 3월 만5세아무상보육료 14,009 

 제26회 도계 영등제 운영 4,000 

 문화원 문화사랑방 운영 7,000 

 1/4분기 문화원 향토문화사업비 2,440 

 겨울방학(1,2)월 아동급식운영 37,584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28,417 

 3월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5,930 

 어린이체능 및 청소년체련교실 운영 9,636 

 생활체육교실운영 12,865 

 3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지급 9,522 

 2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운영 900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3,000 

 3월 장애아보육료 1,987 

 1/4분기 장애인주간보호소 샘터 운영 1,862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운영 7,200 

 3월 저소득층보육료 51,151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5,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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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천원)

3월  3월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29,300 

 3월 종사자처우개선비 2,600 

 1/4분기 지역아동센터 운영  39,600 

 평생교육정보관 도서구입 50,000 

 1/4분기 학기중(토,공휴일) 아동급식  13,665 

 1/4분기 학기중(평일) 아동급식지  49,584 

 해양관광개발 마스터플랜 지원사업 90,000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운영 및 차량 운영비 21,371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 3,000 

4월 54건 소계 1,924,140 

 2/4분기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144,900 

 제11회 강원도 연합회장기 족구대회 출전지원 1,335 

 제36회 정월대보름제 게이트볼대회 개최 2,000 

 제6회 강원도 연합회장기 합기도대회 출전지원 1,841 

 제17회 강원도연합회장기 배드민턴 대회 출전지원 1,434 

 제15회 대한축구협회장기 전국축구대회 출전지원 380 

 제27회 강원도 축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 출전지원 4,490 

 제42회 단종제위원장기 게이트볼대회 1,120 

 제6회 강원도 연합회장기 풋살대회 출전지원 1,395 

 제12회 강원도지사시 시군대항 볼링대회 출전지원 1,038 

 제11회 강원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 배구대회 출전지원 1,909 

 제6회 삼척시장기 클럽대항 축구대회 출전지원 9,052 

 2/4분기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 2,925 

 결혼이민자 방문교육사업 아동양육지원사업 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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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천원)

4월  2/4분기 경로당 운영 35,640 

 2/4분기 무료경로식당 운영 54,975 

 2/4분기 공동생활가정 운영  9,417 

 민간보육(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31,400 

 2/4분기 삼척시가정폭력상담소 운영  14,467 

 2/4분기 노동상담소 운영 12,000 

 노인보람일터가꾸기사업 운영  19,950 

 5월 노인돌보미서비스사업 3,849 

 노인요양시설 인건비 및 관리 운영 125,072 

 2/4분기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76,050 

 도농교류활성화사업 1,800 

 2/4분기 독거노인파견사업 운영 28,800 

 4월 보육시설운영 및 저소득층보육료지원 46,000 

 4월 만5세아무상보육료 55,382 

 미수허목춘향대제 행사 보조 3,500 

 준경묘.영경묘 제향 봉행 2,000 

 실직군왕제 지원 2,000 

 2/4분기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6,413 

 2/4분기 문화원 향토문화사업 14,880 

 문화학교 운영 12,000 

 벼정부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6,712 

 삼척항 해상안전기원제 운영 20,000 

 제36회 삼척정월대보름제 한우시식회 운영 3,000 

 2/4분기 삼척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9,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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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천원)

4월  2/4분기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17,651 

 2/4분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 4,770 

 1/4-2/4분기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지급 14,482 

 2/4분기 삼척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 2,332 

 2/4분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 5,130 

 노인장수대학 운영 4,610 

 2/4분기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  25,725 

 1/4분기 수산물공동폐수처리시설 운영 32,500 

 2/4분기 수화통역센터 운영 19,902 

 2/4분기 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5,419 

 2/4분기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 18,000 

 로하스(LOHAS)인증 계획수립 지원사업 12,480 

 3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8,989 

 3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900 

 우수공예품 상품화개발지원사업 20,000 

 2/4분기 이동목욕차량 운영 17,674 

 2/4분기 시장진입형등 자활근로사업 175,600 

 4월 보육시설운영 및 저소득아동보육료 6,813 

 2/4분기 장애인민원봉사실 운영 8,456 

 2/4분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13,515 

 2/4분기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운영  21,310 

 2/4분기 장애인주간보호소 샘터 운영  20,395 

 2/4분기 삼척노인복지센터 운영  22,651 

 2/4분기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운영 65,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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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천원)

4월  2/4분기 재가장애인 무료급식  4,475 

 4월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인건비 3,600 

 2/4분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35,808 

 4월 보육시설운영 및 저소득층보육료지원 256,856 

 3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5,980 

 2/4분기 삼척지역자활센터  39,047 

 2/4분기 삼척창업보육센터 운영  8,028 

 2/4분기 청소년공부방 운영 10,500 

 자율(부녀)방범연합대 운영  62,000 

 2/4분기 푸드뱅크사업 운영 1,887 

 1/4분기 학기중(토,공휴일) 아동급식 600 

 2/4분기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  5,314 

 4월 종사자 인건비 지원 131,606 

 4월 보육시설운영비 및 저소득아동보육료지원(차량운영비) 1,800 

5월 38건 소개 1,189,589 

 2/4분기 어르신체육활동지원사업 지원 5,145 

 제27회 전국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 지원 1,120 

 제17회 어린이백일장 개최 지원 6,000 

 제86회 어린이날기념 죽서미술휘호대회 개최 지원 3,000 

 춘기 석전제 봉행 행사 지원 2,500 

 2/4분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39,600 

 제43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지원 151,212 

 2/4분기 재가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1,560 

 4월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 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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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천원)

5월  제15회 회장기 강원도 게이트볼대회 지원 1,060 

 제18회 Mr. 강원선발대회 지원 540 

 제16회 국민생활체육 강원도 연합회장기 테니스대회 지원 1,400 

  강원도 어린이왕 태권도대회 및 품새경연대회 지원 900 

 제8회 청소년종합예술제 지원 20,000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 15,000 

 도농교류활성화사업 지원 1,800 

 평가인증시설 현장학습비 지원 4,000 

 중소기업 인턴사원 운영지원 2,100 

 제9회 강원도지사기 족구대회 지원 1,114 

 2/4분기 학기중(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 지원 13,089 

 2/4분기 학기중(평일)아동급식지원 지원 29,502 

 6월분 노인돌보미서비스사업지원 12,244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18,800 

 2/4분기 장애인주간보호소 샘터 운영지원 700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 266,800 

 "2008 대학생 팸투어" 사업 지원 6,830 

 5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8,942 

 5월 보육시설운영 및 보육료 지원 363,344 

 5월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지급 7,811 

 5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인건비 및 관리운영비지원 131,694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27,000 

 제19회 강원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지원 1,040 

 4월 장호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지원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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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분기 학기중(평일) 아동급식 지원 17,877 

 2/4분기 학기중(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8,244 

 제15회 강원도 연합회장기 탁구대회 지원 1,300 

 미로 단오제 및 면민축제 지원 9,000 

 중소기업 인턴사원 민간상해보험료지원 440 

6월 29건 소개 803,054 

2/4분기 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 지원 307 

5월 재난안전감시요원 인건비 지원 3,600 

가시오가피축제 개최 지원 21,000 

한국해양소단 제10차 동해안탐사 운영지원 10,000 

제43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지원 135,576 

제10회 강원도연합회장배 보디빌딩대회 지원 610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운영지원 21,985 

5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지원 5,978 

제1기 평가인증참여시설 환경개선사업 지원 12,000 

도농교류및농촌문화체험사업 지원 770 

5~6월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사업 아동양육지원사업 지원 10,601 

5월 중소기업 인턴사원 운영지원 2,100 

장호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900 

제2회 도·시군공무원 친선축구대회 지원 18,000 

6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지원 9,000 

5월 도농교류활성화사업비 1,800 

7월 노인돌보미서비스사업 지원 5,134 

6월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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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월 보육시설운영 및 보육료지원 358,637 

6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131,263 

제9회 강원도민(삼척시민) 달리기대회 지원 3,000 

제9회 강원도지사기 축구대회 지원 4,250 

전국종별 아마추어 복싱선수권 대회 지원 500 

제14회 삼척mbc사장배 강원도내 테니스대회 지원 3,110 

하반기 삼척시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지원 3,400 

제14회 친환경농업 실천다짐대회 지원 10,000 

도농교류및농촌문화체험사업 지원 330 

산학협력우수실업고 지원 15,000 

6월 재난안전감시요원 인건비 지원 7,200 

7월 77건 소개 2,246,911 

6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 5,980 

『다문화 가족 만남의 날』행사 운영지원 4,000 

제15회 강원도지사배 국민생활체육 생활체조 경연대회 지원 595 

하계 청소년 인성교육 지원 2,000 

도농교류 및 농촌문화체험사업 지원 880 

노인정보화사업 운영지원 4,500 

3/4분기 삼척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7,428 

제6회 강원도 연합회장기 남여배구대회 지원 1,966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운영지원 8,000 

삼척시 자매결연도시 방문 친선축구대회 운영지원 3,000 

삼척 전국윈드서핑대회 및 국가대표선발전 대회 운영지원 27,720 

도농교류활성화사업비 지원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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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4분기 문화원 향토문화사업 지원 8,900 

3/4분기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7,396 

문화원 문화사랑방 운영지원 7,000 

통합방위시스템 구축 및 시범식 운영지원 100,000 

장호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운영지원 900 

6월 중소기업 인턴사원 운영지원 2,100 

3/4분기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10,500 

제25회 교육감기 타기 태권도 및  품새경연대회 지원 1,320 

3/4분기 We Start 삼척마을운영센터 운영지원 80,000 

2/4분기 수산물공동폐수처리시설 운영지원 32,500 

해양관광개발 마스터플랜 용역 지원 135,000 

3/4분기 노인일자리 운영지원 77,033 

여름방학 및 휴가철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지원 2,000 

7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지원 9,000 

3/4분기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아동양육) 운영지원 9,576 

3/4분기 삼척시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14,467 

3/4분기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12,000 

3/4분기 삼척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2,340 

명예경찰소단 하계 수련회 운영지원 1,200 

3/4분기 식사배달사업 운영지원 36,848 

3/4분기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 46,250 

3/4분기 재가장애인 무료급식 운영지원 6,243 

3/4분기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 21,820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보조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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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청소년 여름캠프 보조 4,500 

3/4분기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운영지원 11,909 

3/4분기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 운영지원 35,551 

3/4분기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42,610 

3/4분기 삼척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59,291 

3/4분기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지원 14,917 

3/4분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운영지원 4,500 

7월 보육시설운영및 보육료지원 371,111 

3/4분기 삼척노인복지센터 운영지원 22,859 

3/4분기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운영지원 38,969 

3/4분기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9,417 

3/4분기 푸드뱅크 운영지원 3,161 

3/4분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19,000 

3/4분기 이동목욕차량 운영지원 18,163 

7월 노인요양시설인건비 및 등급외자 급여비용지원 31,198 

3/4분기 장애인민원봉사실 운영지원 8,922 

3/4분기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지원 5,815 

3/4분기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지원 9,035 

황영조 삼척비치 하프마라톤대회 지원 5,700 

3/4분기 장애인주간보호소 샘터 운영지원 23,182 

3/4분기 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지원 6,172 

3/4분기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20,771 

3/4분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 5,190 

회장배 전국아마튜어 복싱대회 지원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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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제5회 삼척문학축제 개최 지원 2,000 

3/4분기 어르신체육활동지원사업 지원 5,145 

3/4분기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지원 25,725 

3/4분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지원 15,759 

벼 정부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 2,119 

평생학습 우수마을만들기 육성지원사업 지원 1,000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사업 지원 6,620 

3/4분기 경로당 운영지원 35,775 

도 하반기 학교체육 입상포상 지원 10,000 

3/4분기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 지원 194,800 

7월 재난안전감시요원 인건비 지원 6,000 

3/4분기 복권기금가사간병방문도우미 운영지원 91,411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원 12,830 

제44회 추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지원 320,000 

차상위계층 풍수해보험 주민부담보험료 지원 6,199 

3/4분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39,600 

7월 문화학교 운영지원 725 

8월 39건 소개 701,103 

3/4분기 아동급식 운영지원 42,084 

3/4분기 토,공휴일 아동급식 운영지원 15,645 

여름방학 중 아동급식 운영지원 7,098 

경로당내 예절교육 운영지원 1,000 

7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 5,980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지원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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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2,880 

청소년 문화존 참여 동아리 지원 6,000 

영세기업판로후견인제지원사업 보조금지급 5,000 

제11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 행사비 보조금 10,000 

도농교류 및 농촌문화체험사업 보조금 지출 1,047 

여름방학 아동급식 보조금 지원 5,896 

평일 아동급식 지원 6,900 

제9회 이충무공 한산대첩기 남여궁도대회 운영지원 610 

제16회 강원도지사기 남여궁도대회 운영지원 630 

제16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 보조금 교부 28,655 

제44회 추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운영 보조금 교부 57,597 

3/4분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 279 

3/4분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 7,168 

하반기 문화학교 홍보 현수막 제작 지원 100 

7월 도농교류 활성화사업 지원 1,800 

도농교류및농촌문화체험사업 지원 615 

7월 중소기업인턴사원 운영지원 2,100 

친환경 으뜸농산물생산 촉진 한마음대회 지원 15,000 

8월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비 지원 8,014 

8월 보육시설운영 및 보육료 지원 374,850 

8월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운영지원 7,080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유류비 지원 2,400 

8월 등급외자 급여비용 지원 3,585 

제44회 추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운영지원 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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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제14회 태백곰기 시군대항 볼링대회 운영지원 830 

저소득층(차상위계층) 풍수해보험 주민부담보험료 지원 673 

장호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지원 900 

풍수해보험 가입에 따른 '08년 2/4분기 지방비 부담분 보험료 지원 8,913 

3/4분기 재가장애인 무료급식 운영지원 73 

제4회 전국여성농업인 강원도대회 행사 운영지원 5,000 

제16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운영지원 41,345 

제11회 강원도 농아인 체육대회 운영지원 7,000 

8월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인건비 지원 6,000 

9월 35건 소개 996,393 

평가인증참여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25,000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운영지원 7,000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공연 지원 3,500 

8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 5,980 

도농교류 및 농촌문화체험 운영지원 1,400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동지원사업 운영지원 5,000 

제3회 강원도지사기 시군대항 장애인 게이트볼대회 운영지원 1,200 

제40회 전국아마추어 복싱우승권대회 운영지원 500 

원덕읍민 체육대회 및 화합한마당축제 개최 80,000 

보육시설 종사자 운영지원 9,400 

8월 중소기업인턴사원 운영지원 2,100 

8월 도농교류활성화 사업 지원 1,800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운영지원 21,496 

어업용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사업 지원 222,480 



월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2008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천원)

9월 제10회 회장기 강원도 여성게이트볼대회 지원 1,650 

제9회 강원도지사기 초·중 및 동호인 시·군대항 수영대회 지원 4,155 

제30회 국무총리기통일기원 생활체육 시·군재항 역전경주대회 지원 1,530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 900 

예비군육성 지원 사업 70,000 

평생학습 우수마을만들기 육성지원사업 지원 8,000 

추기 석전제 봉행 행사 운영지원 2,500 

9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지원 8,014 

9월 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7,164 

9월 등급외자 급여비용 운영지원 2,085 

노인복지시설 실비입소이용료 지원 8,390 

제15회 강원도교육감기 체육대회 지원 9,000 

제1회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원 7,820 

노인쉼터조성사업 지원 10,000 

9월 보육시설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380,330 

제1회 국민생활체육 강원도연합회장기 육상대회 지원 1,500 

제8회 강원도지사기 생활체육 종합탁구대회 지원 1,500 

제1회 삼척시민 자전거대행진 운영지원 20,000 

삼척해양(OCEAN)배 전국초등학교 핸드볼대회 개최 운영지원 33,000 

제4회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 행사 운영지원 20,000 

9월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인건비 지원 12,000 

10월 76건 소계 1,654,251 

3/4분기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41 

제2회 양양군 양양송이배 국민생활체육 클럽대항 축구대회 지원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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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국민생활체육 강원도연합회장기 볼링대회 지원 210 

4/4분기 삼척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7,428 

9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 5,980 

제6회 대통령기 국민생활체육 전국게이트볼대회 지원 580 

보육시설 종사자 우수보육시설 견학 지원 3,000 

제17회 강원도장애인한마음전진대회 지원 3,600 

3/4분기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운영지원 32,500 

제9회 강원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 테니스대회 지원 1,665 

제33회 전국남여 시조경창대회 지원 2,000 

9월 문화학교 운영강사 수당 1,385 

제14회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 전국육상대회 지원 1,980 

도농교류활성화사업 지원 1,800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 운영지원 7,500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10,500 

제9회 교육감배 회원 체육대회 지원 660 

청소년체력교실 운영지원 1,696 

노인장수체육대학 운영지원 1,390 

장호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 900 

4/4분기 학기중(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19,578 

4/4분기 학기중(평일) 아동급식 지원 52,503 

4/4분기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9,417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지원 9,250 

제9회 강원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지원 1,056 

4/4분기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 지원 2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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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4분기 어르신체육활동지원사업 지원 5,145 

4/4분기 저소득재가식사배달사업 지원 35,288 

4/4분기 무료경로식당운영 지원 49,400 

삼척시장배 전국남여궁도대회 지원 56,834 

육쪽왕마늘재배단지조성 시범사업 지원 45,150 

노인쉼터조성사업 지원 10,000 

4/4분기 삼척시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12,474 

4/4분기 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7,597 

4/4분기 문화원 향토문화사업 지원 11,780 

9월 중소기업인턴사원 운영지원 1,660 

베트남 참전 유공전우회 운영지원 1,000 

4/4분기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아동양육)사업 지원 18,755 

4/4분기 재가장애인 무료급식 운영지원 5,695 

4/4분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운영지원 2,130 

4/4분기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45,231 

4/4분기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운영지원 13,020 

제8회 국민생활체육 국무총리기 전국합기도대회 지원 2,040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 15,000 

4/4분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33,000 

제10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풋살대회 지원 715 

4/4분기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12,000 

4/4분기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지원 14,057 

4/4분기 삼척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32,220 

4/4분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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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4분기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19,000 

4/4분기 이동목욕차량 운영지원 15,487 

10월 보육시설운영비 및 보육료지원 378,707 

10월 등급외자 급여비용 보조금지원 1,681 

4/4분기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 지원 30,726 

4/4분기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 6,340 

4/4분기 재가복지시설 등급외자 급여 지원 3,456 

4/4분기 삼척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47,991 

4/4분기 장애인주간보호소 샘터 운영지원 18,926 

4/4분기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20,181 

4/4분기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지원 5,423 

4/4분기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 20,412 

4/4분기 장애인민원봉사실 운영지원 7,996 

4/4분기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지원 5,056 

4/4분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2,340 

근덕면지 발간사업 지원 92,593 

1도시1특성화 프로그램지원사업 지원 3,200 

10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지원 8,512 

4/4분기 위스타트 삼척마을 운영센터 운영지원 60,000 

4/4분기 푸드뱅크 운영지원 2,452 

시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지원 23,110 

여성생활체육 강화사업(종합경기대회) 지원 3,000 

4/4분기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 지원 234,797 

제9회 강원도 체력왕 선발대회 출전 지원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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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4분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1,710 

10월 문화학교 강사수당 지원 1,480 

11월 46건 소계 1,077,491 

산양서원제의다례제운영지원 2,000 

10월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인건비 지원 6,000 

제1회 삼척해양동굴배 배드민턴대회 지원 42,500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지원 22,600 

제15회 강원도지사기 태권도대회 지원 1,980 

게이트볼 강원도 클럽대항전 지원 280 

학교체육 입상포상 지원 16,000 

제20회 강원도지사배 골프대회 지원 150 

10월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지원 5,980 

노인쉼터조성사업 지원 10,000 

4/4분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지원 14,267 

중앙시장 창설 34주년 기념행사 운영지원 1,800 

제13회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지원 30,000 

평가인증시설 현장학습비 지원 9,000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 지원 63,400 

제13회 농업인의 날 행사 한우시식회 운영지원 20,000 

제1회 삼척시장배 골프대회개최 지원 5,000 

제2회 교육장기 학교어머니 배구대회 지원 10,000 

대학장사씨름대회 지원 90,000 

4/4분기 경로당 운영난방비 운영지원 149,150 

제29회 전국대학 태권도동아리대회 지원 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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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장애인문화동아리 운영지원 3,000 

삼척왕마늘 조직배양종구 생산시범사업 지원 4,375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비 지원 15,300 

4/4분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 4,691 

노인쉼터조성사업 지원 5,000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지원 1,660 

3/4분기 풍수해보험료지원 2,207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 10,000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19,600 

장호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900 

도농교류활성화사업 지원 1,800 

제16회 강원도연합회장기 종별 검도 선수권대회 지원 1,935 

제17회 강원도볼링협회장기 시군대항 볼링대회 지원 585 

제17회 문화관광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 전국육상대회 지원 1,540 

기로연 행사 지원 2,700 

제4회 국민생활체육 전국게이트볼대회 지원 839 

4/4분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6,600 

11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지원 8,633 

11월 보육시설운영 및 보육료지원 391,509 

11월 등급외자 급여비용지원 1,215 

상반기 친환경유기농 마을리더육성사업 지원 44,500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지원 2,000 

보훈단체 운영지원 10,000 

제18회 강원도 종별 배구선수권대회 지원 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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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사업 22,100 

12월 39건 소계 1,055,952 

11월 재래시장안전감시요원 인건비 지원 6,000 

11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 5,980 

다문화가정 한마당큰잔치 운영지원 5,129 

11월 문화학교 강사수당 지원 1,480 

삼척예술지 제8집 발간 및 출판기념회 개최 지원 1,500 

강원한우(한우령)클러스터 육성사업 지원 92,700 

4/4분기 방문아동양육 지원 14,584 

다문화여성과함께하는 사랑의김장나누기 및 건강검진사업 지원 5,000 

제11회 삼척시장기 태권도대회 개최 지원 11,050 

해돋이 축제 어묵시식 운영지원 3,000 

국가보증 벼종자 보급종(11) 채종포사업 지원 1,990 

도농교류활성화 지원 사업 1,800 

 4/4분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3,200 

제19회 삼척시민바둑대회개최 지원 1,000 

12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지원 11,374 

4/4분기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운영지원 32,500 

12월 보육시설운영 및 보육료 지원 402,499 

12월 등급외자 급여비용 보조 837 

장호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 900 

11월.12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15,043 

경로당 에너지 특별지원금 난방비 지원 229,500 

삼척왕마늘조직배양 종구생산 시범사업 지원 2,625 



월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2008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천원)

12월 12월 문화학교 운영 강사수당 지원 795 

강원한우(한우령)클러스터 육성사업 지원 39,600 

제4기 평가인증참여시설 환경개선사업 지원 6,000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지원 1,500 

도농교류 및 농촌문화체험사업 지원 14,958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지원사업 지원 41,048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운영지원 1,263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지원 13,500 

도 하반기 친환경유기농 마을리더 육성사업 지원 30,500 

어업용 면세유류 유가 연동보조금지원사업 지원 16,381 

12월 재난안전감시요원 운영지원 12,000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1,833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상품권 지원 5,970 

문화학교 운영(칼라믹스 강좌) 지원 35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 8,180 

장호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 900 

도농교류활성화사업 지원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