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천원)

월별 집행내역 금액 비고

총  계 212,950     212,949        

월 계 32,520      

1월 BYC연계협력사업 및 산림관계자홍보용특산물구입 등 24건 24,182      

1월 당면역점시책사업추진관련 간담회등 13건 2,921       

1월 영양군청직원생일 꽃바구니 배달 2,070       

1월 BYC연계협력사업관계자 간담회등 5회 3,347       

월 계 20,529      

2월 기초생활권개발계획관계자 홍보용특산물구입등 17회 13,254      

2월 정책연구팀 및 풍력단지업무추진 관계자간담회 등 8회 1,848       

2월 친환경농업대학 관계자등 격려용 화분등 구입 300         

2월 군정역점사업추진협조자에 대한 격려금지급등 400         

2월 의정발전유공자 및 관계자 특산물전달등 5회 4,441       

2월 군정주요업무추진관련 내방객홍보용물품구입 1회 286         

월 계 15,904 

3월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관계자 간담회등13회 2,312 

3월 광역경제권연계사업관계자 홍보용특산물구입등23회 11,602 

3월 군정주요업무관계자 오찬 및 급식제공 1,663 

3월 각종 시책업무추진관계자 격려금등 지급 4회 327 

월 계 8,997 

  13) 주민관심항목 세부집행내역
    ① 2010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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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집행내역 금액 비고

4월 농촌진흥사업관계자 홍보용특산물구입등10회 3,755 

4월 한의약공공보건사업 자문위원 식사 제공 등10회 2,059 

4월 농촌지도사업 업무협의 관계자 간담회 등6회 765 

4월 영양군의회 의정활동 유공자 오찬제공등 3회 288 

4월 직원생일 꽃바구니 배달 2,130 

월 계 5,280 

5월 농정사업추진을 위한 홍보용 특산물 구입등 12회 3,277 

5월 군정주요사업추진 관계자 간담회등4회 445 

5월 환경행정 및 산림축산관계자 오찬등 6회 594 

5월 학습조직체운영 및 농정업무추진자 간담회등 7회 964 

월 계 11,237 

6월 보건사업관계자등 주요업무추진자간담회등11회 2,845 

6월 군정추진협조자 홍보용트산물구입등 14회 5,373 

6월 단오제 및 읍면어르신위안잔치관계자 격려등 7회 500 

6월 영양군의정발전 유공자격려 등 13회 1,399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관계자 격려및축하용 품 구입등 2회 455 

6월 농정사업추진 관계자에 대한 급식제공등4회 665 

월 계 14,827 

7월 농정사업추진을 위한 홍보용 특산물구입 등 10회 4,897 

7월 군정주요업무추진관계자 협의회 및 간담회등20회 5,171 

7월 농정사업추진 관계자 급식제공 등 9회 1,082 

7월 직원 생일 꽃바구니 배달(2/4분기) 등 3회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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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집행내역 금액 비고

7월 산림축산행정 및 환경행정협조자 오찬 및 만찬 제공 등11회 1,337 

월 계 12,913 

8월 영양군 창조지역계획 수립컨설팅관계자 간담회등 18회 2,953 

8월 업무추진차 내방객홍보용특산물제공등17회 8,266 

8월 농정업무추진 관계자 급식제공등 6회 1,413 

8월 산림축산과 행정 협조자 만찬 및 주효 제공 등3회 281 

월 계 20,374 

9월 산촌문화누림터 컨텐츠 및 포괄보조사업관계자 간담회등 20회 5,031 

9월 주요업무추진 및 판촉활동협조자 제공용 특산물구입등 21회 12,044 

9월 농정사업 추진 관계자에 대한 급식 제공 등 3회 631 

9월 명절전후 군정추진협조자 격려 등 8회 2,176 

9월 산림축산행정협조자 및 소방관계자만찬등 제공 4회 492 

월 계 33,765 

10월 군정주요시책업무추진관계자 간담회등12회 3,591 

10월 홍보판촉활동용 지역특산물구입등 37회 27,396 

10월 농촌진흥청 단삼평가 업무협의회 참석자 급식제공등4회 734 

10월 체육대회 및 환경행정관계자 오찬제공등9회 1,094 

10월 주요업무추진관계자 격려금 지급등 3회 950 

월 계 15,216 

11월 농정사업 및 산림축산관계자 간담회등 15회 3,896 

11월 군정주요시책관계자제공 특산물 구입등 22회 9,580 

11월 농업기술 실용화 업무협의에 따른 오찬 제공 등 5회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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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농정사업및 마케팅 추진 관계자에 대한 급식 제공 등 3회 921 

월 계 21,388 

12월 군정주요업무계획수립 및 내방객홍보용특산물구입등 20회 8,352 

12월 건강검진 및 자원봉사관계자 간담회등 31회 10,460 

12월 직원생일 꽃바구니 배달 1,740 

12월 예산편성관련 업무관계자 오찬제공등 4회 536 

12월 순직공무원가족 위로금 지급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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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명 담당명 전화번호

########  

1,607  

01월 2010년 영양군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경비 보조금 결정 및 교부 1,607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26,311

제15회 영양고추아가씨 전국 선발대회 보조금 교부결정 15,200 농정과 유통담당 680-6271

보조금 교부 결정(정책수립/민간행사보조) 5,153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680-6051

보조금교부결정(BY2C 연계 협력 사업) 1,948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680-6051

2010년도 영양군자원봉사자대회 보조금 교부 4,010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담당 680-6205

846,000

제6회 송영배 쟁탈 영양군민 바둑대회 보조금 교부 4,00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2010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보조금 교부 9,00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담당 680-6062

제6회 영양산나물축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450,00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담당 680-6062

2010 세계유교문화축전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200,00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담당 680-6062

제4회 지훈예술제 보조금 교부결정 100,000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 680-6055

제14회 노인의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 개최 보조금 교부 18,000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복지담당 680-6211

2010년도 영양군자원봉사자대회 보조금 교부 10,000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담당 680-6205

2010 어버이날기념 읍면경로잔치 개최 보조금 교부 55,000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복지담당 680-6211

70,000

보조금 교부 결정(정책수립/민간행사보조) 20,000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680-6051

보조금교부결정(BY2C 연계 협력 사업) 20,000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680-6051

제30회 영양군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 대축제 실시 보조금 교부 10,000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정책담당 680-6202

2010년 영양군어린이 날 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0,000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정책담당 680-6213

236,850

제15회 영양고추아가씨 전국 선발대회 보조금 교부결정 192,850 농정과 유통담당 680-6271

2010년 영양군체육회장기 종목별체육대회 보조금 20,00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제23회 영양군체육회장기 축구대회 보조금 교부 6,00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2010 반딧불이 날리기 행사 보조금 지급 18,000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수련원운영 680-6425

163,000

2010청기면 한마음체육대회 보조금 교부 5,00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2010년 영양군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경비 보조금 결정 및 교부 13,00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04월     4건 소계

04월

05월     4건 소계

05월

06월     8건 소계

06월

총          계

01월     1건 소계

02월     5건 소계

02월

03월     8건 소계

03월

   ② 2010년도 민간행사보조금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별 집행내역 집행금액
추진부서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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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명 담당명 전화번호
월별 집행내역 집행금액

추진부서
비고

제41회 영양군민체육대회 보조금 교부 100,00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2010년도 청소년어울마당 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5,000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정책담당 680-6213

2010년 4-H청소년의 달 행사 보조금 지급 2,000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담당 680-6484

2010년 고부간 참사랑 실천행사 보조금 6,000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담당 680-6485

2010 농업인 화합 한마음 대회 보조금 지급 18,000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담당 680-6484

2010년 4-H연합회 야외교육 보조금 지급 4,000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담당 680-6484

7,766

제23회 영양군체육회장기 축구대회 보조금교부 9,00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제4회 지훈예술제 보조금 교부결정 -1234 문화관광과 문화관광담당 680-6062

455,524

2010 H.O.T Festival 영양테마동산 및 꽃고추 분화 전시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70,000 농정과 유통담당 680-6271

2010 H.O.T Featival행사 사업비 보조금 지급 377,924 농정과 유통담당 680-6271

쌀 홍보 및 소비촉진 홍보관 전시 및 시식부스 운영 보조금 지급 7,600 농정과 친환경농업 680-6271

69,963

추석맞이 영양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행사사업비 보조금 교부 결정 8,000 농정과 유통담당 680-6271

2010 입암면 한마음체육대회 보조금 교부 5,00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제6회 영양산나물축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44,363 문화관광과 문화관광담당 680-6062

생산자단체 농산물 유통혁신 교육 보조금 지급 8,100 농정과 유통담당 680-6271

다문화가정 청소년 모국연수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4,500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정책담당 680-6271

24,000

제2회 영양군생활체육회장기 게이트볼대회 개최경비 보조금결정 및 교부 4,00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면민 체육대회 보조금 결정 및 교부 10,00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환경농업대학졸업생및재학생 우수농산물 전시 및 품평회 보조금 지급 5,000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담당 680-6484

고추환경농업대학생 영양고추 홍보 직판행사 보조급 지급 5,000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담당 680-6484

8,000

2010년 영양군생활체육회장배 골프대회 개최경비 보조금 결정 및 교부 4,00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교통사고줄이기 및 교통안전캠페인행사 보조금 교부 4,000 기획감사실 경제교통담당 680-6236

98,728

2010 H.O.T Featival행사 사업비 보조금 지급 52,018 농정과 유통담당 680-6271

향토산업육성 사업 유통프로모션 지원 보조사업 보조금 지급 40,000 농정과 고추특화 680-6465

2010 반딧불이 날리기 행사 보조금 지급 6,710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수련원운영 680-6425

10월     4건 소계

10월

11월     2건 소계

11월

12월     3건 소계

12월

07월     2건 소계

07월

08월     3건 소계

08월

09월     5건 소계

09월

06월

38



실과명 담당명 전화번호

2,730,881  

365,201

2010년 경북북부발전협의회 운영 보조금 교부 10,000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680-6051

보조금 교부결정(경북북부연구원 운영사업) 30,000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680-6051

2010년 경북북부발전협의회 운영 보조금 교부 3,514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680-6051

2010년 상반기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운영 보조금 교부 3,600 총무과 전산담당 680-6072

2010년 상반기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배치 보조금 교부 14,606 총무과 전산담당 680-6072

대구가톨릭대학교 배드민턴부 동계전지훈련비 지원 보조금결정 및 교부 1,50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무료 빙상장 스케이트 구입 보조금결정 및 교부 6,00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2010년도 1/4분기 체육회운영지원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20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2010년 생활체육(노임전담)지도자 인건비 보조금 결정 및 교부 41,856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2010년 영양군생활체육운영비 보조금 결정 및 교부 15,00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2010년 생활체육(전일제)지도자 인건비 보조금 결정 및 교부 83,712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2010 1/4분기영양문화원 향토문화진흥 및 문화예술활동 사업 보조금 교부 16,25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담당 680-6067

2010년도 1/4분기영양문화원 운영비 및 인건비 보조금 교부 6,25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담당 680-6067

제20회 경북 도민생활체육대회 보조금 결정 및 교부 3,564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2010년 생활체육(전일제)지도자 인건비 보조금 결정 및 교부 13,952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2010년 농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자 사업비(12월분) 지급 1,08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 창업농멘토제운영에 따른 사업비 지급 1,00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도 농업인영유아양육비 12월분 지급 11,663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 1/4분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교부결정 및 교부 3,090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정책담당 680-6212

2010년 국가보훈단체 운영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60,000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정책담당 680-6161

2010년 영양군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70,000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정책담당 680-6202

2010년도 영양군장애인심부름센터 종사자 장려 및 자격수당 교부 2,400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정책담당 680-6202

2010년도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 지급 394 환경보전과 환경시설담당 680-6187

멸종위기야생동물(여우)증식 공동연구사업 보조금 지급 10,000 산림축산과 산림보호담당 680-6312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5,000 지역개발과 새마을담당 680-6095

총          계

01월     28건 소계

01월

   ③ 2010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추진부서

비고



실과명 담당명 전화번호
구분 집행내역 금액

추진부서
비고

재활용품경진대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500 지역개발과 새마을담당 680-6095

푸른농촌희망찾기 소비자 체험행사 6,000 농업기술센터 고추지도담당 680-6466

143,951

보조금 교부결정(경북북부연구원 운영사업) 3,326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680-6051

2010년도 영양교육발전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2,853 기획감사실 혁신교육담당 680-6034

2010 민속윷놀이대회 및 달집태우기 보조금 교부 10,00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담당 680-6067

2010년도 1월분 스포츠바우처 대상자 강좌비 지원 36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2010전통민속놀이(원놀음)발굴 및 보존 육성보조금 지급 9,565 문화관광과 문화관광담당 680-6067

영양군 팸투어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9,659 문화관광과 문화관광담당 680-6067

2010년 1월분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1,08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 1월분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급 14,233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도 1월분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급 268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 농가도우미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1,50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 정보화교육 활동비 지급(최종) 2,125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지급 3,563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 농업경영체 브랜드조직화프로그램 보조금 지급(2차) 13,012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예탁금 예탁 31,009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정책담당 680-6202

2010년 지체장애인및편의시설상담센터 운영비 보조금 교부 80,000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정책담당 680-6202

2010년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43,080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정책담당 680-6212

2010년도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유류비지원 보조금 교부 2,000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정책담당 680-6212

2010년도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여입 3,337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정책담당 680-6213

2010년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예탁금 예탁 1,300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정책담당 680-6202

현3리 주민지원사업(수도요금) 보조금 지급 833 환경보전과 환경시설담당 680-6187

748,126

보조금 교부 결정(용화리 마을간사운영) 12,000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680-6051

보조금 교부 결정(삼지리 마을간사운영) 12,000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680-6051

경북북부권행정협의회 부담금 지급 1,000 기획감사실 혁신교육담당 680-6034

법무부범죄예방위원회 청소년지도사업비 교부 11,000 총무과 행정담당 680-6083

2010년도 영양군 안보연합회 보조금 교부 8,720 총무과 행정담당 680-6083

2010년 범군민통일운동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20,000 총무과 행정담당 680-6083

03월

01월

02월     25건 소계

02월

03월     52건 소계



실과명 담당명 전화번호
구분 집행내역 금액

추진부서
비고

향토발전행사지원사업보조급 지급 12,000 총무과 행정담당 680-6083

2010년도 문화영화 상영 보조금 교부 12,00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담당 680-6067

2010년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보조금 교부 20,00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담당 680-6067

2010향토예술단체 공연기반조성사업 보조금 지급 5,00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담당 680-6067

2010년도 2월분 스포츠바우처 대상자 강좌비 지원 36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2010전통민속놀이(원놀음)발굴 및 보존 육성보조금 지급 60,435 문화관광과 문화관광담당 680-6067

2010년도 국악분야예술강사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11,612 문화관광과 문화관광담당 680-6067

제6회 영양산나물축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50,00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담당 680-6067

영양군 팸투어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0,00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담당 680-6067

2010 우리소리 및 가락찾기 보조금 교부 5,00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담당 680-6067

2010년 2월분 농촌체험마을사무장체험사업 보조금 지급 1,08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 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 1/4분기 보조금 지급 25,00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도 농업인영유아양육비 2월분 지급 14,358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 영양여성농업인센터 운영 1/4분기 보조금 지급 24,013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 농식품전시박람회 참가지원 보조금(부스료) 지급 9,54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 농업경영제 브랜드조직화프로그램 보조금 지급(1차) 44,10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수비) 6,600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정책담당 680-6213

2010년 대한노인회 영양군지회 운영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0,000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복지담당 680-6211

2010년도 결식아동 등 반찬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20,800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정책담당 680-6213

2010년 찾아가는 이동세탁차량 지원사업 운영 보조금 교부 31,000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담당 680-6205

2010년 노인대학 운영비 보조금 교부 10,000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복지담당 680-6211

2010년도 실버자원봉사단 운영 보조금 교부 50,000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복지담당 680-6211

2010년 1분기 교통사고피해자상담센터 운영비 보조금 교부 11,305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정책담당 680-6202

2010년 영양군수화통역센터 운영비 보조금 교부 53,000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정책담당 680-6202

벽산선생숭모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6,000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정책담당 680-6161

2010년도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40,000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정책담당 680-6213

2010년도 자원봉사센터 홍보소식지 제작 보조금 교부 4,500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담당 680-6205

2010년 불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4,000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정책담당 680-6213

현3리 주민지원사업(수도요금) 보조금 변경지급 168 환경보전과 환경시설담당 680-6187

영양군 한우사업단 사무실 집기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5,000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680-6281

03월



실과명 담당명 전화번호
구분 집행내역 금액

추진부서
비고

2010년 21세기 새마을운동추진 운영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도비보조) 18,000 지역개발과 새마을담당 680-6095

범국민 독서생활화사업(어린이도서 보급운동)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8,000 지역개발과 새마을담당 680-6095

재활용품경진대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3,000 지역개발과 새마을담당 680-6095

알뜰도서 교환시장운영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3,000 지역개발과 새마을담당 680-6095

환경안내소 및 피서지문고운영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5,000 지역개발과 새마을담당 680-6095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000 지역개발과 새마을담당 680-6095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5,000 지역개발과 새마을담당 680-6095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5,000 지역개발과 새마을담당 680-6095

바르게살기 영양군협의회 선진지견학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3,000 지역개발과 새마을담당 680-6095

바르게살기운동 영양군협의회 국민화합전진대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3,000 지역개발과 새마을담당 680-6095

행복한보금자리만들기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8,000 지역개발과 새마을담당 680-6095

2010년도 표본감시의료기관 감시사업 보조금지금 120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680-6474

2010 전통민속계승단체육성 보조금 5,000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담당 680-6485

생활개선회원 신문우송료 지원사업 보조금 5,650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담당 680-6485

농업인구독료(우송료)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13,200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담당 680-6484

행복한 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 시범사업 보조금 10,000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담당 680-6485

572,702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육성사업 보조금 지급(3~7월분) 6,750 기획감사실 경제교통담당 680-6246

2010년도 영양교육발전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210,000 기획감사실 혁신교육담당 680-6034

제15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 볼링대회 보조금 결정 및 교부 1,60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제14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테니스대회 참가경비 보조금 결정 및 교부 1,50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제7회 대가야 금관기 게이트볼대회 참가경비 보조금 결정 및 교부 30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영양군축구연합회장기 주말리그 및 동호인클럽 축구대회경비 보조금 신청 3,60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제48회 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 보조금 교부 110,00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2010 영양문화원 운영비 및 인건비 보조금 교부 18,75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2010영양문화원 향토문화진흥 및 문화예술활동 사업 보조금 교부 48,75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2010년도 2/4분기 체육회운영지원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20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2010년 3월분 스포츠바우처 대상자 강좌비 지원 36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제15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보조금결정 및 교부 2,00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2010년도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비 2월 누락분 지급 24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03월

04월     28건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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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2/4분기 보조금 지급 25,00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 농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자 사업비 3월분 지급 1,08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도 농어인영유아양육비 3월분 지급 9,608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 창업농멘토제운영에 따른 사업비 3월분 지급 1,00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09년도 농촌총각 결혼 지원사업(추가) 보조금 지급 5,00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 지역특화전문경영인교육지원사업 보조금지급(1차) 14,00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16,00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도 영양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2/4분기 보조금 지급 24,013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 2/4 ~ 4/4분기 수비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9,800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정책담당 680-6213

2/4분기 ~ 4/4분기 아동복지교사인건비 교부결정 및 교부 9,270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정책담당 680-6212

현3리 주민지원사업(수도요금) 보조금 지급 181 환경보전과 환경시설담당 680-6187

새마을회 사회운동활성화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0,000 지역개발과 새마을담당 680-6095

바르게살기운동 사회운동활성화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 18,000 지역개발과 새마을담당 680-6095

전통민속계승단체육성 보조금지급(2차) 5,000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담당 680-6485

162,379

담배판매소매인지정 사실조사지원사업 보조금지급 1,000 기획감사실 경제교통담당 680-6246

2010년 향교문화전승보전(기로연)사업 보조 2,60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담당 680-6067

2010 향토음악회 개최 보조 5,00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담당 680-6067

제7회 경북 제3지구 게이트볼대회 참가경비 보조금 결정 및 교부 90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체육회 가맹단체 지원비 보조금 교부 23,00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학교체육 및 우수선수육성지원 경비 보조금 교부 25,00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2010년도 4월분 스포츠바우처 대상자 강좌비 지원 36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2010년도 현상변경기준안 마련사업 보조금 교부 10,000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 680-6055

농가도우미사업 사업비 지급 3,00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 농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자 사업비 4월분 지급 1,08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4월분 지급 9,678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 농업경영체 브랜드조직화프로그램 보조금 지급(2차) 18,90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농가도우미 사업비 지급 3,00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창업농멘토제사업비지급(4월분) 1,00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도 영양군수화통역센터 종사자수당 교부 1,080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정책담당 680-6202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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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4분기 교통사고피해자상담센터 운영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33,695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정책담당 680-6202

2010년 맞춤형자원봉사프로그램 보조금 교부 2,000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담당 680-6205

YOYO 클럽활성화 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6,000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복지담당 680-6211

현3리 주민지원사업(수도요금) 보조금 지급 74 환경보전과 환경시설담당 680-6187

2010년도 쇠고기이력추적제사업 보조금지급 5,013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680-6281

한마음결의대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5,000 지역개발과 새마을담당 680-6095

전통민속계승단체육성 보조금지급(3차) 5,000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담당 680-6485

322,318

2010년 민간경상보조금 교부 2,000

2010년 하반기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운영 보조금 교부 3,600 총무과 전산담당 680-6072

제34회민속그네대회 및 군민화합단체줄넘기대회 보조금 교부 10,00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담당 680-6067

제2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 배구대회 개최경비보조금 10,00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제15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탁구대회참가경비 보조금 1,50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제2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 배구대회 참가경비 보조금 1,20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제6회 영양군 일월산 전국 오픈 탁구대회 보조금 20,00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문화관광자원개발 및 홍보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0,00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담당 680-6067

제5회 문향골문학캠프 보조금 지급 10,00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담당 680-6067

영양관광투어지원 보조금 교부 9,15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담당 680-6067 당초40,000

제10회 안동mbc기 경상북도 게이트볼대회 참가 보조금 결정 및 교부 40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2010년 경북리그생활 축구대회참가 보조금 결정 및 교부 2,00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자매도시간(은평구청)소년축구 친선교류전 참가 보조금 결정 및 교부 4,00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제14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조대회 참가경비 보조금 결정 및 교부 2,00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제8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 야구대회 참가 보조금 결정 및 교부 2,00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제21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참가 보조금 결정 및 교부 1,00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2010년 경상북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경비 보조금 결정 및 교부 3,00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2010년 경북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보조금 결정 및 교부 5,00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제15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참가경비 보조금 결정 및 교부 1,50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제17회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전국게이트볼대회 참가경비 보조금 결정 및 교부 45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제8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 족구대회 참가경비 보조금 결정 및 교부 1,50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제20회 경북 도민생활체육대회 보조금 결정 및 교부 30,00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06월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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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월드컵 길거리 응원전 개최경비 보조금 교부 4,00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2010년도 5월 스포츠바우처 대상자 강좌비지원 36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2010 충효교실운영 보조 5,00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담당 680-6067

2010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4,10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2010년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 정보화교육 활동비 지급(1차) 3,925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지급(장미 외 2인) 4,50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 농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자 사업비(5월분) 지급 1,08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09년도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 보조금 지급(김영한) 5,00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 농업농천정보화선도자 정보화교육 활동비 지급(2차) 625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도 농업인영유아양육비 5월분 지급 10,378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3/4분기 보조금 지급 25,00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 창업농멘토제운영에 따른 사업비 지급 1,00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 정보화교육 활동비 지급(3차) 1,20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도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8,000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정책담당 680-6212

2010년도 영양군 차세대 여성지도자 워크숍 보조금 교부 6,000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정책담당 680-6213

2010년도 영양군 다문화가족 한마음운동회 보조금 교부 5,000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정책담당 680-6212

2010년도 지역맞춤형 여성일자리지원사업(피부관리사 자격증반) 보조금 교부 12,000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정책담당 680-6213

2010년 원리권역 축제지원금 교부결정 및 교부 8,000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 680-6055

2010년 선바위권역 사무실 운영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5,000 지역개발과 농촌개발담당 680-6333

2010년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운영비 보조금 지급 1,000 농업기술센터 과수화훼담당 680-6272

2010년 생활개선회 이웃사랑나눔시범 보조금 지급 20,000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담당 680-6485

75,563

2010년 하반기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배치 보조금 교부 15,232 총무과 전산담당 680-6072

2010년도 6월분 스포츠바우처 대상자 강좌비 지원 36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제18회 일월산맥전 보조금 교부 15,00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담당 680-6067

2010년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 정보화교육 활동비 지급(4차) 1,025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 농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자 사업비 지급(6월분) 1,08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도 농업인영유아양육비 6월분지급 10,244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도 영양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3/4분기 보조금 지급 24,013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농가도우미지원 사업비 지급(김티봅파) 1,50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06월

07월     12건 소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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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창업농멘토제운영에 따른 사업비 지급(6월분) 1,00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도 영양군수화통역센터 추가 종사자수당 교부 720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정책담당 680-6202

현3리 주민지원사업(수도요금) 보조금 지급 120 환경보전과 환경시설담당 680-6187

2010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보조금 지급 5,270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680-6281

38,366

2010년도 7월분 스포츠바우처 대상자 강좌비 지원원 36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농가도우미지원 사업비 지급(응웬티흐엉) 1,50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도 농업인영유아양육비 7월분 지급 10,244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 농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자 사업비(7월분) 지급 1,08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 창업농멘토제운영에 따른 사업비 지급(7월분) 1,00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 농촌총각결혼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김시준) 5,00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지급(레티옌) 1,50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 지역특화전문경영인 교육과정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2차) 2,80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현3리 주민지원사업(수도요금) 보조금 지급 130 환경보전과 환경시설담당 680-6187

2010년도 쇠고기이력추적제사업 귀표장착비 보조금지급 5,553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680-6281

축사전기시설 안전점검사업 보조금지급 5,200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680-6281

도시민초청 도농체험행사 시범사업 보조금 지급 4,000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담당 680-6485

76,174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육성사업 보조금 교부 6,750 기획감사실 경제교통담당 680-6246

제2회 국민생활체육 전국 어린이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경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30,00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영양향교 앰프 및 무선마이크 설치 보조 12,651 문화관광과 문화관광담당 680-6067

2010년도 8월분 스포츠바우처 대상자 강좌비 지원 36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제18회 경상북도 풍물경연대회 참가 보조 4,00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담당 680-6067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지원 1,50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도 지역특화전문경영인 교육과정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3차) 2,80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8월분) 지급 10,974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 창업농멘토제운영에 따른 사업비(8월분) 지급 1,00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 농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자 사업비(8월분)지급 1,08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 농가도우미지원사업비 지급(공은주) 1,50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농가도우미 사업비 지급(레티니) 1,50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09월

07월

08월     12건 소계

08월

09월     15건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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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사지원상담센터 운영비 보조금 교부 2,000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정책담당 680-6202

110,620

제15회 국민생활체육 경상북도연합회장기 게이트볼장대회 참가경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30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2010년 영주풍기인삼축제기념 영주선비숨결배 게이트볼대회 참가경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35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제1회 국민생활체육 문경새재기 전국게이트볼대회 개최경비 보조금결정 및 교부 30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2010년도 하반기 영양군 체육회운영지원비 보조금 2,40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2010년 9월 스포츠바우처 대상자 강좌비 지원 36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2010년도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 보조금 지급(김진일) 5,00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9월분) 지급 11,279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 창업농멘토제운영에 따른 사업비(9월분) 지급 1,00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지급(쩐티김바외 1인) 3,00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 농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자 사업비(9월분) 지급 1,08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4/4분기 보조금 지급 25,00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귀농인 농업인턴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8,64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찐티기에우) 지급 1,50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 정보화교육 활동비 지급(5차) 2,35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도 영양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4/4분기 보조금 지급 24,013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비 지급(후인투튀) 1,50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박희준) 5,00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 신선농산물수출촉진자금(물류비)1차 지급 2,835 농정과 유통담당 680-6271

2010년 신선농산물수출촉진자금(물류비)1차 지급 1,418 농정과 유통담당 680-6271

2010년도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보조금 여입 △15,994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정책담당 680-6212

2010년도 여성단체 지도자 선진지 견학 보조금 교부 5,950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정책담당 680-6213

2010년도 다문화가정 합동 전통혼례식 보조금 교부 20,000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정책담당 680-6213

현3리 주민지원사업(수도요금) 보조금 지급 204 환경보전과 환경시설담당 680-6187

학습조직체(4-H)육성사업 보조금 지급 1,060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담당 680-6484

학습조직체(농촌지도자)육성사업 보조금 지급 2,076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담당 680-6484

62,545

담배판매소매인지정 사실조사사업 보조금 지급 1,000 기획감사실 경제교통담당 680-6236

영양국민보도연맹사건희생자 유족회 보조금 지급 4,500 총무과 행정담당 680-6083

09월

10월     26건 소계

10월

11월     18건 소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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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전시 및 문학의 밤 행사 보조금 교부 2,00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담당 680-6067

2010년 10월분 스포츠바우처 대상자 강좌비 지원 36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운영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40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담당 680-6067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지급 788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 농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자 사업비(10월) 지급 1,08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지급 1,50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 농촌총각 결혼 지원사업 보조금(박상진) 지급 5,00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10월분) 지급 11,262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 창업농멘토제운영에 따른 사업비(10월분) 지급 1,00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 농특산물 수출촉진 장려금 지급(1차) 22,601 농정과 유통담당 680-6271

2010년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급 (2차) 4,683 농정과 유통담당 680-6271

2010년도 쇠고기이력추적제사업(귀표장착비) 보조금지급 2,367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680-6281

도시민초청 도농교류체험행사 보조금 지급 1,000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담당 680-6485

으뜸농산물 전시 보조금 지급 10,000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담당 680-6484

52,936

탁구로봇(프로메이커2)구입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및교부 1,45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영양관광투어지원 보조금 교부 30,850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 680-6055

2010년도 11월분 스포츠바우처 대상자 강좌비 지원 360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680-6207

2010년도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18,000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 680-6055

2010년 농특산물수출촉진자금 지급(2차) 4,901 농정과 유통담당 680-6271

2010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11월분 지급 11,531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 농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자 사업비 11월분 지급 1,08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 창업농멘토제운영에 따른 사업비 지급 1,00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 농특산물수출촉진장려금 지급(3차) 9,175 농정과 유통담당 680-6271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지급(투츠속노아) 1,50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귀농인 농업인턴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8,640 농정과 농정기획 680-6261

2010년 청년창업지원 보조금 교부 10,000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정책담당 680-6202

2010년 장애인단체 재활운동기구 구입 보조금 교부 2,000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정책담당 680-6161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보조금 교부 3,350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정책담당 680-6202

2010년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849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정책담당 680-6213

11월

12월     24건 소계



실과명 담당명 전화번호
구분 집행내역 금액

추진부서
비고

현3리 주민지원사업(수도요금) 보조금 지급 126 환경보전과 환경시설담당 680-6187

현3리 주민지원사업(수도요금)보조금 지급 92 환경보전과 환경시설담당 680-6187

2010 경북한우클러스터사업 보조금 지급 3,300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680-6281

멸종위기야생동물(여우)증식 공동연구사업 보조금 지급 9,000 산림축산과 산림보호담당 680-6312

2010년 한국4-H신문보급 구독료 지원사업 지급 304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담당 680-6484

2010년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시행주체 운영비 보조금 지급(2차)
2,000 농업기술센터 과수화훼담당 680-6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