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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3,897

2013년도 민속윷놀이대회 및 달맞이 행사 영양청우회 9,000

2013년 외씨버선길 영양구간 정기걷기행사 (사)경북북부연구원 9,000

2013년 지역발전 현안사업 발굴 세미나 개최 (사)경북북부연구원 20,000

2013  H.O.T Festival (사)한국농업경영인영양군연합회 350,000

제7회 지훈예술제 영양문인협회 100,000

제9회 영양산나물축제 영양군축제추진위원회 440,000

제9회 영양산나물축제 영양군축제추진위원회 56,000

제1회 영양산나물전국한시백일장 영양문화원 18,000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 영양군체육회 165,000

(사)한여농 쌀 홍보 및 소비촉진행사  강순남 8,000

(사)한농연 영양특산물 전시홍보행사   (사)한국농업경영인영양군연합회 3,500

제15회 경상북도장애인생활체육대제전 참가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영양군지회
9,900

2013 대한민국 산채박람회 행사  영양군축제추진위원회 300,000

일월산마실 봄봄축제  일월산마실권역 추진위원회 9,000

제9회 영양산나물축제 한우 소비촉진행사지원사업  청송영양축협영양지점외 1 15,000

2013년도 민속그네대회 및 단체줄넘기 대회  영양청년회의소 9,000

2013 세계유교문화축전  세계유교문화재단 200,000

제6회 문학이 어우러진 농촌체험 두들마을 어린이축제  두들마을운영위원회(이병달) 9,000

2013 H.O.T Festival(영양고추 테마동산)  영양고추생산자영농조합법인 60,000

영양고추 홍보 프로모션  (사)한국농업경영인 20,000

2013년 영양군체육회장기 종목별대회  영양군체육회 18,900

제1회 여중군자 장계향선양 휘호대회 장계향선양회영양군지회장 3,000

제9회 문향골문학캠프  사단법인 영양문인협회 9,000

제2회 선바위권역 메기축제 박명술(선바위권역추진위원회) 3,000

제43회 영양군민체육대회 개최 및 읍면 출전  영양군체육회 220,000

제43회 영양군체육대회 개최 추가 영양군체육회 3,000

제3회 영양군 농업경영인 농산물 전시홍보 행사   
(사)한국농업경영인

영양군연합회
6,500

제26회 영양군체육회장기 축구대회  영양군체육회 14,400

2013 영양서예인 연합전시회   영양문화원 8,000

제2회 오일도 백일장  사단법인 영양문인협회 6,000

제4회 영양군생활체육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영양군생활체육회 4,000

민간행사보조금  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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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과 홍보.판촉 및 사과수확체험 행사  남영양농업협동조합 13,500

제21회 일월산맥전  영양미술인협회 9,000

제5회 영양군생활체육회장기 게이트볼대회 개최  영양군생활체육회 4,000

2013년 지자체협력사업(영농기술교육지원)  영양농협외 1 7,000

2013  H.O.T Festival  
(사)한국농업경영인

영양군연합회
-38,995

시화전시 및 문학의 밤 행사  영양문인협회 1,800

2014 일월산 해맞이 행사  일월산악회 3,000

제1회 영양산나물전국한시백일장  영양문화원 -75

2013년 지역발전 현안사업 발굴 세미나 개최 (사)경북북부연구원 -20,000

2013년 외씨버선길 영양구간 정기걷기행사 (사)경북북부연구원 -6,210

2013년 영양군체육회장기 종목별대회  영양군체육회 -108

제26회 영양군체육회장기 축구대회  영양군체육회 -1,350

2013년 아가사랑가족행복작품 공모전  영양군애향청년회 5,000

저출산극복 캠페인행사   위탁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영양군지부
3,000

2013년 저출산극복 캠페인 행사  영양군종합자원봉사센터 3,000

2013년 임신육아용품 알뜰시장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5,000

2013 영양군 농업인 화합 한마음대회   농촌지도자영양군연합회 23,700

2013년도 영양군4-H연합회 청소년의달 행사  김종만(4-H연합회행사보조) 3,000

생활개선회 참사랑실천행사 장명옥 9,000

2013년도 영양군4-H연합회 야영교육행사  김종만(4-H연합회행사보조) 10,000

2013 영양군 농업인 화합 한마음대회 집행 잔액 여입 농촌지도자영양군연합회 -65

농어촌학생4-H회원 진로지도사업  김종만(영양군4H연합회) 5,000

2013년 반딧불이날리기행사  반딧불이보존회 13,500

영양고추 홍보판촉행사 영양읍이장협의회 1,500

김각래 2,000

남영양농협 2,500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촉지원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