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의번호 품의일자 품의금액 품의상태 발의일자 거래처명 차액(품의액-원인행위액) 원인번호 원인행위일 원인금액 원인상태 원인요청일 원인구분 거래처명 결의일자 결의금액 결의상태 결의요청일 결의구분 거래처명 지급일자 지급명령번호 지급상태 거래처명

합계 2,163,897,225 2,161,397,225 2,163,897,225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활성화사업 민간행사보조 2013년도 민속윷놀이대회 및 달맞이 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99 2013-02-08 9,000,000 품의-완료 2013-02-08 영양청우회 0 00000822 2013-02-12 9,000,000 원인행위-확정 2013-02-08 일반지출 영양청우회 2013-02-13 9,000,000 결의-결의확정2013-02-12 일반지출 영양청우회 2013-02-13 00000749 지급명령-이체승인 영양청우회 일반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정책수립 민간행사보조 2013년 외씨버선길 영양구간 정기걷기행사 운영을 위한 보조금 교부 결정 171 2013-03-26 9,000,000 품의-완료 2013-03-26 (사)경북북부연구원 0 00001763 2013-03-28 9,000,000 원인행위-확정 2013-03-26 일반지출 (사)경북북부연구원 2013-03-28 9,000,000 결의-결의확정2013-03-28 일반지출 (사)경북북부연구원 2013-03-28 00001587 지급명령-이체승인 (사)경북북부연구원 일반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정책수립 민간행사보조 2013년 지역발전 현안사업 발굴 세미나 개최를 위한 보조금 교부 결정 172 2013-03-26 20,000,000 품의-완료 2013-03-26 (사)경북북부연구원 0 00001764 2013-03-28 20,000,000 원인행위-확정 2013-03-26 일반지출 (사)경북북부연구원 2013-03-28 20,000,000 결의-결의확정2013-03-28 일반지출 (사)경북북부연구원 2013-03-28 00001588 지급명령-이체승인 (사)경북북부연구원 일반

일반회계 농정과 H.O.T Festival 행사 민간행사보조 2013  H.O.T Festival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14 2013-03-27 350,000,000 품의-완료 2013-03-27 (사)한국농업경영인영양군연합회 0 00001743 2013-03-28 350,000,000 원인행위-확정 2013-03-27 일반지출 (사)한국농업경영인영양군연합회 2013-03-28 350,000,000 결의-결의확정2013-03-28 일반지출 (사)한국농업경영인영양군연합회 2013-03-28 00001575 지급명령-이체승인 (사)한국농업경영인영양군연합회 일반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지훈예술제 민간행사보조 제7회 지훈예술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61 2013-03-28 100,000,000 품의-완료 2013-03-28 영양문인협회 0 00001830 2013-03-29 100,000,000 원인행위-확정 2013-03-28 일반지출 영양문인협회 2013-03-29 100,000,000 결의-결의확정2013-03-29 일반지출 영양문인협회 2013-03-29 00001729 지급명령-이체승인 영양문인협회 일반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산나물 한마당행사 민간행사보조 제9회 영양산나물축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63 2013-03-28 440,000,000 품의-완료 2013-03-28 영양군축제추진위원회 0 00001753 2013-03-28 440,000,000 원인행위-확정 2013-03-28 일반지출 영양군축제추진위원회 2013-03-28 440,000,000 결의-결의확정2013-03-28 일반지출 영양군축제추진위원회 2013-03-28 00001579 지급명령-이체승인 영양군축제추진위원회 일반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산나물한마당 행사(보조) 민간행사보조 제9회 영양산나물축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64 2013-03-28 56,000,000 품의-완료 2013-03-28 영양군축제추진위원회 0 00001754 2013-03-28 56,000,000 원인행위-확정 2013-03-28 일반지출 영양군축제추진위원회 2013-03-28 56,000,000 결의-결의확정2013-03-28 일반지출 영양군축제추진위원회 2013-03-28 00001580 지급명령-이체승인 영양군축제추진위원회 일반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단체지원 민간행사보조 제1회 영양산나물전국한시백일장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323 2013-04-09 18,000,000 품의-완료 2013-04-09 영양문화원 0 00002196 2013-04-09 18,000,000 원인행위-확정 2013-04-09 일반지출 영양문화원 2013-04-10 18,000,000 결의-결의확정2013-04-09 일반지출 영양문화원 2013-04-10 00001967 지급명령-이체승인 영양문화원 일반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체육대회지원 민간행사보조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 보조금 결정 및 교부 338 2013-04-15 165,000,000 품의-완료 2013-04-15 영양군체육회 0 00002361 2013-04-17 165,000,000 원인행위-확정 2013-04-15 일반지출 영양군체육회 2013-04-18 165,000,000 결의-결의확정2013-04-18 일반지출 영양군체육회 2013-04-18 00002125 지급명령-이체승인 영양군체육회 일반

일반회계 농정과 농업인행사지원 민간행사보조 (사)한여농 쌀 홍보 및 소비촉진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47 2013-04-19 8,000,000 품의-완료 2013-04-19 강순남 0 00002475 2013-04-22 8,000,000 원인행위-확정 2013-04-19 일반지출 강순남 2013-04-23 8,000,000 결의-결의확정2013-04-23 일반지출 강순남 2013-04-23 00002229 지급명령-이체승인 강순남 일반

일반회계 농정과 농업인행사지원 민간행사보조 (사)한농연 영양특산물 전시홍보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56 2013-04-25 3,500,000 품의-완료 2013-04-25 (사)한국농업경영인영양군연합회 0 00002604 2013-04-26 3,500,000 원인행위-확정 2013-04-25 일반지출 (사)한국농업경영인영양군연합회 2013-06-05 3,500,000 결의-결의확정2013-06-05 일반지출 (사)한국농업경영인영양군연합회 2013-06-05 00003439 지급명령-이체승인 (사)한국농업경영인영양군연합회 일반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장애인체육지원 민간행사보조 제15회 경상북도장애인생활체육대제전 참가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390 2013-04-26 9,900,000 품의-완료 2013-04-26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영양군지회 0 00002664 2013-04-30 9,900,000 원인행위-확정 2013-04-26 일반지출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영양군지회 2013-04-30 9,900,000 결의-결의확정2013-04-30 일반지출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영양군지회 2013-04-30 00002467 지급명령-이체승인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영양군지회 일반

일반회계 산림축산과 대한민국 산채박람회 민간행사보조 2013 대한민국 산채박람회 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314 2013-04-28 300,000,000 품의-완료 2013-04-28 영양군축제추진위원회 0 00002908 2013-05-07 300,000,000 원인행위-확정 2013-04-28 일반지출 영양군축제추진위원회 2013-05-08 300,000,000 결의-결의확정2013-05-08 일반지출 영양군축제추진위원회 2013-05-08 00002706 지급명령-이체승인 영양군축제추진위원회 일반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영양관광홍보 민간행사보조 일월산마실 봄봄축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455 2013-05-13 9,000,000 품의-완료 2013-05-13 일월산마실권역 추진위원회 0 00003101 2013-05-15 9,000,000 원인행위-확정 2013-05-13 일반지출 일월산마실권역 추진위원회 2013-05-16 9,000,000 결의-결의확정2013-05-15 일반지출 일월산마실권역 추진위원회 2013-05-16 00002873 지급명령-이체승인 일월산마실권역 추진위원회 일반

일반회계 산림축산과 축산물신뢰제고 민간행사보조 제9회 영양산나물축제 한우 소비촉진행사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369 2013-05-14 15,000,000 품의-완료 2013-05-14 청송영양축협영양지점외 1 0 00003084 2013-05-14 15,000,000 원인행위-확정 2013-05-14 일반지출 청송영양축협영양지점외 1 2013-06-13 15,000,000 결의-결의확정2013-06-13 일반지출 청송영양축협영양지점외 1 2013-06-13 00003595 지급명령-이체승인 청송영양축협영양지점외 1 일반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활성화사업 민간행사보조 2013년도 민속그네대회 및 단체줄넘기 대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490 2013-05-28 9,000,000 품의-완료 2013-05-28 영양청년회의소 0 00003442 2013-05-29 9,000,000 원인행위-확정 2013-05-28 일반지출 영양청년회의소 2013-06-03 9,000,000 결의-결의확정2013-06-03 일반지출 영양청년회의소 2013-06-03 00003350 지급명령-이체승인 영양청년회의소 일반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활성화사업 민간행사보조 2013 세계유교문화축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522 2013-06-03 200,000,000 품의-완료 2013-06-03 세계유교문화재단 0 00003633 2013-06-05 200,000,000 원인행위-확정 2013-06-03 일반지출 세계유교문화재단 2013-06-07 200,000,000 결의-결의확정2013-06-07 일반지출 세계유교문화재단 2013-06-07 00003483 지급명령-이체승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일반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영양관광홍보 민간행사보조 제6회 문학이 어우러진 농촌체험 두들마을 어린이축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528 2013-06-07 9,000,000 품의-완료 2013-06-07 두들마을운영위원회(이병달) 0 00003771 2013-06-13 9,000,000 원인행위-확정 2013-06-07 일반지출 두들마을운영위원회(이병달) 2013-06-13 9,000,000 결의-결의확정2013-06-13 일반지출 두들마을운영위원회(이병달) 2013-06-13 00003581 지급명령-이체승인 두들마을운영위원회(이병달) 일반

일반회계 농정과 H.O.T Festival 행사 민간행사보조 2013 H.O.T Festival(영양고추 테마동산)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28 2013-06-24 60,000,000 품의-완료 2013-06-24 영양고추생산자영농조합법인 0 00004080 2013-06-26 60,000,000 원인행위-확정 2013-06-24 일반지출 영양고추생산자영농조합법인 2013-06-27 60,000,000 결의-결의확정2013-06-27 일반지출 영양고추생산자영농조합법인 2013-06-27 00003955 지급명령-이체승인 영양고추생산자영농조합법인 일반

일반회계 농정과 농ㆍ특산물홍보사업 민간행사보조 영양고추 홍보 프로모션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33 2013-07-01 20,000,000 품의-완료 2013-07-01 (사)한국농업경영인 0 00004234 2013-07-01 20,000,000 원인행위-확정 2013-07-01 일반지출 (사)한국농업경영인 2013-07-01 20,000,000 결의-결의확정2013-07-01 일반지출 (사)한국농업경영인 2013-07-01 00004117 지급명령-이체승인 (사)한국농업경영인 일반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체육대회지원 민간행사보조 2013년 영양군체육회장기 종목별대회 보조금 신청 616 2013-07-08 18,900,000 품의-완료 2013-07-08 영양군체육회 0 00004430 2013-07-09 18,900,000 원인행위-확정 2013-07-08 일반지출 영양군체육회 2013-07-09 18,900,000 결의-결의확정2013-07-09 일반지출 영양군체육회 2013-07-09 00004320 지급명령-이체승인 영양군체육회 일반

일반회계 주민생활지원과 여성단체능력배양 민간행사보조 제1회 여중군자 장계향선양 휘호대회 965 2013-07-11 3,000,000 품의-완료 2013-07-11 장계향선양회영양군지회장 0 00004507 2013-07-12 3,000,000 원인행위-확정 2013-07-11 일반지출 장계향선양회영양군지회장 2013-07-12 3,000,000 결의-결의확정2013-07-12 일반지출 장계향선양회영양군지회장 2013-07-12 00004422 지급명령-이체승인 장계향선양회영양군지회장 일반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단체지원 민간행사보조 제9회 문향골문학캠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644 2013-07-18 9,000,000 품의-완료 2013-07-18 사단법인 영양문인협회 0 00004690 2013-07-19 9,000,000 원인행위-확정 2013-07-18 일반지출 사단법인 영양문인협회 2013-07-19 9,000,000 결의-결의확정2013-07-19 일반지출 사단법인 영양문인협회 2013-07-19 00004567 지급명령-이체승인 사단법인 영양문인협회 일반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영양관광홍보 민간행사보조 제2회 선바위권역 메기축제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669 2013-08-01 3,000,000 품의-완료 2013-08-01 박명술(선바위권역추진위원회) 0 00005063 2013-08-01 3,000,000 원인행위-확정 2013-08-01 일반지출 박명술(선바위권역추진위원회) 2013-08-01 3,000,000 결의-결의확정2013-08-01 일반지출 박명술(선바위권역추진위원회) 2013-08-01 00004919 지급명령-이체승인 박명술(선바위권역추진위원회) 일반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체육대회지원 민간행사보조 제43회 영양군민체육대회 개최경비 및 읍면 출전경비 보조금 결정 및 교부 785 2013-09-16 220,000,000 품의-완료 2013-09-16 영양군체육회 0 00006109 2013-09-17 220,000,000 원인행위-확정 2013-09-16 일반지출 영양군체육회 2013-09-17 220,000,000 결의-결의확정2013-09-17 일반지출 영양군체육회 2013-09-17 00006018 지급명령-이체승인 영양군체육회 일반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체육대회지원 민간행사보조 제43회 영양군체육대회 개최경비 추가보조금 결정 및 교부 847 2013-10-04 3,000,000 품의-완료 2013-10-04 영양군체육회 0 00006421 2013-10-07 3,000,000 원인행위-확정 2013-10-04 일반지출 영양군체육회 2013-10-07 3,000,000 결의-결의확정2013-10-07 일반지출 영양군체육회 2013-10-07 00006407 지급명령-이체승인 영양군체육회 일반

일반회계 농정과 농업인행사지원 민간행사보조 제3회 영양군 농업경영인 농산물 전시홍보 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389 2013-10-13 6,500,000 품의-완료 2013-10-13 (사)한국농업경영인영양군연합회 0 00006563 2013-10-14 6,500,000 원인행위-확정 2013-10-13 일반지출 (사)한국농업경영인영양군연합회 2013-10-21 6,500,000 결의-결의확정2013-10-21 일반지출 (사)한국농업경영인영양군연합회 2013-10-21 00006665 지급명령-이체승인 (사)한국농업경영인영양군연합회 일반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체육대회지원 민간행사보조 제26회 영양군체육회장기 축구대회 보조금 결정 및 교부 870 2013-10-15 14,400,000 품의-완료 2013-10-15 영양군체육회 0 00006644 2013-10-16 14,400,000 원인행위-확정 2013-10-15 일반지출 영양군체육회 2013-10-17 14,400,000 결의-결의확정2013-10-17 일반지출 영양군체육회 2013-10-17 00006584 지급명령-이체승인 영양군체육회 일반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단체지원 민간행사보조 2013 영양서예인 연합전시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871 2013-10-15 8,000,000 품의-완료 2013-10-15 영양문화원 0 00006642 2013-10-16 8,000,000 원인행위-확정 2013-10-15 일반지출 영양문화원 2013-10-16 8,000,000 결의-결의확정2013-10-16 일반지출 영양문화원 2013-10-16 00006567 지급명령-이체승인 영양문화원 일반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단체지원 민간행사보조 제2회 오일도 백일장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880 2013-10-16 6,000,000 품의-완료 2013-10-16 사단법인 영양문인협회 0 00006693 2013-10-17 6,000,000 원인행위-확정 2013-10-16 일반지출 사단법인 영양문인협회 2013-10-17 6,000,000 결의-결의확정2013-10-17 일반지출 사단법인 영양문인협회 2013-10-17 00006593 지급명령-이체승인 사단법인 영양문인협회 일반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체육대회지원 민간행사보조 제4회 영양군생활체육회장배 골프대회 개최경비 보조금 결정 및 교부 892 2013-10-21 4,000,000 품의-완료 2013-10-21 영양군생활체육회 0 00006774 2013-10-21 4,000,000 원인행위-확정 2013-10-21 일반지출 영양군생활체육회 2013-10-22 4,000,000 결의-결의확정2013-10-21 일반지출 영양군생활체육회 2013-10-22 00006702 지급명령-이체승인 영양군생활체육회 일반

일반회계 농정과 H.O.T Festival 행사 민간행사보조 영양사과 홍보.판촉 및 사과수확체험 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409 2013-10-25 13,500,000 품의-완료 2013-10-25 남영양농업협동조합 0 00006919 2013-10-28 13,500,000 원인행위-확정 2013-10-25 일반지출 남영양농업협동조합 2013-12-11 13,500,000 결의-결의확정2013-12-11 일반지출 남영양농업협동조합 2013-12-11 00007995 지급명령-이체승인 남영양농업협동조합 일반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단체지원 민간행사보조 제21회 일월산맥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920 2013-10-31 9,000,000 품의-완료 2013-10-31 영양미술인협회 0 00007067 2013-11-01 9,000,000 원인행위-확정 2013-10-31 일반지출 영양미술인협회 2013-11-04 9,000,000 결의-결의확정2013-11-04 일반지출 영양미술인협회 2013-11-04 00007023 지급명령-이체승인 영양미술인협회 일반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체육대회지원 민간행사보조 제5회 영양군생활체육회장기 게이트볼대회 개최경비 보조금 결정 및 교부 924 2013-11-04 4,000,000 품의-완료 2013-11-04 영양군생활체육회 0 00007107 2013-11-04 4,000,000 원인행위-확정 2013-11-04 일반지출 영양군생활체육회 2013-11-04 4,000,000 결의-결의확정2013-11-04 일반지출 영양군생활체육회 2013-11-04 00007057 지급명령-이체승인 영양군생활체육회 일반

일반회계 농정과 유통업무관리지원 민간행사보조 2013년 지자체협력사업(영농기술교육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435 2013-11-15 7,000,000 품의-완료 2013-11-15 영양농협외 1 0 00007350 2013-11-18 7,000,000 원인행위-확정 2013-11-15 일반지출 영양농협외 1 2013-12-11 7,000,000 결의-결의확정2013-12-11 일반지출 영양농협외 1 2013-12-11 00007996 지급명령-이체승인 영양농협외 1 일반

일반회계 농정과 H.O.T Festival 행사 민간행사보조 2013  H.O.T Festival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448 2013-11-21 -38,994,800 품의-완료 2013-11-21 (사)한국농업경영인영양군연합회 0 00007487 2013-11-21 -38,994,800 원인행위-확정 2013-11-21 반납(일반)(사)한국농업경영인영양군연합회 2013-11-21 -38,994,800 결의-결의확정2013-11-21 반납(일반)(사)한국농업경영인영양군연합회 일반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단체지원 민간행사보조 시화전시 및 문학의 밤 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990 2013-12-03 1,800,000 품의-완료 2013-12-03 영양문인협회 0 00007867 2013-12-04 1,800,000 원인행위-확정 2013-12-03 일반지출 영양문인협회 2013-12-04 1,800,000 결의-결의확정2013-12-04 일반지출 영양문인협회 2013-12-04 00007815 지급명령-이체승인 영양문인협회 일반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관광홍보행사지원 민간행사보조 2014 일월산 해맞이 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046 2013-12-26 3,000,000 품의-완료 2013-12-26 일월산악회 0 00008364 2013-12-26 3,000,000 원인행위-확정 2013-12-26 일반지출 일월산악회 2013-12-26 3,000,000 결의-결의확정2013-12-26 일반지출 일월산악회 2013-12-26 00008371 지급명령-이체승인 일월산악회 일반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단체지원 민간행사보조 제1회 영양산나물전국한시백일장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075 2014-01-02 -75,190 품의-완료 2014-01-02 영양문화원 0 00008628 2014-01-02 -75,190 원인행위-확정 2014-01-02 반납(일반)영양문화원 2014-01-03 -75,190 결의-결의확정2014-01-02 반납(일반)영양문화원 일반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정책수립 민간행사보조 2013년 지역발전 현안사업 발굴 세미나 개최를 위한 보조금 교부 결정 879 2014-01-20 -20,000,000 품의-완료 2014-01-20 (사)경북북부연구원 0 00008717 2014-01-20 -20,000,000 원인행위-확정 2014-01-20 반납(일반)(사)경북북부연구원 2014-01-22 -20,000,000 결의-결의확정2014-01-20 반납(일반)(사)경북북부연구원 일반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정책수립 민간행사보조 2013년 외씨버선길 영양구간 정기걷기행사 운영을 위한 보조금 교부 결정 880 2014-01-20 -6,209,575 품의-완료 2014-01-20 (사)경북북부연구원 0 00008718 2014-01-20 -6,209,575 원인행위-확정 2014-01-20 반납(일반)(사)경북북부연구원 2014-01-22 -6,209,575 결의-결의확정2014-01-20 반납(일반)(사)경북북부연구원 일반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체육대회지원 민간행사보조 2013년 영양군체육회장기 종목별대회 보조금 신청 1088 2014-02-18 -108,000 품의-완료 2014-02-18 영양군체육회 0 00008799 2014-02-18 -108,000 원인행위-확정 2014-02-18 반납(일반)영양군체육회 2014-02-19 -108,000 결의-결의확정2014-02-18 반납(일반)영양군체육회 일반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체육대회지원 민간행사보조 제26회 영양군체육회장기 축구대회 보조금 결정 및 교부 1099 2014-02-26 -1,350,000 품의-완료 2014-02-26 영양군체육회 0 00008856 2014-02-26 -1,350,000 원인행위-확정 2014-02-26 반납(일반)영양군체육회 2014-02-26 -1,350,000 결의-결의확정2014-02-26 반납(일반)영양군체육회 일반

일반회계 보건소 모자건강관리 민간행사보조 2013년 아가사랑가족행복작품 공모전 보조금 교부 774 2013-04-23 5,000,000 품의-완료 2013-04-23 영양군애향청년회 0 00000715 2013-04-23 5,000,000 원인행위-확정 2013-04-23 일반지출 영양군애향청년회 2013-04-26 5,000,000 결의-결의확정2013-04-26 일반지출 영양군애향청년회 2013-04-26 00000820 지급명령-이체승인 영양군애향청년회 일반

일반회계 보건소 저출산극복캠페인행사 민간행사보조 저출산극복 캠페인행사  보조금 위탁 858 2013-05-02 3,000,000 품의-완료 2013-05-02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영양군지부 0 00000756 2013-05-02 3,000,000 원인행위-확정 2013-05-02 일반지출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영양군지부 2013-05-03 3,000,000 결의-결의확정2013-05-03 일반지출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영양군지부 2013-05-03 00000873 지급명령-이체승인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영양군지부 일반

일반회계 보건소 저출산극복캠페인행사 민간행사보조 2013년 저출산극복 캠페인 행사 보조금 교부 937 2013-05-21 3,000,000 품의-완료 2013-05-21 영양군종합자원봉사센터 0 00000829 2013-05-21 3,000,000 원인행위-확정 2013-05-21 일반지출 영양군종합자원봉사센터 2013-05-21 3,000,000 결의-결의확정2013-05-21 일반지출 영양군종합자원봉사센터 2013-05-21 00000979 지급명령-이체승인 영양군종합자원봉사센터 일반

일반회계 보건소 모자건강관리 민간행사보조 2013년 임신육아용품 알뜰시장 보조금 교부 1602 2013-09-23 5,000,000 품의-완료 2013-09-23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0 00001498 2013-09-25 5,000,000 원인행위-확정 2013-09-23 일반지출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3-09-25 5,000,000 결의-결의확정2013-09-25 일반지출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3-09-25 00001821 지급명령-이체승인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일반

일반회계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학습조직체 육성 민간행사보조 2013 영양군 농업인 화합 한마음대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721 2013-04-23 23,700,000 품의-완료 2013-04-23 농촌지도자영양군연합회 0 00000682 2013-04-23 23,700,000 원인행위-확정 2013-04-23 일반지출 농촌지도자영양군연합회 2013-04-26 23,700,000 결의-결의확정2013-04-24 일반지출 농촌지도자영양군연합회 2013-04-26 00000625 지급명령-이체승인 농촌지도자영양군연합회 일반

일반회계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학습조직체 육성 민간행사보조 2013년도 영양군4-H연합회 청소년의달 행사 보조금 지급 865 2013-05-14 3,000,000 품의-완료 2013-05-14 김종만(4-H연합회행사보조) 0 00000816 2013-05-14 3,000,000 원인행위-확정 2013-05-14 일반지출 김종만(4-H연합회행사보조) 2013-05-16 3,000,000 결의-결의확정2013-05-15 일반지출 김종만(4-H연합회행사보조) 2013-05-16 00000759 지급명령-이체승인 김종만(4-H연합회행사보조) 일반

일반회계 농업기술센터 농촌여성 및 단체육성 민간행사보조 생활개선회 참사랑실천행사 교부결정 및 교부 1040 2013-06-15 9,000,000 품의-완료 2013-06-15 장명옥 0 00000991 2013-06-15 9,000,000 원인행위-확정 2013-06-15 일반지출 장명옥 2013-06-20 9,000,000 결의-결의확정2013-06-18 일반지출 장명옥 2013-06-20 00000960 지급명령-이체승인 장명옥 일반

일반회계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학습조직체 육성 민간행사보조 2013년도 영양군4-H연합회 야영교육행사 보조금 지급 1186 2013-07-09 10,000,000 품의-완료 2013-07-09 김종만(4-H연합회행사보조) 0 00001140 2013-07-09 10,000,000 원인행위-확정 2013-07-09 일반지출 김종만(4-H연합회행사보조) 2013-07-12 10,000,000 결의-결의확정2013-07-12 일반지출 김종만(4-H연합회행사보조) 2013-07-12 00001135 지급명령-이체승인 김종만(4-H연합회행사보조) 일반

일반회계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학습조직체 육성 민간행사보조 2013 영양군 농업인 화합 한마음대회 집행 잔액 여입 1254 2013-07-22 -65,210 품의-완료 2013-07-22 농촌지도자영양군연합회 0 00001202 2013-07-22 -65,210 원인행위-확정 2013-07-22 반납(일반)농촌지도자영양군연합회 2013-07-22 -65,210 결의-결의확정2013-07-22 반납(일반)농촌지도자영양군연합회 일반

일반회계 농업기술센터 농촌전문인력양성(농업인학습단체육성) 민간행사보조 농어촌학생4-H회원 진로지도사업 보조금 지급 1678 2013-10-22 5,000,000 품의-완료 2013-10-22 김종만(영양군4H연합회) 0 00001630 2013-10-22 5,000,000 원인행위-확정 2013-10-22 일반지출 김종만(영양군4H연합회) 2013-10-24 5,000,000 결의-결의확정2013-10-23 일반지출 김종만(영양군4H연합회) 2013-10-24 00001646 지급명령-이체승인 김종만(영양군4H연합회) 일반

일반회계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반딧불이생태학교운영 민간행사보조 2013년 반딧불이날리기행사 보조금 지급 407 2013-06-19 13,500,000 품의-완료 2013-06-19 반딧불이보존회 0 00000409 2013-06-20 13,500,000 원인행위-확정 2013-06-19 일반지출 반딧불이보존회 2013-06-21 13,500,000 결의-결의확정2013-06-20 일반지출 반딧불이보존회 2013-06-21 00000408 지급명령-지급등록 반딧불이보존회 일반

일반회계 영양읍 H.O.T Festival 행사 민간행사보조 영양고추 홍보판촉행사 보조금지급 276 2013-09-27 1,500,000 품의-완료 2013-09-27 영양읍이장협의회 0 00000272 2013-09-27 1,500,000 원인행위-확정 2013-09-27 일반지출 영양읍이장협의회 2013-09-27 1,500,000 결의-결의확정2013-09-27 일반지출 영양읍이장협의회 2013-09-27 00000247 지급명령-이체승인 영양읍이장협의회 일반

2013-10-29 일반지출 김각래 2013-11-20 2,000,000 결의-결의확정2013-11-20 일반지출 김각래 2013-11-20 00000272 지급명령-이체승인 김각래 일반

2013-10-29 일반지출 김각래 2013-12-19 2,500,000 결의-결의확정2013-12-19 일반지출 남영양농협 2013-12-19 00000357 지급명령-이체승인 남영양농협 일반
2013-10-29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입암면

사업명

H.O.T Festival 행사 원인행위-확정

통계목

민간행사보조

적요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촉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품의정보

283 2013-10-29 4,500,000 품의-완료

결의정보 지급정보
품의유형 계약대장관리번호

2,500,000

원인정보

00000297 2013-10-30 2,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