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Ⅱ
(민간행사사업보조 집행내역)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
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593.4 593.3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한마음대회 참석 지원 11~12월
(사)한국자율관리어업 

거제시연합회
7.5 7.5

이·통장 한마음대회 12월
전국이·통장연합회 

거제시지회
5.2 5.2

제3회 거제시 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 개최 12월
거제시주민자치위원

연합회
10 10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합동 추모제 11월
민간인희생자 

거제유족회
2.6 2.6

제11회 아주 4.3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3~4월 아주동 신발전협의회 26 26

제7회 거제시배구협회장배 GOVO컵 

배구대회
12월 거제시체육회 3 3

제7회 거제시배드민턴협회장기 클럽대항

전 배드민턴대회
12월 거제시체육회 2 2

제21회 거제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남여궁

도대회
12월 거제시체육회 2 2

제9회 거제시장기 초·중·고등학생 배드민

턴대회
12월 거제시체육회 3 3

제15회 거제시장배 고교농구대회 12월 거제시체육회 3 3

제13회 거제시농구협회장배 클럽대항전 12월 거제시체육회 2 2

제21회 거제시테니스협회장배 대회 12월 거제시체육회 4 4

제18회 거제시 생활체육 야구대회 11~12월 거제시체육회 2 2

제26회 거제시장기 볼링대회 11월 거제시체육회 3 3

제21회 거제시장기 축구대회 11월 거제시체육회 4 4

제24회 거제시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11월 거제시체육회 3 3

제5회 거제시산악동호인 등반대회 11월 거제시체육회 1.5 1.5



행사명
행사
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제4회 거제시탁구협회장배 탁구대회 12월 거제시체육회 2 2

제16회 거제시그라운드골프협회장기 대회 12월 거제시체육회 2 2

제5회 거제시게이트볼협회장기 대회 11월 거제시체육회 1.6 1.6

제60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 11월 거제시체육회 129.4 129.4

하청스포츠타운 야구장 개장기념 경남 

생활체육 야구대회
12월 거제시체육회 5 5

도 단위 이상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1~12월 거제시체육회 2.1 2.1

경남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 7월 거제시장애인체육회 0.4 0.4

전국 장애인사이클 도로 독주대회 출전 지원 4월 거제시장애인체육회 0.8 0.8

각종 장애인 사격대회 출전비 5월 거제시장애인체육회 1.1 1.1

한국신장장애인 경남협회 볼링대회 참가 지원 11월 거제시장애인체육회 0.2 0.2

국가대표 1차 선발전 전국사격대회 출전비 11월 거제시장애인체육회 0.4 0.4

국가대표 2차 선발전 전국사격대회 출전비 11월 거제시장애인체육회 0.2 0.2

제2회 전국 생활체육 거제시 복싱대회 개최 12월 거제시체육회 3 3

제7회 거제시장배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 11월 거제시체육회 4.8 4.8

거경문학 31집 발간 6월 재경거제문학회 3 3

제20회 거제문화화가회 회원전 11월 거제문화화가회 2.5 2.5

제20회 흥남철수·거제평화문학상 공모전 7~12월 거암문화재단 2 2

거제 풍몰놀이 가락 32회 정기공연 5~12월 거제 풍물놀이 가락 3.8 3.8

제8회 문동폭포 거제문화예술제 5~11월 거농문화예술원 4 4

제2회 앙상블 콘 브리오 정기연주회 5~8월 앙상블 콘 브리오 2 2

별밭 가꾸는 농부 5~12월 김○길 1 1



행사명
행사
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윤슬캘리그라피 개인전 6~12월 신○하 1 1

서화묵일회 제6회 회원전 7~12월 서화묵일회 2 2

La Prima Donna 황○정 콘서트 6~9월 황○정 1 1

섬&섬을 잇는 캘리&음악회 8월
한국오카리나팬플룻

총연합 거제지부
3 3

제18회 거제오광대 정기공연 4~12월 거제오광대 3.5 3.5

거제문학 41집 발간 12월 한국문인협회 거제지부 4.1 4.1

제14회 거제미술포럼 정기전 8~11월 거제미술포럼 2.4 2.4

김○호 개인시집 발간 10월 김○호 1 1

제17회 한국서예협회 거제지부전 11월 한국서예협회 거제지부 3.5 3.5

제17회 거제한국화협회 회원전 11월 거제한국화협회 3.5 3.5

김○희 수필집 발간 7~12월 김○희 1 1

양○성 산문집 발간 9~12월 양○성 1 1

거제시문학 8집 발간 9월 거제시문학회 3 3

윤○리 개인전 10월 윤데레사 1 1

제5회 박○수 개인전 11월 박○수 1 1

예섬 제11회 정기전 11월 예.섬 2.5 2.5

제7회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거제지회 

사진전
10월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거제지회
2.6 2.6

곽○은 개인전 12월 곽○은 1 1

제3회 해설이 있는 미술 전시 11월 한국미술협회 거제지부 3.5 3.5

거제수필 23집 출판 12월 거제수필문학회 2 2

중년들의 Bravo my life 10월 거제소리사랑예술단 4 4

힐링 찾아가는 마술 여행 11월 거제시마술연합회 2 2



행사명
행사
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계룡수필 제18호 발간 12월 계룡수필문학회 2 2

거제서예학회 필묵동행전 11월 거제서예학회 3.6 3.6

거제스토리텔링북 9집 발간 12월 거제스토리텔링협회 4.5 4.5

제27회 거제예술제 개최 지원 10월
(사)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거제지회
70 70

제59회 거제 옥포대첩 축제 개최 6월 거제향교 2 2

제59회 거제 옥포대첩 축제 개최 6월 한국문인협회 거제지부 4 4

제59회 거제 옥포대첩 축제 개최 6월 한국미술협회 거제지부 4 4

거제시민과 함께하는 거리 버스킹 공연 10~11월 한국음악협회 거제지부 3.6 3.6

힘내라 거제! 행복 나눔 콘서트!

“행복한 동행”
6~11월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거제지부
10 10

거제윈드오케스트라 빅밴드 프린지 공연 7월 거제윈드오케스트라 5 5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 설치 4~6월 거제불교사원연합회 10 10

크리스마스 홍보탑 설치 11월 거제시기독교연합회 10 10

제25회 경상남도 청소년 연극제 개최 지원 6월 한국연극협회 거제지부 20 20

전통민속예술단체 공연 10~11월
거제시전통민속예술

단체협의회
10 10

제10회 거제시전통민속예술축제 개최 11월
거제시전통민속예술

단체협의회
8 8

수산별신굿 보존행사 개최 2월 거제문화원 3 3

제14회 의종추념식 개최 11월 거제수목문화클럽 2.7 2.6

제20회 전국시조창경연대회 개최 9월
(사)대한시조협회 

거제시지회
12 12

제14회 청마문학제 지원 8~9월 청마기념사업회 40.8 40.8

기로연 행사 개최 5~6월 거제향교 3 3



행사명
행사
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거충사 제례봉행 개최 9~10월 거제향교 3 3

춘기 석전대제 개최 3월 거제향교 2.3 2.3

추기 석전대제 개최 8~9월 거제향교 2.6 2.6

반곡서원 유회활동 지원 3~4월 반곡서원 유회 2 2

선진 유학사적지 순례 사업 10~11월 성균관유도회 거제지부 2 2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 6월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경남지부 거제시지회
13 13

초·중·고 문예작품 발표 및 시상 4~6월 거제시아동위원협의회 3.5 3.5

장한 아동과의 만남의 장 행사 지원 4~5월 거제시아동위원협의회 2.5 2.5

노인의 날 기념행사 10월
(사)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1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행사 8월
거제시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사업회
3 3

청소년활동 지원(청소년 희망캠프 운영) 4~12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거제시

청소년수련관)
20.7 20.7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11월
한국생활개선거제시

연합회
2.8 2.8

한여농 전국대회 참가 및 6차산업 벤치마킹 11월
(사)한국여성농업인 

거제시연합회
2.1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