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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10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단위 : 천원)

3,202,668  

87,940  

1월 초등학교 글짓기 사업 -250 반납

제14회 거제고로쇠약수축제 행사 보조금 지급 15,000  

한일청소년친선교류회 보조금 교부 10,000  

보조금 교부(제4회 거제시장배 전국우수 학생 축구 스토브리그) 60,000  

2010년 거제 수산별신굿행사 보조금 교부 3,500  

제6회 한국 전쟁문학세미나 보조금 지급(추가) -310 반납

214,335  

2월 2010. 명절 외국인근로자초청 위안행사 보조금 6,000  

2010.명절 외국인근로자초청 위안행사 운영보조금 6,000  

제1회 거제축제사진대전 보조금 교부 50,000  

제3회 도전! 거제여성 페스티벌 행사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7,000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현장체험 및 여름캠프 보조금교부 결정 및 교부 7,000  

노인회 거제시지회 정기총회행사비 지원 2,000  

2010년 거제시 여성합창단 보조금 지급 33,000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2010 거제고로쇠약수 마라톤대회) 70,000  

2010년 거제YWCA 청소년오케스트라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10,000  

제6회 거제전국사진공모전 보조금 지급 7,000  

도단위 이상  생활체육대회 참가 -3,265 반납

2010년 거제시 향토음식축제 개최 보조금 지원 15,000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및 거제시장기 자연보호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 교부 4,600  

1,463,900  

3월 2010 외국인근자 한마음축제 행사운영비 20,000  

제4회 거제도 봄꽃&숭어축제 행사보조금 지급 40,000  

제14회 대금산진달래축제 행사 보조금 지급 20,000  

해양스포츠 바다로세계로 축제 행사보조금 지급 480,000  

한부모가족 교육 및 가족사랑캠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000  

거제문학 제30집 발간 및 출판기념회 보조금 지급 4,000  

제6회 한국 전쟁문학세미나 보조금 지급 3,000  

반곡서원 향사(제례봉향) 보조금 지급 2,000  

도단위 이상  생활체육대회 참가 20,000  

생활체육회 종목별 단위체육행사 5,000  

제5회 경상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 20,000  

제28회 경남연극제 참가보조금 교부 6,000  

제7회 한국화회 회원전 보조금 지급 3,000  

청마 애송시 시집발간사업 보조금 지급 5,000  

제3회 청마문학제 보조금 교부 50,000  

2010년 거제세습놀이 민요 발표회 보조금 교부 20,000  

거제시 여성.청소년 스타킹(예능적 특기 자랑)대회 개최 보조금 교부 30,000  

2010년 거제시소년소녀합창단 보조금 교부 10,000  

보조금 교부(제13회 거제시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5,000  

보조금 교부(2010년도 경남종별 태권도 선수권대회) 25,000  

보조금 교부(제49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출전) 240,000  

3월 소계 31건

월별

총          계

1월 소계 6건

2월 소계 13건

금액 비고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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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제48회 옥포대첩 기념제전 보조금 교부 200,000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단위체육행사 35,000  

제21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80,000  

영호남 친선교류 생활체육대회 참가 20,000  

제9회 독서감상문 공모전 보조금 지급 2,000  

생활체육대회 개최(제4회 거제시장배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 외 5개대회) 48,000  

제11회 거제시생활체육대회 개최 20,000  

선상문학예술축제 보조금 교부 30,000  

여성농업인 선진농업 벤치마킹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900  

제2회 양지암 축제 보조금 교부 17,000  

30,570  

4월 제10회 거제시 어린이 동요부르기대회 행사운영 보조금 지급 4,000  

2010년 노인회부설 노인대학 졸업식 행사비 교부 3,000  

제30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7,000  

2010. 신체장애인복지회 거제시지부 수련회 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000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1,050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1,000  

제15회 산방산삼월삼짇날 보조금 교부 3,000  

제38회 어버이날 행사 보조금 교부 520  

34,664  

5월 제4회 거제도 봄꽃&숭어축제 행사보조금 지급 -14,936 반납

제4회 신장장애인경남협회 거제시지부 복지증진 수련대회 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000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900  

보조금 교부(제10회 거제시장기 전국남여궁도대회) 40,000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2010년 경남시각장애인 볼링대회-거봉회) 500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제12회 대한장애인사격연맹회장기 전국사격대회-거제시장애인 사격동아리) 900  

2010년 어버이날 기념행사 520  

2010. 어버이날 행사 보조금 지급 520  

제38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보조금 지급 520  

2010년 제38회 어버이날 행사 580  

제38회 어버이날 행사 보조금 교부 520  

제38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보조금 교부 520  

제38회 어버이날 기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520  

어버이날행사보조금교부 520  

제38회 어버이날 행사 보조금 지급 520  

제38회 어버이날 행사 운영비 보조금 교부 520  

제38회 어버이날 경로위안잔치 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520  

제38회 어버이날 행사 추진 보조금 교부 520  

90,630  

6월 하계수련대회와 새마을 효 편지쓰기 사업 보조금 교부 통지 4,000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7,000  

제55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12,000  

제15회 시각장애인 하계수련회 및 복지증진대회 보조금 교부 2,000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제15회 경남농아인 볼링대회) 1,030  

4월 소계 8건

5월 소계 18건

6월 소계 13건

2/5



<별첨4> '10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별 금액 비고집행내역

6월 거제박물관 특별전시회(한국전통가신지원) 보조금지급 1,000  

제7회 거제전국합창경연대회 보조금 교부 60,000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출전비 지원 960  

제55회 현충일 추모제 행사 보조금 지급 500  

제38회 어버이날 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580  

2010년 장승포동 경로잔치에 따른 보조금 지급 520  

제38회 어버이날맞이 경로잔치에 따른 보조금 지급 520  

양지암축제 경로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520  

52,000  

7월 피서지 환경안내소 및 문고운영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1,000  

제6회 한국 전쟁문학세미나 보조금 지급(추가) 1,000  

제3회 여름바다 춤 너울 공연 보조금 지급 2,000  

보조금 교부(제15회 거제시장기 전국윈드서핑대회) 30,000  

보조금 교부(제4회 함양군수배 물레방아축구대회) 3,000  

2010 찾아가는 예술활동 공연 보조 10,000  

생활개선회원 탑-리더 양성 연수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5,000  

826,600  

8월 제16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보조금 교부 795,400  

2010년도 이통장 하계수련대회 보조금 교부 7,000  

열린 아버지학교 운영 보조금 지급 9,700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1,500  

보조금 교부(제13회 거제시체육회장배 테니스대회) 3,000  

농업경영인전국대회 참가보조금 교부 5,000  

한농연 한여농 가족 체육한마당 대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5,000  

90,990  

9월 제17회 거제예술제 개최에 따른 보조금 교부 80,000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990  

2010년 거제청소년연극제 개최 보조금 교부 7,000  

2010 제8회 한국여성농업인 도대회 참가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3,000  

166,360  

10월 2010년 녹색성장을 위한 지구살리기 운동 및 한마음대회 3,000  

제60주기 민간인희생자 거제합동위령제 사업 9,000  

제60주기 민간인희생자 거제합동위령제 사업 1,500  

제25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2,000  

보조금 교부(제5회 전마선 낚시대회) 3,000  

2010년 외국인근로자 한마음축제 행사운영비 10,000  

반공애국포로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망향제 행사 보조금 교부 5,000  

제15회 경상남도 수산업경영인대회참석 보조금 지급 9,500  

제10회 거제시청소년문화축제 보조금 교부 40,000  

제6회 문예작품 발표회 행사운영 보조금 지급 3,000  

2010년 제14회 노인의날 기념 연찬회경비 교부결정 및 교부 3,000  

2010년 제14회 노인의날 기념행사비 교부결정 및 교부 11,200  

제31회 흰지팡이의날 기념 경남시각장애인 체육대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5,000  

2010년 거제노인대학 수학여행비 지급 4,000  

9월 소계 4건

10월 소계 25건

7월 소계 7건

8월 소계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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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10년 지체장애인수련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000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제15회 거제시 초중학생 체육대회) 30,000  

거제서예학회 전시회 20회 기념 서예교류전 보조금 교부 2,500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3,170  

보조금 교부(제10회 거제시민등반대회) 5,000  

2010년 제3회 의종 추념식 개최 보조금 교부 3,000  

보조금 교부(제15회 거제시체육회장기 볼링대회) 3,500  

거제도와 진해만 일대 임진왜란 전적지 연구포럼 개최 보조금 교부 2,500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참가 보조급 교부결정 및 교부 5,000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참가 보조급 교부결정 및 교부 -30 반납

제14회 노인의날 행사 경비 보조금 교부 520  

80,149  

11월 보조금교부(제1회 구조라 서바이벌게임 대회) 2,000  

민간행사 보조금 교부(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한마음대회) 19,000  

제38회(2010년) 성년의 날 행사 보조금  교부 2,850  

제6회 장한아동과의 만남의 장 행사보조금 교부 3,000  

2010년 노인게이트볼 및 노인민속경기대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9,800  

2010년 장승포노인대학 수학여행비 지급 2,000  

제8회 거제시 장애인 산악등반대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3,000  

2010년 중증장애인 문화체험 및 창작 시 낭송대회 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3,000  

보조금 교부(제8회 거제교육장기 초중등학생 축구대회) 3,000  

(사)한국서예협회 거제지부 회원전 교부금 교부 2,000  

2010년 예술거제 17호 발간 보조금 교부 3,500  

보조금 교부(제9회 거제시장기 및 제12회 협회장기 초중고 태권도경연대회) 3,500  

보조금 교부(제14회 거제시체육회장배 배드민턴대회) 3,000  

제1회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 보조금 교부 5,000  

농업인의 날 행사 보조금 지급 15,500  

농업인의 날 행사 보조금 지급 -881 반납

농촌지도자 선진농업 벤치마킹에 따른 보조금 지급 880  

64,530  

12월 제16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보조금 교부 -18,791 반납

초등학교 글짓기 사업 1,000  

한국자유총연맹 한마음 봉사다짐대회 보조금 교부 2,000  

제60주기 민간인희생자 거제합동위령제 사업 -160 반납

2010년 거제시 새마을지도자대회 보조금 교부 4,000  

제5회 거제대구 수산물축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30,000  

제10회 거제시청소년문화축제 보조금 교부 -200 반납

2010년 지체장애인수련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48 반납

제8회 거제시 장애인 산악등반대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725 반납

보조금교부결정및 교부(체육인의 밤행사) 3,500  

보조금교부결정및 교부(농구고교연맹전) 3,000  

보조금교부결정및 교부(생활체육회의 밤 행사) 3,500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에어로빅체조대회) 5,000  

거제수필 12집 발간 사업 2,000  

12월 소계 19건

11월 소계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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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10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별 금액 비고집행내역

12월 2010 성탄 홍보 광고탑설치 2,000  

거가대교개통기념 시민 한마음 축제 행사 개최에 따른 보조금 교부 50,000  

제48회 옥포대첩 기념제전 보조금 교부 -16,641 반납

보조금 교부(제49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출전) -5,425 반납

2010 경로위안잔치 사업수행을 위한 보조금 교부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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