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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11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비
고

총          계 2,201,569  

01월     4건 소계 79,500  

01월

2011년도 거제수산별신굿행사 사업비  보조금 교부 3,500  

2011년 설명절 외국인근로자 초청 위안행사 보조금 6,000  

2011년 제17회 한.일청소년 친선교류회 보조금 지급 10,000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거제시장배 전국우수학생 축구스토브리그대회) 60,000  

02월     3건 소계 48,610  

02월

2011년도 거제시여성합창단 보조금  교부 20,000  

제7회 거제도펭귄수영축제 보조금 지급 18,610  

제15회 거제고로쇠약수제 보조금 교부 10,000  

03월     15건 소계 871,200  

03월

제1회 아주 5.2 독립만세운동 재현  기념행사 추진 보조금 교부 25,000  

2011년 거제시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보조금 교부 12,000  

2011년 모범근로자 해연연수 지원 보조금 지급 20,000  

제18회 해양스포츠 바다로세계로 보조금 신청 480,000  

2011년 건강가정육성 교육 및 가족캠프 보조금 교부 2,000  

2011년 보육교사 특별강연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700  

2011년 거제시 보육인 등반대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4,500  

2011년 노인회 정기총회 행사비 지급 2,000  

2011년 거제웰빙음식축제 보조금 교부 13,500  

거제시생활체육회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 2,000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도민체육대회) 216,000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도단위이상 생활체육대회) 18,000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스포츠파크준공기념 2011 거제마라톤대회) 70,000  

2011년 경남시각장애인볼링대회 참가 지원금신청(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500  

제16회 산방산삼월삼짇날축제 보조금 교부 3,000  

04월     15건 소계 37,700  

04월

제29회 경남연극제 참가 보조금 교부 5,000  

거제YWCA 청소년오케스트라 지원사업 5,000  

제8회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9,000  

2011년 전적지 순례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5개 단체) 10,000  

제3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5,300  

2011년 노인회부설 노인대학 졸업식 보조금 지급 3,000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제6회 경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 18,000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거제시축구협회장 축구대회) 3,600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거제시장배 전국우수학생 축구스토브리그대회) -54660
반
납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제8회 거제시 사회인 야구대회 개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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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제7회 경호처장기 전국사격대회 참가비 교부 신청) 960  

농촌지도자 선진농장현장교육 보조금 지급 1,000  

여성농업인 선진농업 벤치마킹 보조금 지급 1,000  

제12회 한농연ㆍ한여농 체육대회 보조금 지급 5,000  

양지암축제 보조금 지급 13,500  

05월     16건 소계 158,139  

05월

부처님오신날 맞이 봉축탑 설치  지원사업(문화예술행사) 3,000  

제36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참가 보조금 교부 10,000  

청마애송이및 대표시 소시집 추가제작 사업 3,000  

2011년 제2회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 사업 5,000  

2011 거제 YWCA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사업 보조금 최종 교부 5,000  

흥남철수작전 유공자 추모식 등 행사지원금 지급 10,000  

제11회 거제시 어린이동요부르기대회 행사운영 보조금 교부 3,600  

2011년도 전적지순례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6.25참전유공자 거제시지회) 2,000  

2011년 제39회 성년의 날 행사 보조금 교부 2,700  

제11회 거제시 청소년문화축제 보조금 교부 36,000  

제3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 반
납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2011년 한화회장배 전국사격대회 참가) 840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제4회 거제시축구연합회장기 운수종사자 축구대회) 1,000  

보조금교부결정및교부
(제5회거제시장배국민생활체육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 13,000  

보조금교부결정및교부
(제49회옥포대첩기념제전제11회거제시장기전국남여궁도대회) 36,000  

보조금교부결정및교부(종목별단위체육행사지원보조금-제11회국민생활체육
 거제시테니스연합회장배 대회외 20개대회) 27,000  

06월     14건 소계 352,285  

06월

이통장 하계수련대회 보조금 교부 7,000  

제49회 옥포대첩기념제전행사 보조금 교부 200,000  

2011 한국전쟁문학 세미나 사업 보조금 교부 3,000  

제2회 거제여성.청소년 스타킹(예능 특기자랑)대회 개최 보조금 교부 20,000  

제12회 경남무용제 참가 지원 보조금 교부 3,000  

외국선주사 상주대표 초청간담회 보조금 지급 15,000  

2011년 제41회 경상남도공예품대전 부대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13,000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제4회 거제시장기 경남 게이트볼대회외 4개대회) 34,200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제20회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참가비 교부신청) 840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제12회 거제시 생활체육대회) 18,000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2011년도 영호남(구례군초청)친선교류 생활체육대회) 18,000  

보조금교부결정및교부
(제14회경상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지체장애인협회거제시지회) 1,085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제14회경상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1,160  

농업인 해외연수경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18,000  

07월     9건 소계 62,430  

07월

보조금 교부(제2회 구조라정보화마을  서바이벌게임 대회) 2,000  

『양달석화백 예술문화 세미나 개최』보조금 교부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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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여름바다 춤 너울 공연』 보조금 교부 2,000  

2011년도 거제시여성합창단 보조금 교부 20,000  

제11회 거제시 청소년문화축제 보조금 교부 -50
반
납

보조금교부결정및 교부(전국원드서핑대회) 2,700  

보조금교부결정및교부(전국원드서핑대회) 27,300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제16회 경남농아인 볼링대회) 1,030  

제11회 경상남도농업경영인대회 참가 보조금 교부 4,450  

08월     10건 소계 78,510  

08월

제8회 거제전국합창경연대회 보조금 70,000  

거충사(임란22공신 사당) 제례봉행 보조금 5,000  

2011. 추석 명절 외국인근로자 초청 위안행사 6,000  

2011년 제1회 지역아동센터 연합 캠프 행사비 교부 4,500  

2011년 거제웰빙음식축제 보조금 교부 -13500 반
납

보조금교부결정및교부
(제12회대한장애인사격연맹회장기전국사격대회참가비교부신청)

840  

-90 반
납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제4회 임실군수배 전국사격대회 참가비 교부신청) 960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3,000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에 따른 보조금 지급 1,800  

09월     15건 소계 275,400  

09월

제17회 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  행사보조금 30,000  

국악한마당 마당놀이 배비장전 행사 지원 2,000  

제18회 거제예술제 행사 지원 80,000  

2011년 거제청소년 연극제 보조금 교부 5,000  

제6회 거제섬꽃축제 기념 제7회 거제한국화회 회원전 3,000  

제4회 청마문학제 개최에 따른 보조금 지급 40,000  

2011년 거제선상문학예술 보조금 교부 30,000  

거제 전래민요놀이 정기공연에 따른 보조금 지급 7,000  

제7회 한국서예협회 거제지부 회원전 보조금 지급 2,000  

Mini World Cup 2011대회(2011 외국인근로자 한마음 축제) 30,000  

반공애국포로 합동위령제 및 망향제 행사 보조금 교부 10,000  

2011년 전적지순례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4,000  

보조금교부결정 및교부(제17회 거제시체육회장기 볼링대회) 2,700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제6회 거제시체육회장배골프대회) 2,700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제16회 거제시초중학생체육대회) 27,000  

10월     15건 소계 134,200  

10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  행사보조금 지원 4,500  

제3회 경남도지사기 어르신 농악경연대회 참가 지원 2,000  

제4회 고려18대 의종왕 추념식 행사 지원 2,000  

자율관리어업한마음대회 3,000  

2011년 초중고 문예작품시상식 및 발표회 행사운영 보조금 교부 2,700  

2011년 노인지도자 연찬회 행사비 지급 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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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노인회부설 노인대학 수학여행비 교부 5,400  

보조금교부결정및 교부(제14회거제시체육회장 테니스대회) 2,700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제22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참가) 72,000  

보조금교부결정및 교부(제11회 거제시민등반대회 및 스포츠클라이밍대회) 3,600  

보조금교부결정및교부(제1회거제시체육회장배 전국댄스스포츠대회및블루시티컵) 15,000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제19회 농아인 체육대회) 3,200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종목별 단위체육 행사지원 보조금-7개대회) 10,000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제9회 거제교육장기 초중학생축구대회) 2,700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제10회 거제시초중고태권도대회) 2,700  

11월     16건 소계 22,125  

11월

제17회 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  행사보조금 -16463 반
납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 행사보조금 지원 -52 반
납

보조금 교부(제6회 어구마을 전마선낚시 대회) 3,000  

거제문학 제31집 발간에 따른 보조금 교부 3,000  

2011년 거제수필 13집 발간 지원 2,000  

춤으로 만나는 아시아 공연 행사 추진에 따른 보조금 교부 10,000  

계룡수필9집 발간 보조금 지급 2,000  

거제영등민속보존회 정기공연 지원 2,000  

『제21회 거제서예학회 정기회원전』보조금 교부 2,000  

거제시청문학회 거제도 2집 발간 지원 2,000  

2011년거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행복한동행거제사랑걷기대회"
사업보조금교부결정및교부

1,440  

제7회 장한 아동과의 만남의 장 보조금 교부 1,800  

보조금교부결정및교부(제4회거제시장배 수영대회) 2,700  

보조금교부결정및교부(제6회거제시체육회장배고교농구대회) 2,700  

농촌지도자 선진농업벤치마킹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000  

한여농 워크숍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000  

12월     14건 소계 81,469  

12월

2011년 제18호 예술거제 발간에  따른 보조금 교부 3,500  

제10회 독서감상문 공모전 지원 2,000  

2011 성탄절 맞이 성탄트리 설치 지원 3,000  

거제 교향악단 찾아가는 송년음악회 보조금 교부 5,000  

2012년 제15회 신년해맞이 행사 보조금 교부 15,000  

제8회 거제도국제펭귄수영축제 홍보를 위한 보조금 교부 5,000  

제6회 거제대구 수산물 축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30,000  

보조금교부결정및 교부(IFBA 세계타이틀매치 프로복싱대회지원) 5,000  

보조금교부결정및 교부(체육인의 밤 행사지원) 6,400  

쌀전업농회 선진농업 벤치마킹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000  

강소농육성 생활개선회 워크숍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000  

농업경영인 워크샵에 따른 보조금 지급 2,600  

　
제10회 독서감상문 공모전 지원 -30 반

납

제8회 거제도국제펭귄수영축제 홍보를 위한 보조금 교부 -1 반
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