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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5> '11년도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비고

총          계 4,779,960  

01월     22건 소계 216,671  

01월

2011년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보조금  교부 14,000  

한국예총거제지부 사무실 임대사용 대부료 6,600  

한국예총거제지회 운영지원 보조금 교부 5,750  

거제문화원운영지원 보조금 교부 5,750  

사)통영,거제,고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교부 5,500  

2011년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사업비 8,600  
2011.1/4분기보훈단체운영보조금교부결정및교부
(6.25참전유공자회외5개단체) 19,200  

2011년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거제시지회임대료보조금
 교부결정 및 1/4분기 교부 2,100  

2011년 장애인단체 임대료 보조금 교부결정 및 상반기분 교부 1,500  

2011년 장애인단체 운영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1/4분기 교부 10,500  

2011년 1/4분기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교부 6,600  

2011년 장승포노인대학 운영보조금 교부 8,500  

2011년 상반기 거제노인대학 운영보조금 교부 8,500  

2011년 1/4분기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운영비 지급 5,000  

거제시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 지원 5,250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11,040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38,640  

보조금 교부결정및 교부(우수선수 육성지원) 10,000  

거제시체육회 사무국운영 보조금 교부(1/4분기) 2,000  

거제시체육회 사무국직원 인건비 지원(1/4분기) 20,632  

거제시생활체육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 지원(1/4분기) 19,445  

2011년 1/4분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주민 TV유선료 보조금 교부 1,564  

02월     10건 소계 275,682  

02월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2011년  상반기 보조금 교부 18,50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제시협의회 보조금 지급 70,000  

한국자유총연맹 2011년 상반기 조직관리 및 지회운영비 지급 8,500  

2011년 바르게살기운동거제시협의회 상반기 운영비 지급 8,500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및 보험료 교부(1월) 2,404  

2011년 1/4분기 거제문화원 사업활동비 교부 18,000  

보조금 교부(학교시설을 이용한 조선기능인력양성사업 외 1건) 140,000  

'11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보조금 지급(1월) 3,240  

2011년 장애인활동보조 시추가시간 이용대금 지급 5,458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보조금 교부(1월) 1,080  

03월     46건 소계 880,342  

03월

새마을운동거제시지회 상반기 조직관리 및  지회운영비 지급 18,000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및 보험료 교부(2월분) 2,404  

2011년 박물관운영 보조금지급 40,000  

2011년 거제향교 운영보조금 지급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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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개통기념 신춘음악회 개최 보조금 교부 5,000  

2011년 전통문화계승사업 보조금 교부 10,000  

2011년 외국인 한글교실 운영 보조금 교부 10,000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20,000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보조금 지급(2월) 3,240  

수산업경영인 해외선진지 견학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14,250  

2011년 거제시여성단체협의회 운영보조금 교부 3,000  

거제한글학교운영보조금 교부 2,000  
거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인건비,운영비,사업비
교부결정및교부 66,000  

2011년 상록한글교실 운영보조금 교부 4,000  

2011년 2월 장애인활동보조 추가 시간 이용대금 지급 5,280  
2011년2/4분기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거제시지회
임대료보조금교부 2,100  

2011년도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4,320  

상수원지역  케이블 TV 수신료 지원을 위한 보조금 교부 3,386  

상수원 지역 케이블TV 수신료 지원을 위한 보조금 교부 1,954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업 추진 12,000  

2011년 글밭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보조금 교부 10,000  

2011년 남부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보조금 교부 10,000  

2011년 모오리돌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보조금 교부 12,000  

2011년 작은도서관(거제새마을문고) 도서구입 보조금 교부 4,000  

2011년 푸른숲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보조금 교부 13,000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800  

보조금교부결정및 교부(시체육회 사무국운영비2~4분기) 6,000  

보조금교부결정및 교부(경남레슬링협회) 30,000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시체육회 인건비지원) 66,444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 1,080  

11년1-2월농산물수출촉진자금지원사업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4,474  

5,135  

생활개선회 과제동아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500  

2011 전통식문화 리더스쿨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3,000  

학교우유급식사업(1-2월)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0,991  

학교우유급식사업(부산)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30  

2010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4,800  

벼 육묘전용 매트 및 상토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326,955  

안전농산물생산 친환경 농자재 투입 시범사업 2,000  

친환경 과실 생산기술 보급시범 보조금 교부 6,400  

원예농가 맞춤형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25,000  

상수원지역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7,000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4,000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시범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8,500  

백년단골미 포장재지원 사업 13,200  

농약안전보관 관리시범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10,000  

04월     41건 소계 600,450  

04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및  보험료 교부(3월) 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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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선진유학사전지 순례사업 보조금 교부 3,000  

거제시여성합창단 단복구입비 지원 8,000  

2011년 예총거제지부 2/4분기 경상운영보조금 교부 5,750  

거제문화원 2/4분기 운영보조금 지급 5,750  

2011년 2/4분기 거제문화원 사업활동비 교부 18,000  

2011년 우수공예품 개발장려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2,400  

소기업취업지원사업보조금교부 1,800  

11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보조금 지급(3월) 3,240  
2011년1분기연안어선어업용유류비지원사업
보조금교부확정및지급 152,023  

2011년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사업비 -1396 반납

2011년 2/4분기 보훈단체 운영보조금 교부 22,700  

2011년 2/4분기 장애인단체 운영비 보조금 교부 10,500  

2011년 2/4분기 노인지역봉사지도원 지급 6,600  

2011년 2/4분기 노인회지회 운영비 지급 5,000  

2011년 3월분 장애인활동보조 추가 시간 이용대금 지급 6,019  

상수원보호구역내 마을단위 정보이용 요금 지원 300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사업 13,344  
보조금교부결정및교부
(2011년장애인체육동아리지원사업-deaf게이트볼동아리)

2,795  

보조금교부결정및교부
(2011년장애인체육동아리지원사업-거봉회)

2,900  

보조금교부결정및교부
(2011년장애인체육동아리지원사업-호연지기) 3,100  

보조금교부결정및교부
(거제시생활체육회사무국2~4분기운영보조금신청) 14,750  

보조금교부결정및교부(2011년거제시생활체육회사무국
 2/4~4/4분기 국장,직원급여 보전 보조금 신청) 54,219  

보조금교부결정및교부
(2011년장애인체육동아리지원사업-사격동아리) 3,800  

보조금교부결정및교부
(어르신전담배치2/4~3/4분기보조금지원신청)

22,080  

보조금교부결정및교부(생활체육지도자(일반-전일제)
배치사업2/4~3/4분기보조금지원)

77,280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2011년도 생활체육교실 운영보조금 지원) 26,460  
보조금교부결정및교부
(2011년도생활체육프로그램교실운영보조금지원)

22,140  

전통직물 천연염색 시범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000  

2011년도 거제맹종죽관광체험상품화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14,000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0,000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3,000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79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2,500  

3월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2,036  

브랜드 쌀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4,500  

벼육묘전용매트및상토지원사업(추가)보조금  교부 1,141  

농업조수입 증대 선도농가육성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36,000  

품목별 농업인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7,500  

고품질 채소생산 및 연작장해 예방지원 사업 보조금교부결정 973  

2011년도 2/4분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주민 TV유선료 보조금 교부 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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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월     32건 소계 518,019  

05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및  보험료 교부(4월분) 2,405  

거제방문의 해 기념공연에 따른 보조금 교부 10,000  

2011 무대공연제작지원사업(극단이루마) 보조금 교부 6,300  

거제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보조금 지급 50,000  

11년어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  보조금 지급(4월) 3,240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49,162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26,800  

제56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통지 12,000  

장애인활동보조 시 추가시간 지원(4월분) 6,818  
2011년한국신장장애인경남협회거제시지부임대료
보조금교부결정및상반기분교부 750  

2011년한국신장장애인경남협회거제시지부운영비
보조금교부결정및상반기분교부 2,000  

3월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2차) 523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도비) 1,164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시비) 3,912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시비) 4,471  

'11년 4월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4,885  

새 소득원 개발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3,000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3,4월) 2,160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750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시비) 1,152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시비) 3,430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도비) 1,860  

4월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0,676  

2011년도 거제맹종죽관광체험상품화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152,700  

친환경농산물생산 인프라구축사업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 80,000  

농업인 학습단체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3,000  

4월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2차) 1,863  

포도 매미충 방제망 지원사업 보조금교부결정 9,000  

품목별 농업인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7,500  

지역특산과실 지리적표시제 등록 지원 사업 12,000  

친환경 과실생산 확대 시범사업 보조금교부결정 44,000  

제56회 현충일 추모제 행사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500  

06월     53건 소계 570,937  

06월

은빛축제 보조금 교부 10,000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및 보험료 교부(5월분) 2,405  

2011 무대공연제작지원사업(극단이루마) 보조금 최종교부 2,700  

2011년 무형문화재 전승학교운영 보조금 지급 2,000  

2011년 인성교실(충효교실)운영 보조금 지급 8,000  

문화유적 체험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지급 15,000  

2011 「문화바우처 사업」 사업비 예탁 77,291  

2011년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무용협회거제지부)
보조금1차교부 4,900  

거제시팔랑개어장놀이 민속보존회 2011년 보조금 교부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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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무대공연제작지원사업 무용 『찬란한 그림자』최종교부 2,100  

2011무대공연제작지원사업국악『아비도래지의선율』
보조금교부 3,500  

2011년 향토사료 조사연구 사업비 보조금 교부 7,000  

제58주년 6.18석방의 날, 평화통일 결의대회 개최 보조금 지급 3,000  

관광지 교통지도를 위한 보조금 교부(거제 자율방범연합회) 2,000  

관광지 교통지도를 위한 보조금 교부(거제시 해병대전우회) 2,000  

관광지 교통지도를 위한 보조금 교부(거제시 모범운전자회) 2,000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거제 녹색어머니회) 3,000  

11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5월분) 3,240  
2011년상반기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지원사업
보조금교부결정및지급 18,087  

2011년 상반기 영세도선 운영보조금 교부 53,000  

2011년 거제노인대학 학보발간비 교부 2,000  

2011년 5월분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시간 이용대금 지급 7,280  
2011년3/4분기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거제시지회
임대료보조금교부 2,100  

2011년 하반기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대료 보조금 교부 2,250  

2011년 3/4분기 장애인단체 운영비 보조금 교부 11,500  

자연생태학습장 조성(다대마을) 30,000  

상수원지역 케이블 T.V 수신료 지원을 위한 보조금 교부 3,386  

상수원 지역 케이블 TV수신료 지급을 위한 보조금 지급 1,954  

푸른숲 작은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보조금 교부 18,000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제12회 거제시생활체육대회) 5,000  

보조금교부결정및 교부(시체육회 사무실대부료) 14,301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 1,080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75  

경종농가 조사료 생산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7,901  

'11년 5월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7,079  

5월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1차) 2,025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시비) 4,884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시비) 1,302  

5월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2차) 10,001  

'11년 3월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0,840  

5월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3차) 1,047  
11년5월농산물(서양난)수출촉진자금지원사업
보조금교부결정및교부 9,000  

재해대비 예비모 육묘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10,000  

수출농가 천적이용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사업 보조금교부 변경 11,000  

논콩재배단지조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1,280  

농업조수입 증대 선도농가육성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1800 반납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4,568  

9,555  

친환경 무농약 쌀생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16,274  

벼 병해충 일제 지원방제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7,070  

9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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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포역사"편찬 보조금 교부 20,000  

아주동지 편찬에 따른 보조금 지급 20,000  

07월     27건 소계 256,474  

07월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2011년  하반기 보조금 교부 18,000  

국민운동단체(바르게,자유총연맹) 하반기 운영비 보조금 교부 17,000  

2011년 하반기 조직관리 및 지회운영 보조금 교부 18,000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및 보험료 교부(6월분) 2,405  

2011년 예총거제지회 3/4분기 운영보조금 교부 5,750  

2011년 거제문화원 3/4분기 운영보조금 교부 5,750  

『2011 문화바우처 사업』 사업비 예탁(2차) 22,307  

2011년 3/4분기 거제문화원 사업활동비 교부 18,000  

우수예술단체 시군순회공연 『 마당쇠 글 가르치는 대목 』 5,000  

우수예술단체 시군순회공연 『 명소에서 펼치는 춤판 풍류 』 5,000  

11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보조금 지급(6월) 2,160  

2011년 3/4분기 보훈단체 운영보조금 교부 17,700  

사)통영,거제,고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교부 5,500  

2011년 3/4분기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6,600  

2011년 3/4분기 노인회지회 운영비 지급 5,000  

2011년 하반기 노인회부설 노인대학 운영비 지급 17,000  
2011년6월장애인활동보조지원추가시간이용대금
보조금교부결정및교부 7,174  

상수원 보호구역내 마을단위 정보이용 요금 지원 289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2011년 체육시설(사무실임대)대부료) 8,000  

생활개선회 과제동아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3,500  

6월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1차) 2,990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보조금교부(6월) 1,080  

6월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2차) 11,537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시비) 4,579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588  

지역농업특성화(과실운반용 컨테이너상자지원)사업 보조금교부결정 44,000  

2011년 3/4분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주민 TV유선료 보조금 교부 1,564  

08월     26건 소계 308,390  

08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및  보험료 교부(2011년 7월분) 2,405  
2011무대공연제작지원사업국악『아비도래지의선율』
보조금최종교부 1,500  

특집대담 작가 김아타 프로그램 제작 보조금 교부 40,000  

거충사(임란22공신사당)제례봉행 집기구입 보조금 5,00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보조금 교부 8,226  

관광지 교통지도를 위한 보조금 교부(블루택시) 2,000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보조금 지급(7월) 3,240  
2011년2/4분기연안어선어업용유류비지원사업
보조금교부결정및지급 107,304  

2011년7월장애인활동보조지원추가시간이용대금
보조금교부결정및교부

8,603  

2011년 생활예절교육 보조금 지급 3,000  

상수원 지역 케이블 TV수신료 지원(연초댐 지역) 2,257  

상수원지역 케이블 TV 수신료 지원(삼거마을) 1,302  

보조금교부결정및교부 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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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장애인체육동아리지원사업-수영동아리)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75,658  

7월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1차) 9,893  

농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 보조급 교부결정 및 교부 1,080  

경상남도농촌지도자대회 참가 보조금 지급 2,500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구입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9,000  

7월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2차) 3,740  

친환경 무농약 쌀생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13,019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1,714  

1,210  

친환경 무농약 쌀생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2,060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1,210  

원예농가 맞춤형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981 반납

독립유공자(옥영준 애국지사) 묘지관리비 지급 50  

09월     31건 소계 238,462  

09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및  보험료 교부(2011년 8월분) 2,405  

국악한마당 마당놀이 배비장전 행사 보조 10,000  
2011무대공연제작지원사업음악
『트루베르쳄버오케스트라제20회정기연주회』 2,800  

2011 거제향교 기로연 행사 3,000  

2011년도 거제문화원 문화행사 보조금 교부 3,000  

2011년도 거제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보조금 교부 7,000  

2011무대공연제작지원사업 음악공연 보조금 교부 1,200  

『2011 문화바우처 사업 』사업비 예탁(3차) 19,171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시군데이 사업 참가 6,000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15,10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보조금 교부 8,062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8월) 3,240  

2011년 8월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추가시간 이용대금 보조금 교부 9,428  

2011년 4/4분기 시각장애인복지협회거제지회 임대료 보조금 교부 2,100  

2011년 4/4분기 장애인단체 운영비 보조금 교부 11,500  

2011년도 거제맹종죽관광체험상품화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20,000  

8월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1차) 10,836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도비) 2,376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2,256  

양돈액비 발효제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1,728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시비) 1,188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시비) 360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080  

8월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2차) 3,433  

거제시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0,000  

원예농가 맞춤형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172 반납

우수농업경영체 성공모델확산사업 보조금 교부 6,000  

지역농업특성화(고품질 유자생산)사업 보조금교부결정 65,000  

고품질 채소생산 및 연작장해 예방지원 사업 보조금교부결정 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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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육종 신품종 시험보급 사업 보조금교부결정(1차)
4,208  

3,368  

10월     29건 소계 185,811  

10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및  보험료 교부(2011년 9월분) 2,405  

2011년 4/4분기 한국예총거제지회 경상운영비 교부 5,750  

2011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 찾아가는 문학세미나 』지원 5,000  

2011년 4/4분기 거제문화원 경상운영비 교부 5,75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 8,219  

11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9월분) 3,240  

2011년 4/4분기 보훈단체 운영보조금 지급 19,400  
2011년9월장애인활동보조지원시추가시간
 이용대금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

8,370  

2011년 4/4분기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교부 6,600  

2011년 4/4분기 노인회 거제시지회 운영비 교부 5,000  

2011년 민간노인교실 운영비 지급 9,000  

상수원보호구역 내 마을단위 정보이용료 지급 290  

생태계 교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2,000  

농작물 피해방지단 운영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2,000  
상수원지역케이블TV수신료지원을위한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9~10월분) 1,302  

상수원지역케이블    TV수신료 지원을 위한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9~10월분)

2,257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2011년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 2,000  
보조금교부결정및교부
(전일제(일반)지도자배치사업4/4분기급여지원) 38,640  

보조금교부결정및교부
(어르신전담지도자배치사업4/4분기급여지원) 11,040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사무국운영지원-생활체육지도자여비) 5,400  

9월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1차) 9,835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080  

9월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2차) 3,330  

'11년 농산물(유자즙)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절 및 교부 828  

친환경 무농약 쌀생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8,083  

도 육종 신품종 시험보급사업 보조금교부결정(2차) 2,912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859  

3,656  

2011년도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주민 TV유선료 보조금 교부(사곡마을) 1,564  

11월     37건 소계 332,977  

11월

세계조선해양축제 추진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0,000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및 보험료 교부(10월분) 2,405  

2011년 4/4분기 거제문화원 사업활동비 교부 19,000  

문화바우처 사업비 예탁(4차) 8,837  

2011 무대공연제작지원사업 연극 "블루아일랜드"보조금 교부 9,800  

거제서복 전승지에 관한 논문집 발간 2,000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10,00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10월분 인건비) 교부 8,238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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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조선해양축제 추진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5,000  

2011년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교부 24,000  

11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보조금 지급(10월분) 3,240  

2011년3/4분기연안어선어업용유류비지원사업
보조금교부결정및지급 123,130  

자원봉사자 연수교육 보조금 교부 1,200  

2011년 거제시장애인부모회 운영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000  
2011년10월장애인활동보조지원추가시간이용대금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8,258  

노인회지회 보안시스템 설치비 지원 470  

2011년도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8,600  

거제시체육회사무국인건비지원보조금교부결정및 교부 2,253  

'11년 3~7월분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절 및 교부 7,925  

'11년 3~7월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8,168  

'11년 9월분 가공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768  

10월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1차) 8,143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080  

품목별 연구모임 활동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12,000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시비) 780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1,356  

농촌지도자 선진농업벤치마킹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500  

2011년도 거제맹종죽관광체험상품화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14,000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2,500  

2011 농어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0,000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2,000  

10월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2차) 5,031  

시설원예 화재예방 전기안전점검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560  

고품질 채소생산 및 연작장해 예방지원 사업 보조금교부결정 4,174  

원예농가 맞춤형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138 반납

백년단골미 포장재지원 사업 -1200 반납

12월     55건 소계 395,745  

12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및  보험료 교부(11월분) 2,405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보험료 및 퇴직금 교부 2,223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및 보험료 교부(12월분) 2,382  

무대공연제작지원사업 연극 "블루아일랜드" 보조금 잔액 교부 4,20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11월분 인건비) 보조금 교부 7,068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급 1,50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12월 인건비) 8,439  
IFBA세계타이틀매치경기장내관광지
홍보광고를위한보조금교부요청 4,000  

11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3,240  

2011년 하반기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6,913  

2011년 하반기 영세도선 운영보조금 지급 35,363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27914 반납

2011년 11월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추가시간 이용대금 지급 8,385  

상수원지역 케이블 TV수신료 지원을 위한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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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지역케이블TV수신료지원을위한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11~12월분)

2,257  

상수원보호구역 마을 단위 정보이용요금 보조금 교부 288  

보조금교부결정및교부(시체육회사무국운영비) 2,000  

보조금교부결정및교부
(생활체육회사무국4/4분기국장,직원급여보전보조금)

3,286  

보조금교부결정및교부(IFBA 세계타이틀매치 경기장내 관광지 홍보광고) 1,000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13,442  

양돈액비 발효제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1,112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시비) 3,381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11월) 2,160  

품목별 연구모임 활동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1,000  

11월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382  

'11년 10~11월분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7,351  

품목별 연구모임 활동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1,200  

11월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2차) 6,747  

11월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3차) 5,696  

'11년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6,850  

9,027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 7,560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시비) 2,112  

12월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4,273  

친환경 무농약 쌀 포장재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9,166  

2011년 선진유학사적지 순례사업 보조금 교부 -12 반납

세계조선해양축제 추진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208 반납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따른 보조금 교부 1,500  

11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12월분) 3,240  

거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교부결정 및 교부 -4539 반납

2011년12월장애인활동보조지원추가시간이용대금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 9,000  

2011년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30,826  

2011년도 거제맹종죽관광체험상품화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78,500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 2,160  

도육종 신품종 시험보급 사업 보조금교부결정 5,512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2011년 하반기 보조금 교부 -2700 반납

거제방문의 해 기념공연에 따른 보조금 교부 -3559 반납

2011년 4/4분기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61,250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1942 반납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업 추진 -2952 반납

농작물 피해방지단 운영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126 반납

자연생태학습장 조성(다대마을) -2 반납

2011년도 거제맹종죽관광체험상품화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40,000  

2011 농어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0,000  

지역특산과실 지리적표시제 등록 지원 사업 8,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