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별월별월별월별 집 행 내 역집 행 내 역집 행 내 역집 행 내 역 금 액금 액금 액금 액 비고비고비고비고

총계총계총계총계 158건158건158건158건 5,701,3115,701,3115,701,3115,701,311        

1월 13건 소계 424,700     

 군민을 위한 열린음악회 보조금 60,000       

 제6회 강진청자배 전국 우수중학교 초청축구대회 보조금 30,000       

 2009년도 대한민국 클럽축구대제전 대회 보조금 200,000     

 강진청자배 전국 중고초청 태권도대회 보조금 등 10건 134,700     

2월 11건 소계 1,619,720  

 제37회 강진청자축제 행사추진 보조금 1,150,000  

 제45회 춘계한국중등(U-15)축구연맹전 대회 보조금 300,000     

 제56회 3.1절기념 강진군 일주 전국 도로사이클대회 보조금 80,000       

 제4회 영랑문학제 행사추진 보조금 등 8건 89,720       

3월 20건 소계 1,139,800  

 마량 미항 토요음악회 개최 보조금 175,000     

 강진청자축제 향토음식부스 설치지원 보조금 100,000     

 제8회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개최 보조금 132,000     

 2009 전국종별(고등, 일반부) 태권도 선수권대회 보조금 140,000     

 2009년도 대한민국 클럽축구대제전 대회유치 보조금 100,000     

 제48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출전비 지원 100,000     

 강진청자 유럽순회전 추진 보조금 150,000     

 제37회 강진군민의 날 행사비 지원 등 13건 242,800     

4월 22건 소계 980,500     

 한국중등(U-15)축구연맹회장배 국제축구대회 보조금 350,000     

 제9회 다산제 행사추진 보조금 100,000     

 2009년도 대한민국 클럽축구대제전 대회유치 보조금 100,000     

 강진청자 유럽 순회전 추진 보조금 100,000     

 면민의 날 행사 추진 보조금 등 18건 330,500     

5월 12건 소계 122,500     

 청자운송 뱃길재현사업 국제학술심포지엄 행사 추진 40,000       

2009년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2009년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2009년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2009년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별월별월별월별 집 행 내 역집 행 내 역집 행 내 역집 행 내 역 금 액금 액금 액금 액 비고비고비고비고

(단위 : 천원)

 제1회 청자배 국민생활체육 전국클럽대항 볼링대회 보조금 30,000       

 2009 청자배 국민배구대회 보조금 등 10건 52,500       

6월 46건 소계 856,930     

 제37회 강진청자축제 행사장 편의시설 설치지원 보조금 110,000     

 2009년 하계 전국 남여 중·고 유도연맹전  대회유치 보조금 150,000     

 제6회 탐진강 은어축제 행사추진 보조금 50,000       

 제3회 청자골강진 향토음식 경연대회 보조금 40,000        제13회 전라남도민의날 및 제21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보조금 35,000       

 2009 김인 국수배 국제시니어 바둑대회 개최 보조금 50,000       

 재래시장 장터문화 한마당 행사 보조금 등 40건 421,930     

7월 3건 소계 47,600       

 제1회 청자배 국민생활체육 전국야구대회 보조금 40,560       

 동서화합 민간교류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등 2건 7,040         

8월 1건 소계 10,000       

 제6회 강진만풍어제 행사추진 보조금 10,000       

9월 7건 소계 109,500     

 2009 부산 건강 및 음식박람회 강진홍보관 운영 보조금 55,000       

 제4회 한국중등(U-15)축구연맹회장배 국제축구대회 보조금 30,000       

 남녀 초·중·고·대학 겨류기 태권도 대회 보조금 등 5건 24,500       

10월 8건 소계 146,895     

 2009년 제13회 노인의날 행사보조금 지원 24,000       

 제1회 청자골 전국 국악경연대회 보조금 40,000       

 재래시장 장터문화 한마당 행사 보조금 등 6건 82,895       

11월 9건 소계 123,042     

 제3회 마량미항축제 행사추진 보조금 36,452       

 제5회 전라남도지사기 생활체육축구대회 보조금 30,000       

 국민생활체육 전국야구클럽리그 결선대회 보조금 등 7건 56,590       

12월 6건 소계 120,124     

 제9회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개최 보조금 66,000       

 제38회 강진청자축제 추진 보조금 등 5건 54,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