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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계총계총계총계 754건754건754건754건 12,402,66612,402,66612,402,66612,402,666    

1월 44건 소계 666,242      

 2009년 1월 아동복지시설 강진자비원 운영비 55,150        

 1분기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 운영 보조금 44,005        

 2009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비(1/4분기) 지급 35,190        

 2009년 1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국비보조) 185,099      

 2009년 1월 보육료(국비보조) 145,816      

 1/4분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보조금 35,000        

 스포츠선수단 이용업소 강진쌀 지원 등 38건 165,982      

2월 84건 소계 1,716,939   

 2009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2건) 769,244      

 남도 맛 아카데미 운영 60,000        

 2009년도 상반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급 60,629        

 2009년 2월 아동복지시설 강진자비원 운영비 53,507        

 2009년 2월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국비보조) 185,330      

 2009년 상반기 지역아동센터 운영 보조금 교부결정 91,994        

 2009년 2월 보육료(국비보조) 교부결정 144,726      

 1/4분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급 등 76건 351,509      

3월 59건 소계 978,141      

 연안어업 미끼지원사업 보조금 62,066        

 2009년 노인대학(노인교실)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30,000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비(4건) 77,891        

 2009년 3월 아동복지시설 강진자비원 운영비 지급 51,842        

 2009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보조금(2차) 109,130      

 2009년 3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국비보조) 지급 178,515      

 2009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보조금(2차) 35,000        

 2009년 3월 보육료(국비보조) 교부 123,334      

 2009년도 생산적연구단체 지원(7건) 41,060        

 강진문화원 지원사업 보조금 58,000        

2009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2009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2009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2009년도 민간경상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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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화통역센터 운영 보조금 등 40건 211,303      

4월 74건 소계 2,661,607   

 2009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271,904   

 연안어업 미끼지원 사업비(2건) 115,189      

 경관보전 직불제 보조금 집행 48,463        

 2009년 4월 아동복지시설 강진자비원 운영비 지급 49,230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운영비 지급(2분기) 60,389        

 2009년 4-12월(9개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교부 83,430        

 2009년 1~4월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급 51,700        

 2009년 4월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국비보조)지급 180,298      

 2009년 4월 보육료(국비보조) 지급 156,188      

 강진군지 발간사업 보조금 100,000      

 강진청자 유럽 순회전 보조금 100,000      

 강진스포츠클럽 운영 보조금 40,000        

 강진청자 기획특집 다큐멘터리 제작비 42,000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비 등 60건 362,816      

5월 54건 소계 663,452      

 미끼지원사업비 지급(2건) 113,737      

 2009년 5월 강진 자비원 운영비(지방이양) 48,299        

 2009년 5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국비보조) 지급 181,098      

 2009년 5월 보육료(국비보조) 143,646      

 향토산업 육성(사업추진단 운영 지원) 등 49건 176,672      

6월 120건 소계 2,133,283   

 2009년 유기질비료 지원 41,400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 56,200        

 2009년 하반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급 95,507        

 미끼지원사업비 지급(3건) 60,071        

 향토산업육성 사업비 집행(5건) 198,000      

 2009년도 노인생활시설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43,660        

 2009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보조금(2차) 5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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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2009년 강진군 수화통역센터운영 보조금 30,000        

 2009년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 운영 보조금 69,596        

 2009년 강진자비원 운영비(지방이양)지급 48,473        

 2009년 6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국비보조) 교부 182,092      

 2009년 하반기 지역아동센터 운영 보조금 78,794        

 2009년 7~11월 아동복지시설(강진자비원) 운영비 259,594      

 2009년 6월 보육료(국비보조) 교부 146,759      

 음식점 청자식기 구입 지원사업 보조금 30,000        

 음식점 영업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80,000        

 강진 스포츠클럽운영 보조금 58,000        

 2009년 청자신상품디자인 개발사업 보조금 90,000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비 등 96건 514,977      

7월 34건 소계 439,680      

 2009년 7월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국비보조) 지급 183,791      

 2009년 7월 보육료(국비보조)지급 138,828      

 2009 수화통역센터운영 보조금(2차) 등 32건 117,061      

8월 31건 소계 644,426      

 2009년 8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국비) 지급 187,976      

 2009년 9월 보육료지원 예탁금 납부 179,480      

 2009년 8월 보육료(국비)지급 164,658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비(7월분) 등 28건 112,312      

9월 53건 소계 659,093      

 2009년 9월 보육종사자 인건비(국비보조) 교부 188,055      

 2009년 10월 보육료지원 예탁금 납부 188,500      

 강진청자 유럽 순회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 사업비 31,000        

 김포공항내 강진청자명품관 설치 운영사업 보조금 30,000        

 전남 친환경쌀 클러스터사업 민간경상보조금 등 49건 221,538      

10월 46건 소계 579,376      

 09년 10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국비보조) 지급 183,230      

 09년 11월 보육료 지원 예탁금 납부 18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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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4/4분기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금 등 44건 207,646      

11월 53건 소계 553,447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비(2건) 26,905        

 2009년 하반기 지역아동센터 운영 보조금(추가분) 82,090        

 2009년 11월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교부 184,724      

 2009년 11월 보육료지원 예탁금 납부(2차) 30,000        

 2009년 12월 보육료지원 예탁금 납부 110,000      

 2009년 강진군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보조금 등 47건 119,728      

12월 102건 소계 706,980      

 경관보전직불제 보조금 52,482        

 2009년 12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국비보조) 지급 184,724      

 2009년 12월 아동복지시설 강진자비원 운영비(지방이양) 54,146        

 2009년 12월 차등보육료지원 예탁금 납부 46,085        

 강진(전라병영성) 노래 음반 제작 보조금 교부 30,000        

 2009년 강진군 수화통역센터운영 보조금 등 97건 339,5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