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4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계 2,959 2,959
2014 진천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무국 운영 및 인력지원사업 보조금 교부(1차) 농업회사법인진천광역친 50 50

2014 진천군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보조금 진천군체육회 36 36

2014 진천군체육회 일반직(6급대우) 인건비 보조금 진천군체육회 29 29

2014 진천군체육회 일반직(7급대우) 인건비 보조금 진천군체육회 26 26

2014 진천군체육회 일반직 장려수당 보조금 진천군체육회 5 5

2014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사업 보조금 진천군체육회 51 51

2014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장려수당 보조금 진천군체육회 5 5

2014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보조금 (1분기) 진천군체육회 38 38

2014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장려수당 보조금 진천군체육회 14 14

2014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금 진천군체육회 25 25

2014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장려수당 보조금 진천군체육회 7 7

2014 진천군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보조금 진천군체육회 35 35

2014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교부 진천군자원봉사센터 60 60

2014년도 상반기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비 교부 진천군자원봉사센터 25 25

2014년도 상반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비 교부 진천군자원봉사센터 20 20

2014 진천문화원 문화학교 운영비 진천문화원 5 5

2014년 진천문화의 집 운영비 보조금 교부 진천문화원 35 35

2014년 진천문화원 운영비 보조금 교부 진천문화원 40 40

2014년 진천예총 운영 보조금 교부 (사)진천예총 30 30

2014년 진천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보조금 교부 진천문화원 22 22

2014 장수체육대학 운영 보조금 진천군생활체육회 4 4

2014 생활체육교실 운영 보조금 진천군생활체육회 9 9

2014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 보조금 진천군생활체육회 4 4

2014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비 지급(1월) 보련마을 2 2

2014 시군대항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 보조금 진천군생활체육회 18 18

2014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교부(행복한하우징 1월분) 행복한하우징 4 4

2014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싸리비 1월분) (주)싸리비 3 3

2014년 진천문화원 사업비 보조금 교부 진천문화원 37 37

진천읍주민자치회 운영보조금 교부 진천읍주민자치회 28 28

도돌이표 봉사단 운영보조금 교부 진천읍주민자치회 20 20

제9회 충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 보조금 진천군생활체육회 18 18

1마을 1장기 프로젝트 운영보조금 교부 진천읍주민자치회 34 34

2014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비 지급(2월) 보련마을 2 2

2014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지급(싸리비 2월분) (주)싸리비 4 4

2014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지급(행복한하우징 2월분) 행복한하우징 3 3

폐비닐, 빈농약병 없는 깨끗한 진천만들기 사업비 교부 진천군새마을회 10 10

2014년 진천그린스타트네트워크사업 보조금 교부 진천그린스타트네트워크 12 12

2014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지원사업 민주평통진천군협의회 25 25

진천 용몽리 농요 전수단 운영비 지원 *** 10 10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도지사기차지 역전마라톤대회 참가 보조금 진천군체육회 17 17

생거진천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보조금 진천군생활체육회 20 20

2014년 생거진천21추진협의회 보조금 지급 생거진천21추진협의회 19 19

2014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비 지급(3월) 보련마을외 1 3 3

지역맞춤형 일자리차출사업 보조금 교부(제1차분) 충북여성새로일하기본부외 1 25 25

2014 3월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지급(행복한하우징) 행복한하우징 4 4

2014 3월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지급(싸리비) (주)싸리비 4 4

2014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1차-손기환,삼안무역) 손기환외 1 2 2

진천향교 제례복 구입 보조금 집행 진천향교 5 5

진천향교 유지관리사업 보조금 교부 진천향교 15 15

2014년 해피진천활성화사업 보조금지급(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 4 4

2014년 해피진천활성화사업 보조금지급(대한노인회진천군지회) (사)대한노인회진천군지회 3 3

2014년 해피진천활성화사업 보조금지급(진천군여성단체협의회) 진천군여성단체협의회 4 4

2014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2차-조용성외 5인, 로즈피아) *** 외 6 4 4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배치 보조금 (2분기) 집행 진천군생활체육회 25 25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보조금(2분기) 집행 진천군생활체육회 38 38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및 어족자원 보호사업 보조금 지급 *** 5 5

2014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진천군생활체육회 14 14

2014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장려수당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진천군체육회 2 2

2014년 해외자원봉사활동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진천군자원봉사센터 20 20

2014년도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진천군자원봉사센터 7 7

2014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보조금 교부(1차) (재)충북문화재단 47 47

2014년 건강도시 공모사업(2014생거진천생활체육유아축구교실) 진천군체육회 3 3

2014년 건강도시 공모사업(2014생거진천장애인생활체육탁구교실) 진천군장애인체육회 2 2

2014년 건강도시 공모사업(웃음치료 365 스마일팡팡) 진천군정신보건센터 4 4

2014년 건강도시 공모사업(건강한진천,가족과함께하는 한반도탐험대) 우리놀이문화연구소 4 4

2014 건강도시 공모사업(우리문화함께알아가요-신온고지신) 진천군노인복지관 3 3

2014 건강도시 공모사업(청.바.지-청소년이 바꾸는 지킴활동) 진천군자원봉사센터 4 4

2014년 해피진천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제8회 다문화가정 한국문화체험) 진천군새마을회 4 4

2014년 해피진천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지구를 사랑하는 자연놀이터) 진천군자원봉사센터 4 4

2014년 해피진천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초중고생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대회) 바르게살기운동진천군협의회 3 3

2014 충북형(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지급(행복한하우징) 행복한하우징 4 4

2014 충북형(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지급(싸리비 4월분) (주)싸리비 5 5

2014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비 지급(4월) 보련마을외 1 3 3

진천읍주민자치회 소식지 발간(특성화지원사업) 진천읍주민자치회 3 3

제2회 덕산면 철기문화 축제(특성화지원사업) 덕산면주민자치위원회 2 2

제3회 문백면 콩쿨대회(특성화지원사업) 문백면주민자치위원회 2 2

백곡면민 걷기대회(특성화지원사업) 백곡면주민자치위원회 2 2

청소년인라인스케이트놀이 활성화 사업(특성화지원사업) 광혜원면주민자치위원회 2 2

제7회 충청북도 생활체육 직장축구대회 개최 보조금 진천군생활체육회 10 10

2014년 음식문화개선추진협의회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한국외식업진천군지부 2 2

2014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노인복지센터) 보조금 교부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 14 14

2014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한국국악협회) 보조금 교부 한국국악협회충북도지회 18 18

진천선수촌 청소년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진천군생활체육회 25 25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전국남여궁도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 진천군체육회 35 35

(주민자치특성화지원사업)청소년문화교실2기-우리마을 바로알기 보조금 교부 이월면주민자치위원회 3 3

(주민자치특성화지원사업)기공치료 및 혈점자극 운동을 통한 노인건강교실 보조금 교부 초평면주민자치위원회 2 2

진천 용몽리농요 공개행사 용몽리 농용 보존회(조평희) 6 6

2014년도 바이오품질관리 전문가 양성사업 보조금(제2차분) 지급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외 1 25 25

2014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비 지급(5월) 보련마을외 1 3 3

백곡권역(물안뜰체험관) 사무장채용 지원사업비 지급(4,5월분) 백곡권역영농조합법인 2 2

2014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보조금지급(행복한하우징) 행복한하우징 8 8

2014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5월분 보조금 지급(이미푸드) 주식회사 이미푸드 2 2

2014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5월분 보조금 지급(행복한하우징) 행복한하우징 4 4

2014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5월분 보조금 지급(싸리비) (주)싸리비 4 4

2014 하반기 진천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사무국 운영 및 인력지원비 보조금 교부(최종) 농업회사법인진천광역친 50 50

정보화마을운영 활성화사업 보조금 지급(꽃이피는 마을) 꽃이피는정보화마을 8 8

각종 체육대회 도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에 따른 보조금 교부 진천군생활체육회 95 95

2014년도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진천군자원봉사센터 20 20

2014년 하반기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비 교부 진천군자원봉사센터 25 25

2014년도 하반기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금 교부 진천군자원봉사센터 60 60

2014년도 6.25 전쟁 음식재현 시식회 행사 보조금 보조(교부) 결정 및 교부 한국자유총연맹진천군지회 2 2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 보조금 지급(명심체험마을) 명심마을 8 8

찾아가는 노동법률 상담서비스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진천상공회의소 9 9

노무관리 및 노동법 교육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진천상공회의소 3 3

2014년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보조금 교부(진천전통시장) 진천전통시장 43 43

2014년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보조금 교부(진천중앙시장) (사) 진천중앙시장 상인회 43 43

2014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보조금 2차교부(행복한하우징) 행복한하우징 8 8

보재 이상설 수학캠프 공모사업 보조금 교부 우석대학교산학협력단 30 30

2014 진천군 이장단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 보조금 지급 이장단협의회(유재윤) 30 30

2014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보조금 교부(2차) (재)충북문화재단 22 22

2014년 읍면 민속예술단 육성 보조금 교부 진천읍 민속예술단외 6 42 42

2014년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활동 보험료 보조금 교부 진천군새마을회 1 1

2014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비 지급(6월) 보련마을외 1 3 3

2014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보조금 교부 보련마을 5 5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보조금 (3분기) 진천군생활체육회 38 38

어르신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보조금 (3분기) 진천군생활체육회 25 25

생거진천 스토리북 제작 보조금 교부 사)한국문인협회진천지부 30 30

백곡권역(물안뜰체험관) 사무장채용 지원사업비 지급(6월분) 백곡권역영농조합법인 1 1

2014 6월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지급(싸리비) (주)싸리비 4 4

2014 6월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지급(행복한하우징) 행복한하우징 4 4

2014 6월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지급(이미푸드) 주식회사 이미푸드 4 4

생생문화재 사업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30 30

제53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보조금 진천군체육회 160 160

제53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입장식 참가에 따른 보조금 진천군체육회 5 5

국제문화교육특구지정기념 전국유명서예작가 초대전 보조금 교부 사)한국예총 진천지회 25 25

2014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3분기 보조금 교부 진천군생활체육회 7 7

영주원천 옛도랑 청정마을 만들기 사업 보조금 지급 생거진천21추진협의회 17 17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2014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3차) ***외 5 3 3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워크숍 개최 진천상공회의소 9 9

2014년 향토사연구사업 보조금 교부 (사)진천향토사연구회 20 20

2014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비 지급(7월) 보련마을외 1 3 3

백곡권역(물안뜰체험관) 사무장채용 지원사업비 지급(7월분) 백곡권역영농조합법인 1 1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4차-케이플라워) ***외 3 3 3

2014년도 전국자유수호 웅변대회 진천예선대회 행사 보조금 보조(교부) 결정 및 교부 한국자유총연맹진천군지회 2 2

2014년 7월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싸리비) (주)싸리비 5 5

2014년 7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행복한하우징) 행복한하우징 4 4

2014년 7월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 주식회사 이미푸드 4 4

진천군 문화의 달 행사 보조금 교부 (사)한국예총진천지회 8 8

2014 군수기차지 게이트볼대회 개최 보조금 진천군체육회 5 5

2014 군수기차지 축구대회 개최 보조금 진천군체육회 10 10

도민체전 전략종목육성 보조금 진천군체육회 60 60

2014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보조금 교부(이미푸드 1차) 주식회사 이미푸드 9 9

2014년 8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이미푸드) 이미푸드 4 4

2014년 8월분 예비사회적기업 보조금 교부(행복한하우징) 행복한하우징 4 4

2014년 8월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싸리비) (주)싸리비 3 3

2014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5차) 덕산농협외 1 12 12

2014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비 지급(8월) 보련마을외 1 3 3

제24회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보조금 진천군생활체육회 48 48

2014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보조금 2차교부(이미푸드) 주식회사 이미푸드 9 9

2014년 자율방범연합대 피복비 구입 보조사업 진천군자율방범연합대 7 7

2014년 생거진천 군민걷기 대회 개최 보조금 진천군생활체육회 10 10

2014년 충북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보조금 진천군체육회 5 5

제8회 충청북도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 보조금 진천군체육회 10 10

백곡권역(물안뜰체험관) 사무장채용 지원사업비 지급(8월분) 백곡권역영농조합법인 1 1

2014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비 지급(9월) 보련마을외 1 3 3

2014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4/4분기) 보조금 지급 진천군생활체육회 7 7

2014 어르신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4/4분기 보조금 지급 진천군생활체육회 25 25

2014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4/4분기 보조금 지급 진천군생활체육회 38 38

2014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싸리비) (주)싸리비 4 4

2014년 9월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 이미푸드 4 4

2014년 9월분 예비사회적기업 보조금 교부(행복한하우징) 행복한하우징 4 4

2014년 농어촌공동체활성화 현장포럼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13 13

시군역량강화사업(신규사업 농촌현장포럼)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 20

노사민정 화합 결의대회 및 한마당 행사 보조금 교부 진천군기업체협의회 12 12

제2회 중부4군 생활체육 남녀 골프대회 보조금 진천군생활체육회 5 5

2014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장려수당 보조금 집행 진천군체육회 2 2

제7회 충북여성생활체육대회 참가 보조금 지급 진천군생활체육회 5 5

2014년 10월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싸리비) (주)싸리비 4 4

2014년 10월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지급(행복한하우징) 이미푸드 4 4

2014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비 지급(10월) 보련마을외 1 3 3

2014년 농식품박람회(해외시장개척) 참가 홍보비 보조금 지급 (주)로즈피아 20 20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2014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보조금 교부(3차) (재)충북문화재단 36 36

2014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사업 보조금 지급(6차) 덕산농협경제사업장외 7 17 17

생거진천 7080 낭만 콘서트(재즈) 보조금 교부 (사)한국예총 진천지회 9 9

2014 마을기업육성사업 보조금 교부(마차체험마을) 주식회사 마차체험마을 15 15

백곡권역(물안뜰체험관) 사무장채용 지원사업비 지급(9,10월분) 백곡권역영농조합법인 2 2

2014년 11월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싸리비) (주)싸리비 3 3

2014년 11월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이미푸드) 이미푸드 4 4

2014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비 지급(11월) 보련마을외 1 3 3

2014 마을기업육성사업 보조금 교부(2차) 주식회사 마차체험마을 10 10

제17회 전국쌀대축제 생거진천쌀 소비촉진 홍보행사 보조금 지급 진천군쌀전업농연합회 3 3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워크숍 개최 진천상공회의소 -1 -1

백곡권역(물안뜰체험관) 사무장채용 지원사업비 지급(11월분) 백곡권역영농조합법인 1 1

2014년 명품농산물(생거진천쌀)TV홈쇼핑 홍보판매사업 보조금 지급 진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15 15

신선농산물 수출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진천꽃수출영농조합법인 16 16

2014 수리시설(대형관정 및 펌프장)유지관리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외 34 5 5

2014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외 21 7 7

2014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보조금 지급(7차) ***외 6 32 32

백곡권역(물안뜰체험관) 사무장채용 지원사업비 지급(12월분) 백곡권역영농조합법인 1 1

2014년도 생거진천쌀 홍보도우미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진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4 4

2014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비 지급(12월) 보련마을외 1 3 3

2014년 12월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 (주)싸리비 3 3

2014년 12월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행복한하우징) 행복한하우징 4 4

2014년 12월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교부(이미푸드) 이미푸드 4 4

2014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보조금(중도금) 교부 ***외 3 8 8

2014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보조금(잔금) 교부 ***외 3 8 8

생거진천 7080 낭만 콘서트(재즈) 보조금 교부 진천군청 -9 -9

진천읍주민자치회 운영보조금 교부 진천읍주민자치회 -2 -2

1마을 1장기 프로젝트 운영보조금 교부 진천읍주민자치회 -3 -3

도돌이표 봉사단 운영 보조금 교부 진천읍주민자치회 -5 -5

2014년도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진천군자원봉사센터 -1 -1

2014년도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진천군자원봉사센터 -3 -3

제53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입장식 참가에 따른 보조금 진천군체육회 -1 -1

도민체전 전략종목육성 보조금 진천군체육회 -11 -11

2014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사업 보조금 진천군생활체육회 -4 -4

2014 어르신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4/4분기 보조금 지급 진천군생활체육회 -2 -2

제53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보조금 진천군체육회 -5 -5

2014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지원사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진천군협의회 -1 -1

2014년 진천문화원 사업비 보조금 교부 진천문화원 -3 -3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경상) 보조금 교부 ***(안전모델) 10 10

농업인단체 사무실운영사업보조금지급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회 12 12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사업 보조금 교부(경상) ***(14경상) 10 10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경상) 보조금 교부 ***(안전모델) 10 10

학교4-H 과제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광혜원고등학교외 1 2 2

2014생활지도자(농촌여성리더)양성 교육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4생활지도자) 7 7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2014농촌다문화여성 농촌생활적응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4다문화) 10 10

농촌문화체험농장 육성사업 보조금 교부 *** 10 10

강소농 경영진단 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계약금)교부 ***외 4 5 5

제5회 전국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참가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중앙대회) 4 4

도농연대농심나누기 시범 보조금 *** 3 3

제26회 도농촌지도자대회 및 대상시상식 참가 보조금 교부 *** 4 4

2014농촌여성 역량강화 교육 민간경상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역량강화교육) 8 8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진천과수영농조합 5 5

강소농 경영진단 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중도금)지급 ***외 4 5 5

강소농 경영진단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자금) 교부 ***외 4 5 5

2014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진천군노인복지관외 1 6 6

2014년 평생학습 공모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우리놀이문화연구소외 18 30 30

2014년 평생학습 공모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진천시니어클럽외 2 -9 -9

2014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보조금 재교부 진천시니어클럽외 2 9 9

행복학습마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외 6 21 21

2014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2 -2

2014 작은도서관(문고) 자료구입 보조금 교부 삼진문고(작은도서관)외 6 4 4

2014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보조금 지출(진천군장애인복지관) 진천군장애인복지관 2 2

제1회 청소년 외국어 페스티벌 보조금 교부 우석대학교(평생교육영어캠프) 15 15

아시아 유럽 미래학회 2014 추계국제학술회의보조금 지급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8 8

제13회 국제온돌학회 정기총회 및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보조금 지급 진천문화원 10 10

2014년 평생학습 공모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외 2 -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