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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행사보조

844,007  

23,022  

02월 여성단체회원 교육 5,000  

2009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행사 보조 15,000  

2009 시군대항생활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보조금 7,500  

충북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478  

제10회 생거진천 농다리축제 개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4,000  

407,660  

03월 2009 각종대회 유치 및 참가에 따른 보조금 112,500  

2009 각종대회 유치 및 참가에 따른 보조금 보조결정 136,000  

금한동천제 봉행추진사업 보조 10,000  

2009 각종대회 유치 및 참가에 따른 보조금 교부 130,000  

2009년 불조심 캠페인 1,160  

2009년 소방기술경연대회 보조금 9,000  

happy진천 활성화사업비 교부 4,000  

희망찬 건강청춘교실 발표회 위탁금 교부 5,000  

394,655  

04월 청소년한마음축제 지원금 5,000  

생거진천미래지기축제 행사지원금 38,000  

제37회 어버이 날 기념 각읍면 경로잔치 보조금 교부 60,000  

2009년도 연합회장기 노인 게이트볼대회 출전지원금 400  

제13회 노인의날 행사 보조금지급 5,000  

2009년 제2차 노인 게이트볼 대회 출전지원금 지급 1,200  

어린이날큰잔치 행사보조금 10,000  

충북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 보조 4,000  

충북 민속예술축제 참가 보조 10,000  

제31회 생거진천 문화축제 개최 130,000  

제31회 생거진천 문화축제 읍면 참가 75,000  

2009년도 도의선양대회 보조 5,000  

happy진천 활성화사업비 교부 3,000

59주년 6.25참전행사에 따른 보조금 14,110  

충북적십자 봉사원대회 33,945  

43,000  

05월 보육시설 종사자 능력향상 교육 사업비 지급 6,000  

보육아동 및 종사자 큰잔치 사업비 지급 10,000  

2009 각종대회 유치 및 참가에 따른 보조금 5,000  

제8회 중국 조명희 문학제 행사 보조 3,000  

happy진천 활성화사업비 교부 13,000

제54회 현충일 행사 보조금 교부 6,000  

109,000  

06월 2009 노사민정화합 한마당 잔치 행사 보조 10,000  

집     행     내     역

06월     7건

금액(천원) 비고구분

총          계 (64건)

02월     5건 

03월     8건 

04월     15건

05월     6건



제14회 여성주간기념 생거진천 여성문화제 보조금 7,000  

진천군여성대회 보조금 5,000  

2009. 시낭송교실 운영 2,000  

2009년 제3회 농다리사진공모전 보조금 교부 10,000  

2009년도 제10회 생거진천 농다리축제 개최 보조금 60,000  

제19회 친환경농업실천 남여농업경영인대회 보조금 15,000  

8,000  

07월 2009진천군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보조금 8,000  

9,808  

08월 수출농업인 해외 판촉행사 홍보지원 9,808  

-8,000  

09월 보육아동 및 종사자 큰잔치 사업비 지급 -10,000  

2009년 진천향교 춘추대제 교부금 신청에 따른 교부 2,000  

62,000  

10월 제7회 군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 행사보조금 교부 10,000  

제4회 생거진천 전국백일장 개최 보조 12,000  

제16회 포석 조명희 문학제 개최 보조 5,000  

제7회 전국시낭송경연대회 개최 보조 20,000  

2009 제18회 전국으뜸농산물 한마당행사 보조금 15,000  

24,600  

11월 초평붕어마을 향토음식육성 붕어찜홍보축제 보조금 10,000  

2009년 제2차 노인 게이트볼 대회 출전지원금 지급 -400  

생거진천꿀수박축제 운영비 보조 15,000  

-229,739  

12월 생거진천미래지기축제 행사지원금 -10  

생거진천쌀 수도권 판촉행사 보조금 교부 5,000  

2009 생거진천쌀 해외특판. 홍보행사 보조금교부 20,000  

2009년 우수농산물 해외판촉행사 홍보비 지원 10,000  

제31회 생거진천 문화축제 개최 -120,170  

2009 동계 청소년 인성교육(충효교실) 운영 보조 4,000  

제31회 생거진천 문화축제 읍면 참가 보조금 집행잔액 -75,000  

2009년 제3회 농다리사진공모전 보조금 교부 -1,229  

2009년도 제10회 생거진천 농다리축제 개최 보조금 -38,065  

충북 민속예술축제 참가 보조 -6,263  

2009 각종대회 유치 및 참가에 따른 보조금 보조결정 -28,000  

12월     11건 

10월     5건 

11월     3건 

07월     1건

08월     1건 

09월     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