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위 : 천원)‘09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구분 집행내역 금액 비고

총          계 3,190,863  

01월     28건 소계 191,859  

01월

2009년 1/4분기 성주읍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0,20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주군협의회 보조금 교부 10,000  

보조금 교부 결정 5,400  

2009년도 성주군소년소녀합창단 운영 보조금 교부 1,250  

성주의 전통건조물 조사.발간 지원 보조금 교부 20,000  

2009년도 지방문화원 사업비 지원 보조금 교부 14,500  

2009 서예교실 운영 지원 보조금 교부 2,025  

2009 고전경서강독 지원 보조금 교부 1,250  

생활체육협의회운영비 보조금 교부(1/4분기) 4,000  

어르신체육활동지원사업 보조금 교부(1/4분기) 5,232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운영 보조금 교부(상반기) 7,246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 보조금 교부(1/4분기) 20,928  

생활체육교실운영 보조금 교부(상반기) 3,800  

성주군체육회운영비 보조금 교부(1/4분기) 10,000  

우수선수 육성지원 보조금 교부 30,000  

2009년 녹색실천연대 보조금 교부 5,000  

성주참외포털쇼핑몰 운영 보조금 지급(1차) 29,000  

성신농장 축산분뇨처리시설 운영비(전기료)지급 518  

2009년 창업농후견인제 및 농업인턴제 지원사업 보조금(12월분) 3,500  

성주참외포크 대도시 홍보행사 지원사업비 지급 3,010  

우리음식연구회활동 보조금지급 2,000  

생활도자기연구회 활동지원 보조금 지급 3,000  

02월     18건 소계 179,909  

02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 보조금 교부 3,536  

2009 금수문화예술마을 운영보조금 교부 2,553  

문화예술단체문화행사(희망의 달빛기원제) 보조금 교부 7,000  

2009년 생활체육 육성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6,000  

2009 서예교실 운영 지원 보조금 교부 22,275  

2009 성주군합창단 운영보조금 교부 30,000  

2009 풍물활성화 운영지원금 교부 12,000  

성신농장 축산분뇨처리시설 운영비(전기료) 지급 404  

2009년 학교우유급식 보조금 지급(12월분) 3,487  

지역경제활성화 캠페인 보조금 교부 5,000  

영세상인 특별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42,000  

자연보호성주군협의회 보조금 교부 3,000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2,000  

09년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1차) 18,584  

2009년도 1/4분기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운영 보조금 교부 4,750  

2009년도 1/4분기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종사자수당 보조금 교부 1,320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운영지원 보조금 지급 10,000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사업 보조금 지급 6,000  

03월     30건 소계 351,362  

예비군 사무실 운영 물품 구입 994  

<코레일-성주군>상생의 관광마케팅 팸투어 보조금 7,400  

2월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 보조금 교부 3,536  



부

03월

2009 경북문화대전 참가지원 보조금 교부 10,000  

2009 고전경서강독 지원 보조금 교부 3,750  

2009년도 지방문화원 사업비 지원 보조금 교부 43,500  

2009년도 성주군소년소녀합창단 운영 보조금 교부 3,750  

2009년 1월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1,080  

성신농장 축산분뇨처리시설 운영비(전기료) 지급 612  

2009년 2월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1,080  

2009년 지역특화전문경영인 위탁교육비 보조금  지급 14,000  

2009년 성주군농민회 가족수련대회 보조금 지급 5,000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보조금지급 174,000  

숨은자원모으기 보조금 교부 3,000  

사랑의김장담가주기 보조금 교부 3,000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운영보조금 교부 15,000  

행복한보금자리만들기사업 보조금 교부 8,000  

범군민 독서생활화를 위한 BS120운동 보조금 교부 10,000  

2009 피서지문고운영 보조금 교부 1,000  

문예지(가야산글수레 제6집)발간보조금 교부 2,000  

2009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보조금 교부(2차분) 24,633  

2009 지방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금 교부 3,000  

농촌건강생활촌육성사업 경상보조금 지급 12,000  

향방작계 훈련에 따른 간 식 구입 및 전달 120  

예비군면대 장비고 보수 자재구입
275  

182  

향방작계훈련에 따른 간식구입 -선남농협 60  

면대 전기요금(1~3월분) 50  

방위지원금 사용 및 구입물품 구입 요청 107  

방위지원금 사용 및 물품구입 234  

04월     40건 소계 560,466  

04월

2009년 상반기 성주읍주민자치센터 운영비(2/4분기 운영비 지급) 10,200  

2009어르신체육활동지원사업(노인전담) 보조금 교부 15,696  

2009 성주군체육회 운영비 보조금 교부 통보 21,000  

2009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 보조금 교부 62,784  

2009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24,976  

2009 문화학교 운영 보조금 교부 6,000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 보조금 교부(3월분) 3,650  

제7회 대구경북국제관광박람회 참가 탁본이벤트 보조금 교부 4,000  

2009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통보(변경) 10,000  

심산김창숙선생 추모다도시연 보조금 교부 1,000  

2009성주여자중.고등학교 하키부 훈련경비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8,000  

생명의 신비를 찾아가는 별빛기행 보조금 교부 40,000  

2009 금수문화예술마을 운영보조금 교부(전액) 7,658  

성산지 국역발행 보조금 교부 29,670  

한주이진상 선생 추모 전국 한시백일장 시문집 발간 보조금 교부 7,000  

2009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나비부인) 보조금 교부 10,500  

2009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첼리시모 성주연주회) 보조금 교부 3,000  

코레일-성주군 상생의 관광마케팅(성주참외축제 성주로의기차여행) 보조금 교 19,437  

경북 정보화마을 워크샵 개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3,000  

성신농장 축산분뇨처리시설 운영비(전기료)지급 585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사업(귀표장착비) 보조금 지급(1차) 6,950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20,000  

농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지원사업 1,080  



2009년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지급(1월방학분,2월분) 7,107  

2009년 참외시식 및 사은행사지원 보조금 지급 42,000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보조금지급 1,800  

1070학교종이땡땡땡 어르신한글학교 보조금 교부 20,000  

2009년 1/4분기 벽지노선손실보상 보조금 교부결정 130,898  

제29회 장애인의날행사기념식및 사회참여확대에 따른 보조금교부결정 7,000  

2009년 중고품교환판매소운영 보조금 결정 및 보조금 교부 1,000  

병의원 접종비 지급 143  

2009.2/4분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수당 보조금 교부 1,320  

2009년도 2/4분기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운영 보조금 교부 4,750  

국가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지원 89  

농촌지도자 종자생산 과제포사업 보조금 지급 5,000  

영농 4-H단체 생산화 과제사업 보조금 교부 2,000  

향방작계훈련에 따른 간식구입 48  

2009년 가천금수면대 방위지원금 교부 1,000  

방위지원금 사용 및 물품구입 101  

대가면 중대본부 4월분 전기요금 24  

05월     45건 소계 758,907  

05월

2009 통합방위협의회 보조금 교부(2차) 2,863  

지역대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900  

2009 성주읍주민자치센터 하반기 운영비 보조금 교부 20,400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 보조금 교부(4월분) 3,640  

제18회 경상북도 풍물대축제 보조금 교부 1,324  

지역전통문화(풍물가락) 발굴(1차년도) 보조금 교부 30,000  

2009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2009 구정놀이) 보조금 교부 2,000  

2009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교부 80,000  

생활사 요람 성주로의 전통문화여행 보조금 교부 20,000  

경상별곡 콘텐츠 드라마 제작지원 보조금 교부 28,700  

2009 충효교실 운영 보조금 교부 5,000  

금수문예마을예술체험교실 운영 보조금 교부 5,000  

성주향교지 편찬사업 지원 보조금 30,000  

성주군지개정 증보판 발간(1차년도) 보조금 교부 30,000  

성주참외포털쇼핑몰 운영 보조금 교부(2/4분기) 20,000  

성신농장 축산분뇨처리시설 운영비(전기료)지급 452  

2009년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지급(3월분) 3,687  

한우등록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2,040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보조급 지급 10,560  

농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지원사업 1,080  

향토산업육성 사업(홍보비 지급) 40,000  

2009년 창업농후견인제 및 농업인턴제 지원사업 보조금(3월분) 3,500  

2009 농작물재해보험 농가지원 사업비 지급 26,719  

2009년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보조금 지급 22,600  

2009년 불량모돈 갱신사업 보조금 지급 57,000  

2009년 경북한우 클러스터사업 보조금 지급 13,500  

젖소능력개량사업 보조금 지급 4,950  

성신농장 축산분뇨처리시설 운영비(전기료) 지급 576  

쇠고기이력추적제 지원사업(귀표장착비) 보조금 지급 16,720  

태양광주택 설치자 보조금지급 3,600  

태양광주택 설치자 보조금 지급 30,600  

태양광주택 설치자 보조금지급
5,400  

3,600  



석

성주교차로 관리 보조금 교부 4,000  

태양광주택 설치자 보조금지급 3,600  

농어촌버스 벽지노선손실보상 교부 132,355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례 4,000  

2009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보조금 교부(3차분) 40,327  

2009. 3/4.4/4분기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운영 보조금 교부 9,500  

2009. 3/4.4/4 분기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종사자수당 보조금교부 2,140  

국가부담사업 병의원접종비 지급 214  

생활개선회 활동지원(생활,영농과제)사업보조금 지급 5,000  

농업경영인 경영능력향상 교육 보조금 지급 16,360  

성주군생활개선회 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15,000  

06월     38건 소계 235,836  

06월

급식제공(성주군예비군지역대 ,기동대,성주읍대 상비병부모님 초청 간담회 참 210  

성주군지역대 사무용품(토너) 등 구입비 지급 121  

성주군지역대 사무용품(자전거) 등 구입비 지급 360  

성주군지역대 사무용품(복사용지) 등 구입비 지급 314  

2000 법질서확림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보조금 3,150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 보조금 교부(5월분) 3,593  

2009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나비부인) 보조금 교부 4,500  

2009년 생활체육육성지원 보조금 교부(하반기) 6,000  

생활체육교실운영 보조금 교부(하반기) 3,800  

2009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운영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변경) 10,295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1,080  

향토산업육성사업 보조금 지급(2차) 16,000  

2009년 불량모돈 갱신사업 보조금 지급 19,800  

2009년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지급(4월분) 4,779  

2009년 창업농후견인제 및 농산업인턴제사업 보조금(4월분) 3,500  

성주 농특산물 대도시 홍보 사업단 운영 사업 보조금 지급 18,591  

2009년 불량모돈 갱신사업 보조금 지급 6,800  

2009년 창업농후견인제및농업인턴제 보조금(5월분) 3,500  

2009년 경북한우 클러스터 추가사업(1회추경) 보조금 지급 17,970  

지역협력단 운영비 20,000  

2009년 불량모돈 갱신사업 보조금 지급 16,200  

2009년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지급(5월분) 3,938  

성주참외 참별미소 브랜드 홍보사업 보조금 선지급 30,000  

태양광주택 설치자 보조금지급 3,600  

(사)대구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0,000  

제59주년 6.25참전기념 행사비 보조금 교부 결정 10,000  

2009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8,000  

제24기 성주여성대학 운영 보조금 결정 및 보조금 교부 4,000  

병의원 접종비 지급 165  

국가부담사업병의원접종비 지급 135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급 11  

병의원 접종비 지급 14  

학생 4-H회원 과제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4,000  

방위협의회 지원 보조금 교부 390  

예비군중대 사무실 바닥공사 자재 구입 385  

방위협의회 물품구입 603  

대가면 중대본부 (5~6월분) 32  

07월     19건 소계 99,172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 보조금 교부(6월분) 3,536  



07월

한개마을문화재일상관리비 10,000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사업(귀표장착비) 보조금 지급(2차) 10,245  

2008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잔금) 18,000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6월분) 1,080  

성신농장 축산분뇨처리시설 운영비(전기료) 지급 580  

2009년 불량모돈 갱신사업 보조금 지급 1,800  

후계농업경영인대회(경상북도농업경영인대회) 보조금 13,000  

성주참외포털쇼핑몰 운영보조금 교부(3/4) 15,086  

태양광주택 설치자 보조금 지급 3,600  

사랑의 햇빛발전소 설치사업 12,000  

관광지 자연정화활동 및 실천 다짐대회 참가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500  

제14회 여성주간 기념식 및 성주군여성대회 보조금 지급 7,392  

병의원접종비 지급 191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급 7  

병의원 접종비 지급 44  

대가면 중대본부 전기요금(7월분) 31  

읍면방위지원본부 운영경비 보조금 지급 1,000  

방위지원본부비 지원 81  

08월     23건 소계 83,450  

08월

예비군 단결활동 행사 참석 예비군지휘관 및 상근예비역 급식제공 490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 보조금 교부(7월분) 4,737  

코레일-성주군 상생의 관광마케팅(2차) 2,507  

2009 새마을문고 자료구입 보조금 교부 2,400  

2009년 녹색실천연대 보조금 교부 5,000  

성신농장 축산분뇨처리시설 운영비(전기료) 지급 656  

2009년 6월분 창업농후견인제 및 농업인턴제 지원사업 보조금 3,500  

2009년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지급(6월분) 4,712  

2009년 성주군여성농민회 한마당잔치 지원사업 보조금 3,000  

2009년 7월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보조금 1,080  

성주 농특산물 대도시 홍보사업단 운영 보조급 지급(2차) 17,474  

2009년 불량모돈 갱신사업 보조금 지급 7,200  

2009년 후계농업경영인대회(성주군가족수련대회) 보조금 15,000  

2009년 우수농산물 전시회 개최 보조금 5,000  

중소기업인턴사원제 지원금 교부 4,900  

병의원접종비 지급 124  

병의원 접종비 지원 4  

병의원 접종비 지급 2  

성주군생활개선회 활동지원 보조금 지급 5,000  

방위지원 본부 물품 구입 397  

방위지원금사용 및 물품구입 115  

대가수륜면대 공과금(전기세) 납부 35  

방위지원본부비 지원 117  

09월     22건 소계 241,083  

성주군행정동우회 보조금 교부 3,00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주군협의회 보조금 교부 3,500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 보조금 교부 4,691  

2009 성주군풍물큰잔치 보조금 교부 10,000  

2009년도 서예교실운영 보조금 교부(추경예산 추가분) 8,100  

향토발간고서총록(성주문원) 추가발행 보조금 교부 10,000  

2009년 창업농후견인제 및 농산업인턴제 보조금(7월분) 3,500  

2009년 8월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보조금 1,080  



09월

성신농장 축산분뇨처리시설 운영비(전기료) 지급 570  

성주참외으뜸아줌마선발대회 참가자 선진지 견학경비 보조금 (선)지급 12,000  

2009년 불량모돈 갱신사업 보조금 지급 1,200  

2009년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지급(7,8월분) 10,977  

2009년 귀농인 농업인턴 지원사업 보조금(1차) 21,120  

2009년 9월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보조금 1,080  

중소기업인턴사원제 지원금 교부 5,552  

3/4분기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급 133,808  

2009 성주군사회복지인 워크숍 보조금 지급 10,000  

병의원접종비 지급 17  

병의원 접종비 지원 260  

방위협의회 지원 보조금 교부 490  

9월분 대가면대 공과금(전기세)납부 38  

방위지원본부비 지원 100  

10월     24건 소계 159,476  

10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 보조금 교부 4,176  

2009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사업(노인전담)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추가) 8,720  

2009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추가) 15,696  

문화예술단체문화행사(제10회 성주문화예술협의회전)보조금 교부 3,000  

2009 향교문화전승보전(기로연) 보조금 교부 2,600  

향토산업육성사업 보조금 지급(3차) 52,000  

2009년 8월분 창업농후견인제 및 농업인턴제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3,500  

성신농장 축산분뇨처리시설 운영비(전기료) 지급 529  

2009년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지급(9월분) 5,866  

중소기업인턴사원제 지원금 교부 6,603  

태양열주택 설치자 보조금 지급 5,600  

2009년도 모범운전자회 보조금 교부 4,000  

풍수해보험사업(2009년3/4분기)지방비 부담금 납부 1,072  

보훈단체 선진지 견학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 6,000  

2009년 신파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지급 7,000  

모범음식점쓰레기종량제봉투구입 1,512  

2009. 추경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보조금 교부 31,202  

병의원 접종비 지급
44  

150  

대가면대냉난방기전원공사 187  

10월분 대가면대 전기요금 19  

11월     15건 소계 88,641  

11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 보조금 교부 3,535  

성주군합창단 관외예술단 교류공연 보조금 교부 600  

2009년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보조금 1,080  

성신농장 축산분뇨처리시설 운영비(전기료) 지급 556  

2009년 귀농인 농업인턴 지원사업 보조금 9,600  

성주 농특산물 대도시 홍보 사업단 운영사업 보조금 지급(3차) 3,935  

2009년 9월분 창업농후견인제 및 농산업인턴제 지원사업 보조금 3,500  

2009년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 출품축 운송비 지급 700  

성주 농특산물 대도시 홍보 사업단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급(사고이월) 38,185  

2009년 귀농인 농업인턴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3차) 8,640  

2009년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지급(10월분) 5,364  

중소기업인턴사원제 지원금 지급 10,500  

2009 경상북도자원봉사자대회 참가에 따른 보조금 교부 1,500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 병의원 접종비 지급 245  



방위지원본부비 지원 701  

12월     24건 소계 240,702  

12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 보조금 교부(11월분) 3,694  

문화예술단체문화행사(성주문학9호발간) 보조금 교부 5,000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 보조금 교부(12월분) 3,535  

2009년 창업농후견인제 및 농업인턴제 보조금(10월) 3,500  

2009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보조금(11월분) 1,080  

성신농장 축산분뇨처리시설 운영비(전기료) 지급 598  

축산물종합지도(HACCP)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5,000  

2009년 귀농인 농업인턴 지원사업 보조금(4차) 4,800  

2009년 11월분 창업농후견인제 및 농업인턴제 지원사업 보조금 3,500  

2009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중도금) 25,600  

2009년 학교우유급식 보조금 지급(11월분) 5,729  

2009년 한우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보조금 지급(정리추경) 16,840  

2009년 귀농인 농업인턴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1,920  

2009년 12월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보조금 1,080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사업(귀표장착비) 보조금 지급(3차) 11,510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및 경상북도 새마을지도자 대회 운영 보조금 교부 5,000  

중소기업인턴사원제 지원금 교부 1,400  

4/4분기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 133,808  

병의원 접종비 지급 100  

신종인플루엔자 백신대금 청구금액 지급 5,941  

병의원접종비 지급 45  

방위지원금사용및물품구입 28  

2009년 방위지원본부 운영보조금 지급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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