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간행사보조
(단위 : 천원)

행사명

행사

시기

(월)

보조사업자 보조금집행액 최종정산액

총계 4,107,968 4,066,565

'17년도 택시종사자 체육대회 지원 보조금 지급(개인택시) 9월 세종특별자치시개인택시지부 7,500 7,500

2017 세종 도시농업작은박람회 개최 보조금 지급 8월 한*미 39,000 39,000

2017 세종전통시장 코리아세일 페스타 행사 보조금 지급 9월 세종전통시장 상인회 30,000 30,000

2017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지도자대회 보조금 교부 11월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 6,500 6,500

2017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참가 행사 보조금 지급 10월 세종특별자치시지체장애인연합회 5,000 5,000

2017 전통문화진흥사업 지방보조금(연기대첩) 지급 8월 세종문화원 6,500 6,500

2017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보조금 지급(부강, 전의) 9월 부강전통시장 상인회외 1 18,000 18,000

2017「나눔을 실천하는 행복한 산행」보조금 지급 9월 세종시장애인체육회장 12,000 12,000

2017년 경관보전직불사업 연계사업비 지원사업(2회차) 8월 김*기 30,000 30,000

2017년 관광의 날 행사 보조금 지급 11월 (사)세종특별자치시 관광협회 5,000 5,000

2017년 김종오장군 탄신제 보조금 교부 5월 김종오장군선양사업추진위원회 10,000 10,000

2017년 녹색생활실천대회 사업 보조금 지급 결의(바르게) 8월 바르게살기운동 세종시협의회 3,600 3,600

2017년 농촌축제(도화랑 이화랑 어울림 한마당)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3월 김학용 16,000 16,000

2017년 동하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보조금 지급(2차) 8월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85,000 85,000

2017년 문화가 있는 날 행사 보조금 지급 7월 재단법인 세종시문화재단 75,000 75,000

2017년 바른 삶 실천다짐대회 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출결의 11월 바르게살기운동세종시협의회 6,400 6,400

2017년 복숭아 축제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4월 세종조치원복숭아연합영농조합법인 270,000 268,484

2017년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기능경기대회 보조금 지급 5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세종지부 10,000 10,000

2017년 시각장애인 걷기행사 보조금 지급 10월 시각장애인연합회 3,000 3,000

2017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여성대회 보조금 지급 결의 5월 여성단체협의회 9,500 9,295

2017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교육 사업비 지원 8월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 19,000 19,000

2017년 장애인단체 기념식 및 한마음행사 보조금 지급 4월 (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 세종시지부 5,000 3,760

2017년 장애인단체 기념식 및 한마음행사 보조금 지급 8월 세종특별자치시지체장애인연합회 5,000 5,000

2017년 장애인단체(세계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 기념식 및 한마음행사 보조금 지급 10월 세계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 세종시지부 5,000 5,000

2017년 장애인단체(세종시농아인협회) 기념식 및 한마음행사 보조급 지급 11월 사)세종특별자치시농아인협회 5,000 5,000

2017년 장애인단체(세종시시각장애인연합회) 기념식 및 한마음행사 보조금 지급 10월 세종시시각장애인연합회 5,000 5,000

2017년 장애인단체(세종시장애인부모회) 한마음 행사 보조금 지급 3월 사)세종시장애인부모회 5,000 5,000

2017년 장애인단체(신체장애인복지회) 기념식 및 한마음행사 보조금 지급 10월 (사)세종신체장애인복지회 5,000 5,000

2017년 재향군인회 안보행사 지원 보조금 지급 4월 세종특별자치시재향군인회 4,000 4,000

2017년 전국 게이트볼대회 보조금 지급 8월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14,250 14,250

2017년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참가 보조금 지급 10월 (사)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 15,000 14,701

2017년 전통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집행(독락문화제) 3월 세종문화원 9,500 9,500

2017년 전통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집행(정월대보름행사) 3월 박산리작약마을쌍탑보존회외 5 19,000 19,000

2017년 제17회 대통령기 전국 노인게이트볼 대회 보조금 지급 4월 (사)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 100,000 96,280

2017년 제18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 보조금 지급 10월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 10,000 9,894

2017년 제4회 고향마실페스티벌 보조금 지원 7월 (사)충남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20,000 20,000

2017년 종교 및 제향지원사업(백제대제) 지방보조금 지급 4월 세종문화원외 1 20,000 20,000

2017년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한마당 행사 보조금 지급 10월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세종시지회 5,000 5,000

2017년도 택시종사자 체육대회 지원 보조금 지급(법인) 10월 세종운수(합) 7,500 7,500

6.25전쟁 제67주년 기념행사 보조금 교부 6월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12,000 12,000

각종 게이트볼 대회 및 그라운드 골프대회 8월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19,000 19,000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어울림거북이대회 보조금 교부(공문번호-5634) 1-12월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장외 1 35,000 35,000

경관보전직불사업 연계행사비 지원사업 4월 김은기 20,000 20,000

국제청소년 한중문화 교류대회 개최 보조금 교부 3월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장 19,000 14,809

독서경진 대회 보조금 교부결정 10월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 2,000 2,000

동하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1차) 1월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15,000 15,000

새마을의 날 기념식 보조금 교부 5월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회 6,000 6,000

세종시민체육대회 3월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467,000 467,000



세종특별자치시장배 휠체어펜싱 선수권대회 보조금 교부 8월 세종시장애인체육회장 17,000 17,000

송산검도대회사업 보조금 지급 7월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23,750 23,750

아듀 2017! 세종전통시장 송년 마케팅 보조금 지급 12월 세종전통시장 상인회 10,000 10,000

읍면동 체육대회 및 한마음행사 지원 9-11월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359,000 359,000

장애인체육회 전국규모대회 개최 및 참가 보조금 교부 3월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20,000 20,000

적십자봉사회 취약계층 어르신 한마음대회 6월 대한적십자봉사회세종시지구협의회 8,200 8,200

전국 회원 한마음대회(2017년 자유총) 보조금 지급 8월 한국자유총연맹세종시지부 4,840 4,640

전국규모대회 4월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170,000 150,897

전국생활체육대축전 5월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250,000 240,190

전국소년체육대회 4월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10,000 10,000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보조금 교부 2월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장 15,000 15,000

전국체육대회 참가 2월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30,000 30,000

전국체육대회 참가 보조금 지원 2월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950,000 950,000

제 6회 세종시 농업인 한마음대회 보조금 10월 세종시농업인단체협의회 60,000 60,000

제12회 개미고개 6.25전쟁 격전지 추모제 보조금 지급 6월 무공수훈자세종시지회 13,240 13,240

제12회 세종 전의 조경수 묘목축제 지방보조금 3월 세종시조경수영농조합 50,000 50,000

제15회 세종특별자치시 복사꽃마라톤대회 보조금 지원 3월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61,750 61,750

제21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보조금 지급 10월 (사)대한노인회세종특별자치시지회 25,000 24,578

제26회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 8월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세종시지부 윤*규 4,000 4,000

제2회 밥 맛 좋은쌀 선정 경진대회 추진 보조금 지급 11월 김*성 7,000 7,000

제37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보조금 교부 12월 한국자유총연맹세종시지부 3,600 3,498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보조금 지급 4월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 20,000 20,000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경영인대회 지원 8월 농업경영인연합회(회장 임재완) 40,000 40,000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보조금 교부 6월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51,000 51,000

제45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보조금 지급 5월 세종시여성단체협의회 20,000 19,586

제4회 세종특별자치시장배 전국 궁도대회 10월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19,000 19,000

제5회 새마을가족 역량강화 연찬회 7월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회 25,000 25,000

제5회 세종시 농아인의 날 기념행사 보조급 지급 6월 사)한국농아인협회 세종특별자치시협회 1,500 1,500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 어르신생활체육대회 보조금 지급 5월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50,188 50,188

제5회 수어문화제 행사 보조금 지급 10월 사)한국농아인협회 세종특별자치시협회 10,000 10,000

제65주년 재향군인회의 날 행사 보조금 지급의뢰 10월 세종시 재향군인회 5,000 5,000

제9회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사업 보조금교부결정 및 지급의뢰 9월 한국여성농업인세종시연합회 30,000 30,000

종목별시장기(배)대회 개최 3월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90,000 90,000

종목별협회장기(배)대회 개최 3월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50,000 50,000

지방농산물 홍보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8월 농촌지도자 세종시 연합회 5,000 5,000

지역사회 나눔문화 활성화사업-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행사 12월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5,000 5,000

지역사회나눔문화활성화-불우소외계층지원사업 12월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공동모금회 5,000 5,000

지역축제 지원(제18회 장군산 구절초 꽃 축제) 9월 장군산 구절초 꽃축제 준비위원회 50,000 50,000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및 축하공연 5월 사)한국청소년진흥재단세종특별자치시 6,650 6,576

체육회 임직원 및 지도자 워크숍 개최 3월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9,500 9,500

흰지팡이의 날 기념행사 보조금 지급 10월 시각장애인연합회 1,500 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