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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4,066,674 4,009,152

풍기인견제품 홍보 특판행사지원 6월
(사)풍기인견
발전협의회

28,000 26,299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 지원 12월
한국노총
경북북부지부

32,300 32,300

2014년 영주시 이통반장 화합 
한마당 대회

9월
(사)전국이통장 
영주시연합회장

36,000 36,000

영주민간인희생자 합동위령제 10월
영주민간인희생자
유족회장

1,800 1,800

제17회 3도 접경면민 주민화합행사 9월 부석면 체육회장 29,700 29,700

결혼이민여성 어울림 한마당 3월 비봉라이온스클럽 7,200 7,200

아동여성안전 캠페인 12월
소백가정문제
상담소

3,600 3,600

여성단체 지역특화사업 4~12월 여성단체협의회 12,960 12,960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9월 여성단체협의회 8,920 8,920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12월
영주시다문화가족
지원센터

9,000 9,000

여성주간 행사 7월 여성단체협의회 7,200 7,200

동거부부 합동 전통혼례 행사 지원 5월 여성단체협의회 6,700 6,700

노인대학연합체육대회 10월
영주시노인대학
연합회장 손의석

15,000 15,000

읍면동 행사 지원 10월
풍기읍새마을부녀
회장 유수옥 외 
18명

55,200 55,200

경상북도 청소년 종합 예술제 11월
영주시청소년
수련원

20,000 20,000

청소년 락앤댄스 페스티벌 9월
영주시청소년
수련원

4,100 4,100

청소년 영상제 10월
영주시청소년
수련원

3,700 3,700

[별지3]

2014년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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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청소년 3대3 농구대회 11월 영주YMCA 3,500 3,500

청소년 동아리축제 10월 영주YMCA 3,700 3,700

청소년 범죄 예방 사업 1~12월
법무부법사랑
위원회

13,500 13,500

읍면동 대항 풍물경연대회 10월 영주문화원 17,100 17,100

제21회 소백예술제 6월
한국예총
영주지회

45,000 45,000

제28회 소백문화제 10월 영주문화원 54,000 54,000

전국 죽계백일장 개최 10월
한국문인협회
영주지부

13,500 13,500

부처님오신날 문화행사지원 5월 봉축위원회 18,000 18,000

성탄절 문화행사지원 12월
영주시
기독교연합회

18,000 18,000

초군청 민속행사 지원 2월
순흥초군
농악보존회

30,000 30,000

양대성황제 전승보전 2월 순흥초군청 14,000 14,000

관광객 환영행사 지원 12월
(재)영주풍기인삼
축제조직위원회

15,000 15,000

영주선비문화축제 10월
영주시축제추진
위원회

435,000 435,000

죽령옛길걷기 10월 영주문화연구회 9,000 10,058

무섬외나무다리축제 9월 무섬마을보존회 27,000 27,000

풍기인삼마라톤대회 10월 풍기청년회의소 18,000 36,000

전국장승깍기대회 10월
전국장승깍기
추진위원회

18,000 20,000

영주풍기인삼축제 10월
(재)영주풍기인삼
축제추진위원회

735,000 735,000

영주소백산철쭉제 5월 영주문화원 63,000 18,236

새마을연말평가대회지원 12월
(사)영주시새마을
회장 김영식

3,00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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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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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지도자수련대회등지원 7월
(사)영주시새마을
회장 김영식

10,000 10,000

바르게살기협의회수련대회등지원 9월
바르게살기운동
영주시협의회장 
김인한

5,000 5,000

국민독서경진대회지원 7~12월
(사)영주시새마을
회장 김영식

2,000 2,000

제6회 영주시 자원봉사박람회 개최 10월
영주시종합자원봉
사 센터장 김영식

15,000 15,000

2014년 영주 BOOK 페스티벌 9월
영주북페스티벌
추진위원회

18,000 18,000

2014년 영주시민 독후감 공모 9~12월
한국문인협회 
영주지부

9,000 9,000

2014년 영주아카데미 운영 1~12월
영주시평생교육
지도자협의회

43,200 41,783

2014년 1/4분기 여성자원 봉사 
활동센터 운영

1~12월
영주시여성
자원봉사대

10,000 10,000

2014년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지원

1~12월
영주시여성
자원봉사대

6,000 6,000

2014년 경북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4월 영주시생활체육회 18,000 18,000

제12회 영주소백산마라톤대회 개최 4월 (주)매일신문사 240,000 240,000

제25회 대한복싱협회장배 전국복싱
대회 개최지원 

4월 영주시체육회 95,000 95,000

제2회 경상북도컵SBS프로볼링 
영주투어대회 개최지원 

4월 영주시체육회 60,000 60,000

2014년 체육특기종목 및 취약종목
육성지원 

4~12월 영주시체육회 90,000 90,000

2014년 영주시 씨름왕선발대회 개최 3월 영주시생활체육회 4,500 4,500

2014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3~12월 영주시생활체육회 36,000 36,000

2014년 경북리그 제12회 영주시
지역예선 선돌이리그전 개최 

3~6월 영주시생활체육회 9,000 9,000

2014년 종목별 각종체육대회 참가
경비지원 

4~12월 영주시체육회 10,000 10,000

2014년 국민생활체육 영주시I-리그
(풀뿌리)축구대회개최 

5~11월 영주시생활체육회 20,590 20,590

제19회 전국학생우슈쿵푸선수권
대회 개최지원 

5월 영주시체육회 54,827 5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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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영주시장배 경북부부파크
골프대회 

6월 영주시생활체육회 10,800 10,800

제15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 
정구대회 

6월 영주시생활체육회 20,000 20,000

제2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국민
생활체육 전국자전거대회 

6월 영주시생활체육회 53,221 53,221

제5회 국민생활체육회장기 전국
핸드볼대회 

6월 영주시생활체육회 18,000 18,000

투르드코리아 2014년 대회개최 지원 6월 영주시체육회 50,000 50,000

2014년 영주시민건강걷기대회 개최 6,10월 영주시생활체육회 20,000 20,000

2014년 경상북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7월 영주시생활체육회 8,000 8,000

2014년 영주시장기종목별체육대회 
개최 

7월 영주시체육회 24,000 24,000

2014년 영주시장기종목별체육대회 
개최 

7월 영주시생활체육회 21,000 21,000

2014년 한국실업탁구대회 개최지원 7월 영주시체육회 54,000 54,000

제16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사이클대회 개최지원 

7월 영주시체육회 65,000 65,000

2014년 학교체육동아리 육성지원 8~12월 영주시체육회 45,000 45,000

경북우수팀초청 및 제10회영주시 
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 

8월 영주시생활체육회 9,000 9,000

제5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분산개최 
경비

8월 영주시체육회 3,000 3,000

제5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입장식 
경비 

8월 영주시체육회 15,000 15,000

제5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 8월 영주시체육회 260,000 260,000

2014년 경상북도 제2지구 국민생활 
체육게이트볼대회 

9월 영주시생활체육회 8,100 8,100

2014년 백두대간 레저스포츠 
체험마당 

9월 대한레저스포츠회 17,930 17,930

2014년 영주시민 자전거타기 
Festival 개최 

9월 영주시생활체육회 4,500 4,500

2014년 자매도시 초청친선 생활체육 
대회 참가

9월 영주시생활체육회 15,000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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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영주시장배초·중·고 및
일반부 풋살대회 

9월 영주시생활체육회 6,700 6,700

2014년 경북교육삼락회테니스 대회 9월 영주시교육삼락회 2,000 2,000

제5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대비 
2014년 우수선수 훈련비 지원

9~12월 영주시체육회 72,000 58,952

2014년 경북리그 본선대회 참가 10월 영주시생활체육회 1,000 1,000

2014년 영주풍기인삼축제 기념
작은시민화합 체육대회 

10월 영주시체육회장 45,000 45,000

2014년 제2회 백두대간 그란폰도 
대회 

10월
(사)한국경륜
선수회

29,030 29,030

제11회 영주시장기 전국축구대회 10월 영주시생활체육회 34,000 34,000

제16회 경상북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10월
영주시장애인종합
복지관

7,000 7,000

제24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10월 영주시생활체육회 66,000 66,000

제37회 영주풍기인삼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개최지원 

10월 영주시체육회 15,300 15,300

제37회 영주풍기인삼배 전국이순 
테니스대회개최지원 

10월 영주시체육회 9,000 9,000

제7회 영주풍기인삼배 생활체육 
동호인 초청족구대회 

10월 영주시생활체육회 27,000 27,000

제7회 영주시장배 경북동호인 
게이트볼대회 

10월 영주시생활체육회 13,500 13,500

2014년 국민생활체육클럽리그 및 
직장대항전국배드민턴최강전 대회 

11월
전국배드민턴연합
회

40,000 40,000

대통령배 2014년 전국씨름왕 선발 
대회 참가 

11월 영주시생활체육회 1,000 1,000

2014년 전국꿈나무핸드볼대회 
개최지원 

12월 영주시체육회 10,000 10,000

제51회 경북학생체육대회 출전지원 9월 영주시체육회 2,700 2,700

환경단체, 그린리더 워크샵 9월
영주아젠다
21위원회

5,000 5,000

기후변화대응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실천사업

9월
영주아젠다
21위원회

4,000 4,000

제23회 전국으뜸농산물 한마당
영주농특산물 홍보관 운영

10월
(사)한국농업경영인
영주시연합회
(임재완)

4,500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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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행사 
지원

5월
영주시농민회
(장성두)

2,000 2,000

2014년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해사 6월
영주시농민회
(장성두)

3,000 3,000

영주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장터 
운영

10월
영주시농민회
(장성두)

3,500 3,500

지역농산물 소비촉진행사 11월
영주시농민회
(장성두)

3,500 3,500

제23회 농업경영인가족화합행사 7월
(사)한국농업경영인
영주시연합회
(임재완)

13,500 13,500

2014년 농업인의 날 및 화합
한마당 행사

11월
영주시농업인단체
협의회(최승섭)

45,000 45,000

농어촌여름휴가페스티벌 지원사업 7월
영주시체험마을
협의회

30,000 30,000

통합브랜드 소백흙향기 판촉
홍보행사

7~9월
영주 복숭아 
발전연구회 외 6

36,983 36,983

영주사과 홍보행사 및 영주사과 
따기 체험행사

10월 사과발전연구회 66,490 59,019

영주사과 꽃따기 및 대도시 홍보 
및 판매행사 

4,10월 봉현면발전협의회 20,000 19,821

영주사과 홍보 시식행사 10월
농협중앙회 영주 
연합사업단 외 1 

6,300 6,300

축산물소비촉진행사 3,4,10월
(사)대한양계협회 
영주시지부 외 3

10,000 10,000

메가마트 영주한우축제 소비촉진
행사

4,7월 영주축협 20,000 10,000

우수축산물 직판 및 홍보촉진 행사 4,9,11월
영주한우협회 외 
2

28,800 28,800

소백산철쭉제 풍기인삼 홍삼액 
시음행사

5월
풍기인삼발전
연구회(윤병상)

5,000 5,000

2014년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화합한마당행사

7월
생활개선영주
연합회

18,900 18,900

2014년 농촌지도자 자매도시 
농특산물 교류행사

12월
농촌지도자영주
연합회

2,700 2,700

영주사과인정보교류 화합행사 지원 10월
영주시사과발전 
연구회

10,000 10,000

영주 국화전시회 10월 영주국화연구회 18,000 18,000

소백산 야생화전시회 5월 소백야생화연구회 10,800 1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