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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별지2)
구분 집행내역 금액 부서 비고

총          계 5,521,581 　 　
01월     19건 소계 1,146,597 　 　

01월

하동발전군민협의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2,000 기획감사실

2012년 하동군체육회  경기단체 육성지원 40,000 기획감사실

2012년 하동군체육회  운영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1차) 38,190 기획감사실

2012년 하동군체육회  학교체육 육성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60,000 기획감사실

2012년 하동군체육회  우수선수 발굴육성 지원 보조금 교부결
정 및 교부 20,000 기획감사실

2012년 제51회  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 지원 165,000 기획감사실

2012년 하동생활체육회  운영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38,400 기획감사실

2012년도 하동합창단  활성화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0,000 문화관광과

2012년도 귀농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 봊금 교부결정 및 
교부 10,000 문화관광과

2012년도  지역문화예술인(개인) 창작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교
부결정 및 교부 16,000 문화관광과

2012년도 문화예술단체  지부별 작품 발표회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5,000 문화관광과

2012년도 문화원  육성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57,000 문화관광과

2012년 이병주문학관  위탁운영비 보조금지급(1차) 25,000 문화관광과

2012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7,000 재난관리과

2012년 상반기  행복하동네트워크 보조금 교부 14,400 주민복지실

2012년도 상반기  하동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보조금 교부 102,000 주민복지실

2012년도 상반기  하동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보조금 교부 442,807 주민복지실

2012년도 상반기  하동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보조금 교부 7,800 주민복지실

2012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1차) 36,000 보건소

02월     36건   소계 345,318 　

02월

2012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 사업 보조금 교
부결정 49,458 행정과

2012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하동군협의회 보조금 교부(1
차) 40,000 행정과

2012년도 '찾아가는  북스타트 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통보 3,000 문화관광과

2012년도 '독서운동  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부 3,000 문화관광과

2012년도 북스타트 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보 6,000 문화관광과

제20회  전국시조경창대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7,500 문화관광과

2012년 청소년시조  양성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6,000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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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월

2012년도 하동향교  충효교실운영(중학생)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4,000 문화관광과

2012년도 하동향교  제례지원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7,000 문화관광과

2012년도 하동향교  상설한문교실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3,000 문화관광과

2012년도 전국 한시  백일장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0,000 문화관광과

2012년도  하동향교 충효교실운영(고등학생)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4,000 문화관광과

2012년도 하동향교  전통문화계승(선비학당)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0,000 문화관광과

2012년도 문화재  유지관리 지원(하동향교, 충효관)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5,000 문화관광과

2012년도 향교주관  한시교실 운영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5,000 문화관광과

2012년도 하동향교  기로연 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4,000 문화관광과

2012년도 쌍계사  템플스테이 운영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5,000 문화관광과

하동군 문화관광해설사회  운영보조금 교부 10,000 문화관광과

택시 카드결재시스템 지원 17,600 건설교통과

2012년 푸드뱅크사업  운영 보조금 교부 10,000 주민복지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1월) 통지 1,080 경제수산과

2012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4,449 경제수산과

2012년도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2,000 통상교류과

2012년도  하동군자원봉사단체협의회 활성화 사업 보조금 교

부결정 및 교부
5,000 통상교류과

2012년 영신원 목욕탕  운영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4,320 통상교류과

2012년도 새마을문고  운영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5,400 통상교류과

2012년  하동군전문자원봉사단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

정 및 교부
5,200 통상교류과

2012년  하동군재능기부봉사단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

정 및 교부
5,200 통상교류과

하동녹차홍보단  단체복(동복)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9,889 통상교류과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호비용  보조금 교부 2,000 녹색환경과

재활용품방문수거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통지 10,000 녹색환경과

식품배송비 지급(1월) 1,654 보건소

보충식품비 지급(1월분) 7,624 보건소

보충식픔비 지급(2월분) 8,061 보건소

하동대봉감명품화사업  운영인건비 13,200 농업기술센터

2012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팜

티타오)
684 농업기술센터

03월     68건   소계 1,129,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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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0,000 기획감사실

2012년 그라운드골프장  운영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

지
2,000 기획감사실

2012년  장애인체육동아리(탁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

지
2,308 기획감사실

2012년 게이트볼장  운영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15,600 기획감사실

2012년  장애인체육동아리(게이트볼)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

부통지
2,308 기획감사실

2012년 전지훈련팀  인센티브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통지
10,000 기획감사실

2012년  제23회 경남생활체육대춘전 참가경비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통지
80,000 기획감사실

2012년 게이트볼연합회  사무실 운영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5,000 기획감사실

제12회 하동군수기  게이트볼대회 경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5,000 기획감사실

2012년 하동군체육회  운영보조금 교부통지 38,190 기획감사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

부통지(1차)
33,350 문화관광과

전통공예장 운영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10,000 문화관광과

슬로시티위원회 사무장  활동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5,000 문화관광과

슬로시티위원회 운영사업  보조금 교부 5,000 문화관광과

2012 농촌문화예술 및  한옥체험관 위탁운영비 보조금 교부 20,000 문화관광과

제22회 하동예총 예술단체  종합전시회 보조금 교부결정 8,000 문화관광과

제13기 문화학교운영  보조금 교부 6,000 문화관광과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 5,000 문화관광과

2012년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작

은도서관 책보따리)
2,000 문화관광과

2012년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희

망작은도서관)
2,000 문화관광과

2012년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지

리산반달 작은도서관)
2,000 문화관광과

슬로시티 위원회 운영  보조금 교부 결정 5,000 문화관광과

2012 열린하늘 큰 굿  천제행사 보조금 교부 10,000 문화관광과

2012년 하동합창단  정기연주회 보조금 교부 9,000 문화관광과

전통먹거리 개발 및 육성  운영 보조금 교부결정 20,000 문화관광과

전통 공예장 운영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0,000 문화관광과

슬로시티 사무장 활동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0,000 문화관광과

슬로시티 관광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40,000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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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

향토자원조사 및  관광상품개발 보조금 교부결정 20,000 문화관광과

출향문인 작품집 발간에  따른 보조금 교부 4,000 문화관광과

2012년도  하동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보조금 교부 179,790 주민복지실

2012년도  하동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보조금 교부 61,217 주민복지실

2012년도  하동지역자활센터 종사자수당 보조금 교부 4,200 주민복지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2월) 통지 1,080 경제수산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2월) 3,879 경제수산과

농협연합마케팅 육성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교부통지 43,190 통상교류과

2012 하동차문화체험  팸투어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14,000 통상교류과

2011년 4분기 3차분 수출진흥자금 보조금교부결정 및 지 69,006 통상교류과

2011년 4분기4차분 수출진흥자금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60,583 통상교류과

후배사랑교복물러주기  보조금교부결정및 교부 4,000 녹색환경과

2012 사랑의  나눔장터운영 보조금 교부결정및 교부통지 4,000 녹색환경과

그린리더 활동지원 사업비  교부 3,000 녹색환경과

2012년 임산부및영유아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 35,735 보건소

식품배송비 지급(2월) 1,044 보건소

하동매실 유통활성화사업단  운영인건비 12,500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인연합회 운영지원 9,600 농업기술센터

2012년 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2월) 3,240 농업기술센터

2012년 여의농촌건강장수마을 건강프로그램운영 교부 10,000 농업기술센터

대정 농촌건강장수마을  건강프로그램운영 보조사업 교부 10,000 농업기술센터

'12년 1월분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지급 6,838 농업기술센터

2012년 2월분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지급 2,616 농업기술센터

2012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3,240 농업기술센터

'12년  돼지써코바이러스(PCV-2)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61,960 농업기술센터

2012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

지(누엔빛첨)
2,499 농업기술센터

2012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지

급)-1-2월분
11,459 농업기술센터

2012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지

급)-(1,2월분 축협)
41,941 농업기술센터

2012년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보조금(1차) 7,395 농업기술센터

2012년 자연보호협의회  운영비 보조금 지급 1,000 고전면

자연보호금남면협의회 보조금  교부 1,000 금남면

2012년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1,000 금성면

자연보호협의회 활동보조금  지금 1,000 북천면

도인촌 전통서당 운영  보조금 교부 35,000 청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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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지원 보조금 교부 1,000 청암면

2012년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및통지 1,000 화개면

2012년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지원 보조금 교부결정통보 및 교부 1,000 하동읍

2012년 자연보호단체  활동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및 교부 1,000 악양면

2012년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및통지 1,000 화개면

2012년 자연보호단체  활동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000 악양면

2012년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지원금 보조금 교부결정 및교부통지 1,000 진교면

04월     23건   소계 271,501

04월

경남생활체육  축구대회 참가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1,000 기획감사실

제8회 하동군수배 축구대회  개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3,000 기획감사실

하동유소년FC 운영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30,000 기획감사실

제7회 경남어르신생활체육대회참가 경비지원(추가)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000 기획감사실

2012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18,000 문화관광과

2012년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600 주민복지실

하동지역자활센터  공동체(솜씨방) 보조금 교부 16,447 주민복지실

하동지역자활센터  공동체(아름다운 나눔터) 보조금 교부 21,396 주민복지실

2012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1,080 경제수산과

2012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3월) 3,720 경제수산과

2012년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65,100 통상교류과

2012년도 피서지 문고  개설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4,500 통상교류과

2012년도 사랑의 김장 담가드리기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1,700 통상교류과

하동녹차 하!하!하! 팸투어 지원사업 교부결정
1,680

통상교류과
700

2012년  보호자없는병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2차) 36,000 보건소

식품배송비 지급(3월) 959 보건소

2012년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보조금 지급(선금) 21,000 농업기술센터

학교4-H활성화지원사업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 6,000 농업기술센터

2012년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및교부통지(김지연) 2,112 농업기술센터

2012년 3월분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지급 3,384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0,103 농업기술센터

자연보호협의회 활동 보조금 1,000 적량면

05월     44건   소계 648,858

05월

제11회 경남도지사배 생활체육전국패러글라이딩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3,000 기획감사실

제10회 하동군수배  테니스대회 보조금 교부결정및교부통지 3,000 기획감사실

2012년도  문화바우처사업 보조금 교부 45,045 문화관광과

토속 종자은행 운영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5,000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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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하동군수기 전국 남여 궁도대회 개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50,000 기획감사실

제11회 하동군수배 군민건강 등반대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

부통지
6,000 기획감사실

2012년 향토사료  조사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13,000 문화관광과

민속놀이 복원  및 육성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30,000 문화관광과

아트엔퍼니테리어 초대시즌기획 하동순회전 보조금 교부 6,000 문화관광과

2012년 무대공연육성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5,000 문화관광과

2012년도 생생 문화재사업 운영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40,000 문화관광과

2012년도  하동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보조금 교부 139,662 주민복지실

2012년도  하동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보조금 교부 53,113 주민복지실

2012년도  하동지역자활센터 종사자수당 보조금 교부 3,600 주민복지실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4월) 4,852 경제수산과

2012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4월) 

통지
1,080 경제수산과

"하동녹차  팸투어" 운영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1,400 통상교류과

2012년 1월분 수출진흥자금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6,834 통상교류과

2012년 2월분 수출진흥자금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7,118 통상교류과

2012년 3월분 수출진흥자금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8,576 통상교류과

2012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신영옥)
1,398 농업기술센터

2012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김선미)
2,321 농업기술센터

돈분(분뇨)처리비 지원사업  보조금(1차) 2,632 농업기술센터

2012년 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 운영지원사업 보조금교부 3,240 농업기술센터

'12년 3월분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지급

(서울우유동진주대리점)
883 농업기술센터

2012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원향미)
2,291 농업기술센터

2012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박남선)
2,083 농업기술센터

2012년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보조금(영신원-2차) 3,255 농업기술센터

2012학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20,000 농업기술센터

2012년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3,240 농업기술센터

2012년 4월분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지

급)
4,975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자 도농연대교류사업 3,600 농업기술센터

2012년 공동방제단  운영비 보조금교부결정 48,255 농업기술센터

2012년 공동방제단  운영비 교부결정 61,881 농업기술센터

2012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이주하)
2,172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 7,200 화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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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 교부결정
2,400 악양면
3,200 악양면

2012  자연보호협의회활동 보조금 지급 1,000 횡천면

우리동네비전만들기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15,000 고전면

2012년 내집 주차장갖기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1,600 금남면

2012 우리동네  비전만들기 사업 보조금 지급 15,000 옥종면

2012  내집주차장갖기지원사업 보조금 지급(1차) 8,000 옥종면

06월     49건   소계 658,289

06월

제10회  문화체육과광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 전국보디빌딩선

발대회 보조금교부결정및교부
10,000 기획감사실

제15회 경남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2,977 기획감사실

스포츠마사지 봉사활동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8,000 기획감사실

제11회  전국대학검도선수권대회및제10회 전국대학OB대항전 

개최 보조금 교부결정및 교부
25,000 기획감사실

2012 하동군체육회  학교체육 육성지원 보조금 추가 교부결정 

및 교부
2,000 기획감사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하동군협의회 보조금 교부(2차) 20,000 행정과

2012년 문화바우처사업  보조금 교부 20,545 문화관광과

2012년도 향교 주관  충효인성(고등학교)교실 운영 보조금 교

부결정 및 교부
4,000 문화관광과

2012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16,000 문화관광과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2,100 문화관광과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교부통지(2차) 33,350 문화관광과

2012년 문화바우처사업  보조금 교부 30,735 문화관광과

2012  여수세계박람회 해상운송사업 보조금 교부결정및 교부 95,000 남해안개발과

2012년 하반기 행복하동네트워크 보조금변경 교부결정및교부 16,800 주민복지실

2012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5월) 

통지
1,080 경제수산과

2012년 해외품질  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15,000 경제수산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5

월)
5,048 경제수산과

2012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6월) 

통지
1,080 경제수산과

2012년 어촌체험마을홍보물 및 장비구입사업 보조금교부통보 3,000 경제수산과

하동군자원봉사협의회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8,000 통상교류과

2012년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통지(추가분)
4,900 통상교류과

2012년  4월분 수출진흥자금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통지 7,215 통상교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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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월

2012년  5월분 수출진흥자금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통지 8,234 통상교류과

일반음식점  위생복.위생모.마스케어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 12,000 보건소

2012.보호자없는병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3차) 28,800 보건소

2012년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보조금(액비살포비) 14,200 농업기술센터

경관보전직접지불제사업(2011동계완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43,148 농업기술센터

2012년 농업인  재해안전보험료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1차)
72,613 농업기술센터

2012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지

급)
10,000 농업기술센터

2012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최은주)
2,678 농업기술센터

2012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리선희)
2,678 농업기술센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6,000 농업기술센터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1차)
9,100 농업기술센터

2012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3,240 농업기술센터

2012년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보조금(하동축협-1차) 6,870 농업기술센터

'12년 5월분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5,699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2차) 8,315 농업기술센터

'12년  돼지써코바이러스(PCV-2) 백신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

정 및 교부
24,440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3차) 6,245 농업기술센터

하동매실 유통활성화사업단  운영인건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17,500 농업기술센터

내집 주차장 갖기지원사업
800 횡천면

1,600 횡천면

2012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하한승) 800 고전면

내집 주차장갖기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800 양보면

2012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2차) 4,000 옥종면

2012 내집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1,600 옥종면

07월     14건   소계 143,283

07월 

제15회  경남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 보조금 추가 교부결정 

및 교부
100 기획감사실

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하동지부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3,000 기획감사실

2012 경상남도지사기  직장, 클럽대항 축구대회 개최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 및 교부
5,000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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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 

섬진강을따라가는 박경리<토지>길관리 보조금 교부결정및교

부
7,000 문화관광과

"2012 여수세계박람회 해상운송" 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 55,000 남해안개발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6

월)
5,051 경제수산과

2012년 대도도선 유지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통지
25,687 경제수산과

2012년 6월분 수출진흥자금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통지 9,456 통상교류과

식품배송비  지급(영양플러스) 936 보건소

2012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정수정)
2,678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자역량강화사업 23,400 농업기술센터

2012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응웬티코아)
2,678 농업기술센터

돈분(분뇨)처리비 지원사업  보조금 2,498 농업기술센터

2012 내집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고문점) 800 고전면

08월     22건   소계 156,713

08월

제10회  하동군연합회장기 영호남 배드민턴대회 보조금 교부 3,000 기획감사실

2012년도 우수예술단체 시군순회공연사업 보조금 교부 5,000 문화관광과

2012년  독립유공자묘지관리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00 주민복지실

2012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7월) 1,080 경제수산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7월) 5,454 경제수산과

2012년  보호자없는병원사업 보조금 교부 통지(4차) 43,200 보건소

식품배송비 지급
896 보건소
896 보건소

2012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추가은)
2,678 농업기술센터

2012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4,320 농업기술센터

2012년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보조금교부결정 및통지(박경화) 2,678 농업기술센터

2012년 우유급식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통보(6월) 5,225 농업기술센터

2012년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및교부(김향진) 2,469 농업기술센터

돈분(분뇨)처리비 지원사업  보조금 1,624 농업기술센터

2012년쇠고기이력제(귀표부착비) 보조금 교부결정및교부(1차) 33,975 농업기술센터

2012년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보조금 2,265 농업기술센터

2012년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보조금(액비살포비) 3,020 농업기술센터

농번기마을공동  급식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2,000 농업기술센터

2012년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보조금 교부(최종) 9,000 농업기술센터

12년 구제역예방백신공급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차)
19,213 농업기술센터

2012년 7월분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지급 통보 6,990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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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월     26건   소계 107,113

09월

제22회하동군테니스협회장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보조금 

교부
2,000 기획감사실

2012우수예술단체 시군순회공연에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7,000 문화관광과

2012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5,000 문화관광과

제3회 전국어린이 청소년  한우그림그리기 대회 보조금 교부 3,000 문화관광과

2012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에 따른 보조금 교부 5,000 문화관광과

2012 찾아가는 문화활동  보조금 교부 10,000 문화관광과

2012년  독립유공자묘지관리사업 보조금 교부결정및교부 50 주민복지실

2012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8월) 

통지
1,080 경제수산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8월분) 5,679 경제수산과

2012년 7월분  수출진흥자금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8,727 통상교류과

2011년 4분기4차분 수출진흥자금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256 통상교류과

하동녹차 소비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참석 지원사업 1,410 통상교류과

2012년 임산부및영유아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 5,374 보건소

2012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3,240 농업기술센터

2012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운영비 보조금 지급(8월분 손

영기)
1,080 농업기술센터

2012년 6~7월분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65 농업기술센터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1,000 농업기술센터

돈분(분뇨)처리비 지원사업  보조금 3,116 농업기술센터

2012년 7~8월분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

급 통보
887 농업기술센터

2012경남농업인학습단체  대축잔 참가 7,600 농업기술센터

제6회 북천꽃단지  행사(부대시설 설치 등)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통보
20,000 농업기술센터

2012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

지(천진)
1,785 농업기술센터

2012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3,240 농업기술센터

2012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보조금 교부결정 1,080 농업기술센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6,000 농업기술센터

2012년 8월분학교우유급식사업보조금 교부결정및지급 3,957 농업기술센터

10월     23건   소계 280,267

10월

제5회  경상남도지사기 장애인게이트볼대회 보조금 교부 1,000 기획감사실

제13회 회장배 전국  초등학생검도대회 보조금 교부 30,000 기획감사실

하동섬진강 가요제 운영  보조금 교부 10,000 문화관광과

제20회 전국시조경창대회  보조금 교부 2,000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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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청학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5,000 문화관광과

늘푸른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7,000 문화관광과

택시 영상기록장치  보조금교부결정및 교부 10,400 건설교통과

2012년  독립유공자묘지관리사업 보조금 지급(이형) 50 주민복지실

2012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9

월) 통지
1,080 경제수산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9월)
5,249 경제수산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에코맘 10월)
5,367 경제수산과

2012년 임산부및영유아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 6,723 보건소

식품배송비 지급(9월) 896 보건소

2012년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보조금(액비살포비) 4,680 농업기술센터

2012년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보조금 3,510 농업기술센터

경관보전직불제(2012  하계 경관작물)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172,350 농업기술센터

농가도우미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2,678 농업기술센터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1,000 농업기술센터

돈분(분뇨)처리비 지원사업  보조금 1,342 농업기술센터

2012년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급 1,889 농업기술센터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최종) 1,000 농업기술센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2,000 농업기술센터

2012년 9월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통보 5,053 농업기술센터

11월     25건   소계 57,205

11월

6.25참전유공자회  하동군지회 보조금 교부 1,000 문화관광과

2012년도  하동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보조금 반납 -82462 주민복지실

2012년 어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 지원사업 보조금교부(10월) 

통지
1,080 경제수산과

2012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

부결정 및 교부((주)편안한집)
9,900 경제수산과

2012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

부결정 및 교부(에코맘의 산골이유식)-선금
10,080 경제수산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0월)
5,679 경제수산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1월분 인건비)
5,168 경제수산과

2012년 4분기 1차  수출진흥자금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4,857 통상교류과

식품배송비 지급(10월) 900 보건소

2012년  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운영비 보조금지급(10월) 3,240 농업기술센터

2012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보조금 교부결정 1,080 농업기술센터

2012년 영신원  돈분처리비 지원사업 10,980 농업기술센터

2012년 구제역 예방백신  고읍 지원사업 22,802 농업기술센터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및교부통지(화개면) 2,678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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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최종) 1,000 농업기술센터

돈분(분뇨)처리비 지원사업 944 농업기술센터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통지(옥종면) 2,678 농업기술센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922 농업기술센터

2012년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보조금 2,250 농업기술센터

2012년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보조금(액비살포비) 3,000 농업기술센터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31,752 농업기술센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최종) 1,000 농업기술센터

2012년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금성면)
2,678 농업기술센터

2012년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 교부결정 1,600 악양면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2,400 적량면

12월     56건   소계 356,762

12월

제11회  경남연합회장기 생활체육검도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

금 교부
2,000 기획감사실

군 게이트볼 연합회 추가  운영비 보조금 교부 1,485 기획감사실

2012. 하동 섬진강배  우수 여자부 축구대회 보조금 교부 20,000 기획감사실

2013년 신년음악회 개최  보조금 교부 30,500 문화관광과

북 콘서트 개최에 따른  보조금 교부 5,000 문화관광과

하동의 유학자 삶과 학맥  편찬사업 보조금 교부 15,000 문화관광과

택시이용 카드결재  수수료(3분기) 667 건설교통과

2012년 하동지역자활센터  운영비 교부 16,550 주민복지실

2012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11

월) 통보
1,080 경제수산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통지(11월)
5,679 경제수산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통지(12월)
5,168 경제수산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통지(12월)
4,651 경제수산과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12월) 통지 1,080 경제수산과

2012년 4분기 2차  수출진흥자금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0,670 통상교류과

GAP인증 수수료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및 교부통지 1,544 통상교류과

범죄예방위원하동지구회  사업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

지
4,500 통상교류과

2012년 4분기 3차  수출진흥자금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통지
27,000 통상교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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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12년 임산부및영유아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
6,775 보건소

6,896 보건소

식품배송비  지급(11월) 909 보건소

식품배송비  지급(12월) 909 보건소

2012년 임산부및영유아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 6,821 보건소

2012년 10월분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통보
5,260 농업기술센터

2012년 8~10월분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

급 통보
89 농업기술센터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사업 지급(최종) 2,000 농업기술센터

2012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

지(악양면)
2,678 농업기술센터

2012년 농업인  재해안전보험료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2차)
47,011 농업기술센터

2012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보조금 교부(11월) 1,080 농업기술센터

2012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11월)
2,160 농업기술센터

2012년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옥종면)
2,053 농업기술센터

돈분(분뇨)처리비 지원사업  보조금 1,312 농업기술센터

2012년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보조금 2,820 농업기술센터

2012년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보조금(액비살포비) 3,760 농업기술센터

경관보전직불제(2012  하계 경관작물)사업 경관보전활동 보조

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1,760 농업기술센터

2012년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보조금(액비살포비) 2,760 농업기술센터

2012년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보조금 2,070 농업기술센터

2012년  쇠고기이력추적제(귀표부착비) 보조금 25,398 농업기술센터

2012년 11월분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통보
6,108 농업기술센터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3

차)
10,488 농업기술센터

2012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2,160 농업기술센터

2012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보조금 교부결정 1,080 농업기술센터

경관보전직불제(2012  하계 경관작물)사업 경관보전활동 보조

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최종)
3,619 농업기술센터

2012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최종) 1,000 농업기술센터

2012년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보조금(액비살포비) 3,840 농업기술센터

2012년 쇠고기이력추적제  지원사업 보조금(최종) 7,317 농업기술센터

2012년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옥종면)
2,678 농업기술센터

2012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24,554 농업기술센터

2012년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보조금 2,880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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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12년 11~12월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

급 통보
73 농업기술센터

2012년 12월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통

보
5,068 농업기술센터

2012년 영신원  돈분처리비 지원사업 5,364 농업기술센터

13월     21건   소계 214,724

13월

2012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

부결정 및 교부(2차)
10,080 경제수산과

2012  경상남도지사기 직장, 클럽대항 축구대회 개최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 및 교부
-992 기획감사실

하동군 문화관광해설사회  운영보조금 교부 -1984 문화관광과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2,800 건설교통과

5,820 건설교통과

2012년 수출진흥자금(군  수출보조금) 1차교부 33,884 통상교류과

2012년 가축재해보험  추가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

급 통보
59,823 농업기술센터

2012년 농업인  재해안전보험료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3차)
20,745 농업기술센터

2012년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보조금(추가분) 1,380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수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4차) 11,076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수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5차) 7,918 농업기술센터

2012년 공동방제단  운영비 교부결정 26,521 농업기술센터

2012년 공동방제단  운영비 보조금교부결정 18,792 농업기술센터

2012년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보조금교부결정(김터아) 2,678 농업기술센터

돈분(분뇨)처리비 지원사업  보조금 716 농업기술센터

2012년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보조금교부(진교면- 손희정) 2,678 농업기술센터

2012년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보조금교부(하동읍) 2,231 농업기술센터

하동매실 유통활성화사업단  운영인건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726 농업기술센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6,000 농업기술센터

2012년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보조금(액비살포비) 3,020 농업기술센터

2012년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보조금 2,265 농업기술센터

14월     23건   소계 5,184

14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교부통지(2차) -695 문화관광과

북 콘서트 개최에 따른  보조금 교부 -5000 문화관광과

2012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3763 재난관리과

2012년 4/4분기 택시  카드결재 수수료보조금 교부결정 333 건설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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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월

2012년도  하동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보조금 교부 -35467 주민복지실

2012년 하동지역자활센터  운영비 교부 -7 주민복지실

2012 하동차문화체험  팸투어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2차) 6,000 통상교류과

2012년 수출진흥자금(군  수출보조금) 2차 교부(최종) 5,980 통상교류과

농협연합마케팅 육성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18,510 통상교류과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호비용  보조금 교부 -1180 녹색환경과

2012년 임산부및영유아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비 일부 

반납
-4000 보건소

보충식품비 지급(12월) 4,000 보건소

2012년 영신원  돈분처리비 지원사업 1,656 농업기술센터

2012년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고전면) 2,231 농업기술센터

2012년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1,369 농업기술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