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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2,231,230 　
01월     6건 소계 252,400 　

01월

2012년  하동섬진강배 여중부 배구대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0,000 기획감사실

2012년 하동군체육회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활동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0,000 기획감사실

2012년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1차) 66,240 기획감사실

2012년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1차) 44,160 기획감사실

2012년도 자생예술단체  문예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
정 및 교부 12,000 문화관광과

최참판댁 주말 상설 마당극  최참판댁 경사났네 보조금 교
부결정 및 교부 100,000 문화관광과

02월     6건   소계 640,000

02월

2012년  MBC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40,000 기획감사실

제17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군비) 567,000 문화관광과

제11회 횡천면  전통민속제전 행사 보조금 5,000 횡천면

행사운영비 지급 20,000 횡천면

2012년 진교문화의 집  문화행사 보조금 교부 2,000 진교면

제12회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6,000 양보면

03월     27건   소계 798,280

03월

제28회  군민의날 기념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0,000 기획감사실

2012년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
지 20,160 기획감사실

2012년 생활체육교실  운영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15,120 기획감사실

2012년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
부통지 2,000 기획감사실

2012년장애우체육활동보조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2,000 기획감사실

2012년 영호남생활체육  한마음축제 경비지원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통지 7,000 기획감사실

2012년 도민체전  대표선수 선발대회 개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2,000 기획감사실

제7회 경남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 보조금 교부결
정 및 교부통지 5,000 기획감사실

2012년 게이트볼대회  출전경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
지 6,000 기획감사실

2012년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보조금 교부통지(2
차) 66,240 기획감사실

2012년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보조금 교부
통지(2차) 44,160 기획감사실

2012년도  이병주하동국제문학제 보조금 교부 70,000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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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

2012년도  최참판댁 주말상설 판소리 민요공연 보조금 교부 9,000 문화관광과

2012년 이병주문학관  문학캠프 운영 보조금 교부결정 10,000 문화관광과

지리산 섬진강권 문학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통보 5,000 문화관광과

최참판댁 달빛 낭송회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및교부통보 6,000 문화관광과

2012년도 한옥체험관  체험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보
7,000 문화관광과

2012년도 평사리문학관  문학행사 보조금 교부결정및교부 

통보
5,000 문화관광과

제17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375,000 문화관광과

2012년 토지문학제  개최에 따른 보조금 교부 25,000 문화관광과

화개장터 역마 예술제  보조금 교부 20,000 문화관광과

6.25전사자 유해발굴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통보 4,000 주민복지실

휴전60주년기념 안보결의  및 전적지순례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5,000 주민복지실

2012년 청소년 안보교육  사업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6,200 통상교류과

2012년  경상남도자유총연맹 한마음대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30,000 통상교류과

생활개선회원 지도력  배양훈련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6,400 농업기술센터

추억의 꽃길 여행 2012  화개 벚꽃길 작은 음악회 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부
15,000 화개면

04월     8건   소계 165,000

04월

2012  국민생활체육 전국 클럽대항 볼링대회 개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30,000 기획감사실

2012년도 군민 걷기대회  개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5,000 기획감사실

2012 경상남도지사기  직장,클럽대항 축구대회 개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15,000 기획감사실

2012 경남  종별태권도대회 개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15,000 기획감사실

2012 대한민국  차인한마당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60,000 문화관광과

6.25전쟁 62주년  범군민 기념대회 사업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0,000 통상교류과

2012년도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사업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0,000 통상교류과

2012년  경상남도자유총연맹 한마음대회 사업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10,000 통상교류과

06월     9건   소계 148,910

06월

제1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 

전국보디빌딩선발대회 보조금 교부결정및교부
20,000 기획감사실

2012년 토지문학제  개최에 따른 보조금 교부 64,000 문화관광과

2012년도 자생예술단체  문예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10,000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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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노인의날 기념행사  보조금 교부 20,000 주민복지실

하동섬진강재첩 홍보 행사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통보 2,610 경제수산과

농업인단체(진교면농업경영인)읍면대회  보조금지급 900 진교면

2012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하동매실"홍보 지원사업 보조

금교부결정 및 교부
27,500 농업기술센터

2012년 진교문화의 집  문화행사 운영 보조금 교부 3,000 진교면

2012년 농촌지도자회  읍면대회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900 옥종면

07월     4건   소계 16,900

07월

피서객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행사보조금 지급 5,000 화개면

사기마을 작은 음악회 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5,000 진교면

농업인단체 읍면대회 900 양보면

제6회 별천지 청학골  작은음악회 개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6,000 청암면

08월     8건   소계 40,167

08월

2012.  하동녹차배 전국우수여고부 초청 배구대회 보조금 교

부결정 및 교부
10,000 기획감사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지원 8,100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자 군대회(역량강화  워크숍)지원 11,700 농업기술센터

대봉감 국내·외  시장개척활동사업(2012년 농어촌산업박람회 

참가)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통지
2,667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단체 읍면대회 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900 하동읍

2012년 농업인단체  읍면대회 개최 보조금 900 횡천면

횡천강변 작은음악회  행사보조금 지급 5,000 횡천면

농업인단체 면대회 중식비 900 북천면

09월     8건   소계 80,000

09월

2012년도  이병주하동국제문학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0,000 문화관광과

2012  하동군농업인한마음대회 27,000 농업기술센터

제6회 북천꽃단지  행사(프로그램운영)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통보
20,000 농업기술센터

평사리 작은 음악회 보조금  지급 3,000 악양면

적량면민 한가위 노래자랑  보조금 지급 5,000 적량면

배다리공원 작은 음악회  보조금 교부 5,000 고전면

고전면민 한가위 노래자랑  보조금 교부 5,000 고전면

제12회 한가위  금성면민노래자랑 보조금 교부 5,000 금성면

10월     6건   소계 74,612

10월
제8회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 보조금 10,000 문화관광과

2012년 어슬렁캠핑대회  보조금 15,000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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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산국제수산무역  EXPO 참가 행사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

부
9,612 경제수산과

하동 섬진강 재첩  소비촉진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5,000 경제수산과

제14회 악양대봉감축제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0,000 농업기술센터

제13회 은행나무축제  보조금 지급 5,000 옥종면

11월     2건   소계 21,577

11월 

대봉감 국내외  시장개척활동(2012년 Feel경남 농특산물박람

회 참가)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1,577 농업기술센터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20,000 농업기술센터

12월     8건   소계 9,404

12월 

부산국제수산무역  EXPO 참가 행사 집행잔액 반납 요청 -1096 경제수산과

2013년 계사년 해맞이  행사 보조금 지급 3,000 하동읍

농업인단체 읍면대회  행사보조금 지급 900 적량면

농업경영인회 행사 보조금  지원 900 고전면

2012년 금남농업경영인회  화합한마당 및 총회 개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900 금남면

2012년 농업경영인회  화합한마당 및 총회개최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900 금성면

북천면민과 함께하는  7080콘서트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통지
3,000 북천면

2012년 농업인단체  읍면행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900 청암면

13월     3건   소계 -17819

13월

2012년  영호남생활체육 한마음축제 경비지원 보조금 교부결

정 및 교부통지
-1259 기획감사실

2012년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보조금 교부통

지(2차)
-1840 기획감사실

2012년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보조금 교부통지(2

차)
-14720 기획감사실

14월     2건   소계 1,800

14월 
2012년  농업인단체 읍면대회 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 900 화개면

2012년 농업경영인  읍면대회 900 악양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