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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상보조(307-02)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11,663,892 11,348,796

2014년 영주발전전략 연구 지원 영주시미래기획위원회 4,722 4,722

영주의 새로운  동력 힐링 시민대토론회 영주시미래기획위원회 9,057 9,057

영주시 미래기획위원회 워크숍 개최 영주시미래기획위원회 2,912 2,912

영주시축제심의위원회 축제 개최 결과
평가

영주시축제심의위원회 3,134 3,134

2014년 소비자 상담실 운영 영주 YMCA 10,000 10,000

기업애로 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영주상공회의소 21,000 21,000

기업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영주상공회의소 10,000 10,000

섬유산업 기능인력(직조) 양성교육 
지원

(사)풍기인견발전협의회 10,000 9,073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지원 (재)경상북도경재진흥원 15,000 15,000

지역연고 육성사업 성과활용사업 동양대학교산학협력단 50,000 50,000

중소기업인턴제 ㈜태평직물 외 6 34,041 34,041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 삼화직물 외 1 8,000 8,000

노동상담실 운영지원 한국노총경북북부지부 6,000 6,000

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경북경영자총협회 166,000 165,072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동양대산학협력단외1 423,000 423,000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영주시다문화희망공동체
외 9

898,544 831,328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동양대학교산학협력단 30,000 29,900

청년창업 지원사업 동양대학교산학협력단 50,000 50,000

마을기업 육성사업 솔향기영농조합법인외3 138,000 138,000

영주시지역발전협의회 세미나 개최 
지원

영주시지역발전협의회 20,000 13,021

영주시지역발전협의회 운영 지원 영주시지역발전협의회 5,000 3,325

[별지2]

2014년도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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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경북북부발전협의회 운영 분담금 경북북부발전협의회 20,000 20,000

영주FM소출력방송국지원 (사)영주에프엠방송 40,000 40,000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풍기인삼정보화마을
소백산단산포도정보화마을

31,838 31,838

정보화마을 페스타 참가비
풍기인삼정보화마을
소백산단산포도정보화마을

3,000 3,000

2014년 4대 사회악 근절 결의대회 
및 제13회 가족 한마음체육대회 

영주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

4,500 4,500

2014년 이통장 지역향토신문 구독료 
지원

(사)전국이통장 
영주시연합회장

20,614 20,614

2014년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조금
풍기읍 
주민자치위원장 외16

476,000 467,567

2014년 영주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영주시
주민자치연합회장

10,000 10,000

2014년 우수동아리 발표 및 영주시 
주민자치한마음대회 개최

영주시 
주민자치연합회장

20,000 20,000

통일기원 초청강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000 4,000

새터민·통일무지개 회원 통일기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6,000 6,000

청소년 통일기행 체험교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000 5,000

민주평통 영주시협의회 운영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000 3,000

지역복지대회
영주시지역사회복지협
의체

10,000 9,300

자활공동체사업지원(자활기금) 영주지역자활센터 10,000 10,000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한국미술협회 
영주지부

10,000 10,000

아동여성안전지킴이단 시범 운영 소백가정문제상담소 21,400 21,400

경로당 순회교육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박승서

3,280 3,280

2014년 노인일자리 창출 시범경로당 
재료비

문수면 우곡경로당 외 
9개소

4,500 4,500

노인 취미생활 지원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박승서

10,800 10,800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공감 Dream 스쿨 
운영

한국청소년육성회
영주지구회

10,000 10,000

학교폭력예방과 치유를 위한 인성교육 영주뇌교육협회 15,000 15,000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멘토-멘티
프로그램

영주시청소년상담
복지센터

5,000 5,000

청소년비정규학교 운영 영주청년학교 25,000 25,00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
영주시청소년상담
복지센터

1,260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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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액

최종
정산액

명륜학당운영 성균관유도회영주지부 10,000 10,000

영주의 역사인물 학술대회 영주문화원 10,000 10,000

경상북도 풍물경연대회 참가 농악단 
지원

영주문화원 5,000 5,000

한국선비연구원 지원
동양대학교
한국선비연구원

100,000 100,000

영주 100년사 발간 영주문화원 12,714 12,714

공예산업 육성 지원 영주공예가협회 18,000 18,000

자매도시 목포시 미술교류전 한국미술협회영주지부 7,000 7,000

경북북부권문화정보센터지원
경북북부권
문화정보센터

20,000 20,000

전국 민속사진 촬영대회
한국사진작가협회
영주지부

20,000 20,000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지원 영주문화원 30,000 30,000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문화예술단체 20,000 20,000

제11회 경북학생 그리기 대회 한국미술협회영주지부 10,000 10,000

2014년 경북예술제 개최 한국예총경북지부 30,000 30,000

영주예술 대도시 전시체험전 한국미술협회영주지부 20,000 20,000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영주문화원 60,000 60,000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영주문화원 25,000 24,918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 성내교회 15,000 15,000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사)한국국악협회
경상북도지회

44,909 44,909

십승지의 으뜸, 풍기 금계마을 이야기 영주문화원 10,000 10,000

향교문화 전승보전
영주향교,풍기향교,
순흥향교

7,800 7,800

문화학교 운영지원 영주문화원 12,000 12,000

충효교실 운영 영주문화원 5,000 5,000

의상화엄사상연구지원 화엄사상연구원 30,000 30,000

2014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금수문화예술마을
운영협의회

309,488 309,488

제2회 회헌선생 전국휘호대회 및 
한시백일장

영주문화원 60,000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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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경북선비아카데미(전문)
동양대학교
한국선비연구원

30,000 30,000

경북선비아카데미(교양) 영주문화원 12,000 12,000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 영주문화원 20,000 20,000

대하드라마 ‘정도전’제작지원 한국방송공사 200,000 200,000

경상별곡 콘텐츠드라마 제작방영 대구MBC 40,000 40,000

무송헌김담 기념 관상감 역서 복원
사업 지원

과학문화진흥원
영주분원

100,000 100,000

경북 선비문화포럼 지원사업 성균관 청년유도회 15,000 15,000

향교 등 향사지원 영주향교 외 4개소 6,000 6,000

천연기념물 보호 및 관리 사)한국조류보호협회 7,200 7,200

부석사 성보박물관 운영비지원 부석사 43,000 38,739

영주 전통마을의 역사문화에 대한 
조사 및 연구사업

영주문화유산보존회 30,000 15,000

배순정려비 제례 지원 배점1리 마을회 1,000 1,000

금성대군 부인당 제례 지원 지동2리 마을회 1,000 1,000

순흥향교지 발간 순흥향교 12,000 12,000

문화재지킴이 활동비지원(지방행정
동우회)

사)지방행정동우회
영주시분회

3,000 3,000

문화재지킴이 활동비지원(문화유산
보존회)

영주문화유산보존회 6,000 6,000

자연유산 민속행사비(동제) 지원사업
태장3리 마을회 외
2개소

3,000 3,000

살아 숨쉬는 서원 향교 활용사업
동양대학교
한국선비연구원

100,000 100,000

국내외관광관련단체,여행사,언론기관 
팸투어

영주문화원 20,000 14,672

체험!경북가족여행 및 축제관람단 지원 경상북도관광공사 10,000 9,990

코레일 "내일로" 고객 지역관광투어 
셔틀버스 운행(집행잔액 삭감)

영주문화원 5,000 650

경북관광순환열차연계 셔틀버스 운행 영주문화원 5,000 2,170

대학생 한국전통문화탐방단 참가자 차량비 
지원

영주문화원 10,00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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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내일로"고객 체험비 지원 영주문화원 10,000 10,000

열차관광객 시티투어 차량비 지원 영주문화원 25,000 8,400

영주관광투어 차량비 지원 영주문화원 20,000 525

선비고을 나들이 체험 영주청년회의소 20,000 20,000

한중청소년문화교류캠프 운영 영주문화원 20,000 5,000

선비고을영주야간여행 영주소백산예술촌 60,000 60,000

도시군협의체간 협력사업추진 상주슬로시티주민협의회 24,000 24,000

소백산자락길 동무삼기 연중투어 (사)영주문화연구회 20,000 20,000

2014년 생태관광10대모델사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영주문화연구회 100,000 100,000

세계유교문화축전 (재)세계유교문화재단 200,000 200,000

새마을방역봉사대 운영 지원
(사)영주시새마을회장
김영식

5,000 5,000

무료급식소운영지원
(사)영주시새마을회장
김영식

5,000 5,000

새마을단체워크숍 운영 지원
(사)영주시새마을회장
김영식

5,000 5,000

알뜰도서교환시장운영지원
(사)영주시새마을회장
김영식

2,000 2,000

Green City조성사업
(사)영주시새마을회장
김영식

5,000 5,000

새마을실버아카데미운영지원
(사)영주시새마을회장
김영식

10,200 9,241

범도민독서생활화추진
(사)영주시새마을회장
김영식

9,600 9,600

새마을운동추진운영지원
(사)영주시새마을회장
김영식

31,000 31,000

행복한보금자리만들기사업
(사)영주시새마을회장
김영식

24,000 24,000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 운영지원
바르게살기운동
영주시협의회장 
김인한

10,000 10,000

Green City조성사업
바르게살기운동
영주시협의회장 
김인한

5,000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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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City조성사업
(사)자연보호중앙연맹
영주시협의회장 윤홍욱

5,000 5,000

자원봉사마일리지제도 운영
영주시종합자원봉사 
센터장 김영식

9,000 9,000

자원봉사전문봉사단 운영
영주시종합자원봉사 
센터장 김영식

9,000 9,000

자원봉사센터소식지 제작지원
영주시종합자원봉사 
센터장 김영식

5,000 5,000

자원봉사아카데미 운영
영주시종합자원봉사 
센터장 김영식

5,000 5,000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영주시종합자원봉사 
센터장 김영식

14,006 14,006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
영주시종합자원봉사 
센터장 김영식

38,865 38,865

맞춤형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지원
영주시종합자원봉사 
센터장 김영식

2,000 2,000

행복마을 재능나눔 봉사활동 지원
영주시종합자원봉사 
센터장 김영식

3,000 3,000

영주시 외국어 토크하우스 운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영주학습센터

71,000 70,150

해외 교포자녀 초청 영어캠프 한국선비문화수련원 9,455 9,087

초등영어체험학습지원
영진전문대학교
(대구경북영어마을)

180,532 134,170

역사문화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동양대학교 10,000 10,000

2014년 생산복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경북전문대 
산학협력단

10,000 10,000

2014년 마을단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영주시평생교육
지도자협의회

15,000 15,000

2014년 영주시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운영

영주시평생교육
지도자협의회

6,600 6,600

2014년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
학교 운영

영주문화원 10,000 10,000

2014년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학습
동아리 공모지원 사업

영주시선비
한자연구회 외

22,000 22,000

2014년 행복학습센터 지정운영 사업 단산면주민자치위원회 20,000 20,000

2014년 성인문해프로그램 지원사업
영주시다문화
희망공동체

10,000 10,000

2014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영주YMCA 20,000 20,000

2014년 여성자원봉사대 화합대회 영주시여성자원봉사대 3,000 3,000

2014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사업 

영주시생활체육회 7,900 7,900

2014년  일반생활체육지도자 급여 영주시생활체육회 143,704 14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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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영주시생활체육회 운영 영주시생활체육회 24,400 24,400

2014년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급여 영주시생활체육회 48,576 48,576

2014년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운영 영주시체육회 1,113,520 1,113,520

2014년 한국실업복싱협회운영비 한국실업복싱협회 10,000 10,000

2014년 영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스카웃 지원 

영주시체육회 30,000 30,000

2014년 영주시체육회 운영지원 영주시체육회 30,000 30,000

지역 융복합스포츠산업 육성프로젝트 
지원 

동양대학교산학협력단 120,000 120,000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신한카드(주) 65,170 65,170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 및 
그린리더활동 지원

영주아젠다21위원회 20,000 20,000

야생동물구조활동 운영비 지원
야생동물보호협회 
영주시지부장 김창기 외 1

5,000 5,000

중고물품 나눔장터 운영 영주아젠다21위원회 3,600 3,600

주차질서 민간순찰 계도차량 운영비
(사)전국모범운전자연
합회영주지회

4,056 4,056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 새희망재활센터 222,516 222,516

저출산극복릴레이캠페인사업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영주지회

7,500 7,500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영주기독병원장 
서익제

116,445 116,445

여성농업인 자질향상 프로그램 운영
여성농업인영주시
연합회(김순옥)

3,000 3,000

2014년 여성농업인 우리농업희망찾기 사업
여성농업인영주시
연합회(김순옥)

3,000 3,000

2014년 이웃사랑 농심나누기 행사
여성농업인영주시
연합회(김순옥)

3,000 3,000

어린이 농심가꾸기 체험행사(1차) 영주시농민회(장성두) 1,000 1,000

어린이 농심가꾸기 체험행사(2차) 영주시농민회(장성두) 1,000 1,000

어린이 농심가꾸기 체험행사(3차) 영주시농민회(장성두) 1,000 1,000

 소비자초청 녹색체험 지원사업 농업인(남효원외 4명) 10,200 10,200

농어촌지역 사랑의공부방 지원 영주 YMCA 16,000 16,000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풍기 정은미外 16명 43,200 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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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안정면 대평리 16,000 16,000

농촌현장포럼 지원사업
풍기 금계2리,
봉현 대촌2리

22,000 22,000

농업계고졸업생 창업지원 문수면 서상섭 5,000 5,000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사업 영주농산물유통센터 외 6 34,310 34,310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지원사업
농협중앙회
 영주연합사업단

240,000 240,000

경북사과홍보관련(부담금)지원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
조합

20,000 20,000

경북 시군공동 해외수출촉진 홍보지원 경북매일신문 20,000 20,000

아이러브영주사과 납품농가 선별비 지원 영주농산물유통센터 외 2 200,000 186,314

창조지역사업 역량강화 농산물유통센터 35,000 35,000

창조지역사업 판촉활동
-팸투어, 홈쇼핑공동판매 및 특판행사

영주농산물유통센터 69,752 66,908

창조지역사업 판촉활동
-공동포장 선별운송비

영주농산물유통센터 66,729 56,405

FTA사업계획수립 및 관리비 지원사업 영주농산물유통센터 외 1 40,000 40,000

한국천하명당 십승지사업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

76,091 76,091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녹색농심인삼
체험마을 외 2

16,500 16,500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솔향기녹색농촌
체험마을 외 3

81,400 81,400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인센티브

도연희 3,550 3,550

향토산업육성사업 
영주전통삼계탕산업
육성사업단

580,000 580,000

보육시설 아동급식용 우수식재료
구입비 지원

남산어린이집 외 47 98,243 98,243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영주농협 외 1 368,089 368,089

낙농헬퍼(도우미) 지원사업 헬퍼 도우미 7,488 7,488

한우개량사업 영주축협 87,360 87,360

쇠고기이력추적제인턴지원 영주축협 18,900 4,054

축산물이력제 영주축협 116,250 88,986

경제형질분석 지원 참품한우 18,000 18,000

한우 고급육 출하장려금 영주축협(한우농가) 142,500 1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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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산우 브랜드육 육성사업 영주축협(한우농가) 180,900 180,900

영주한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
지역지적재산센터
(안동상공회의소)

15,000 15,000

학생승마체험 관내 초등학생 73명 21,900 21,900

전문승용마 생산시범 이미화 외 1명 55,200 36,261

공동방제단 지원 영주축협 119,494 119,494

약용작물 명품화육성사업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 
약용작물명품화사업단

171,000 171,000

학교4-H회 특성화 과제육성
경북항공고등학교외  
5개소

7,300 7,300

농업인단체육성사업 권종모 1,060 1,060

경북 서북부 4-H체육대회 지원 김진재 5,000 5,000

2014년 농촌 건강생활촌 육성 시범 봉현면 노좌2리 마을회 25,000 25,000

농촌노인 노후활동프로그램 운영지원 김명동 5,000 5,000

농어촌학생 4-H 진로지도 지원사업 단산중학교외 1개소 5,000 5,000

학교4-H회 특성화  과제육성
경북항공고등학교외 
5개소

5,000 5,000

2014년 경상북도 농촌지도자대회 
참가 지원

최승섭 12,420 12,420

2014년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안정면 단촌1리 마을회 50,000 50,000

2014년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생활개선회 약초분과 6,000 6,000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풍기읍 금계1리 마을회 30,000 30,000

경상북도 생활개선회 활력화대회 생활개선영주시연합회 1,350 1,350

2014년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소백산짚신촌 2,300 2,300

농촌여성 친환경 생활기술 과제교육 생활개선영주연합회 12,000 12,000

농가맛집  육성사업 이신옥 14,000 14,000

2014년 경북향토음식계승 전문가 양성 우리향토음식연구회 2,000 2,000

2014년 농촌지도자 전문인력양성 
현지연찬

최승섭 2,000 2,000

2014년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화합한마당행사

생활개선영주연합회 7,000 7,000

생활개선회 효실천 정나누기 행사 생활개선영주연합회 2,700 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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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도시생활개선회원초청교류행사 생활개선영주연합회 2,700 2,700

2014년 강소농육성 지원모델사업
영주시강소농연합회  
황보해진

10,000 10,000

2014년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생활개선영주연합회 15,000 15,000

2014년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시범사업

생활개선영주연합회 10,000 10,000

2014년 향토음식체험학교 운영 우리향토음식연구회 3,000 3,000

2014년 귀농인 현장실습비 지원사업 장성수 외 13명 102,000 102,000

2014년 송년음악회 
(사)한국음악협회     
영주지부

20,000 20,000

아름다운 영주 2014 초대전
(사)한국미술협회     
영주지부

7,000 7,000

2014년 전국청년유림지도자교류 경비 ㈜선비애 30,000 30,000

2014년 회헌 안향선생 선양 학술대회 ㈜예문관 80,000 80,000

2014년 명절 특별공연 및 민속전통행사  ㈜선비애 16,000 1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