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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비고

총     계  (1,832건) 414,778

1월

79건 25,909

주요시정 홍보관련 업무협조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 11건 1,610

주요업무계획 등 시정주요현안사업 전문가 자문 등 9건 2,831

친환경첨단복합산단내 탄소생산공장 적기착공을 위한 대책논의 등 6건 4,260

설맞이 국토방위에 수고하는 군장병 위문 등 11건 8,036

노인복지주택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타시 방문 등 7건 1,135

친환경 3-1단계 조성관련 토지주 의견수렴 등 8건 1,367

3대문화관 운영 발전에 따른 업무협의 등 8건 1,533

신년언론 브리핑 등 19건 5,137

2월

98건 18,783

전주문화예술의 거리조성 사업추진 언론홍보 등 10건 1,443

전주·완주 통합 추진 등 9건 2,323

다문화가정 등 특수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아이템 개발 논의 등 19건 3,311

한지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 등 16건 2,127

한옥마을 도시관광 명소화 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 12건 2,307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 10건 2,720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 14건 1,943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 관계자와 간담회 등 8건 2,609

3월

149건 32,355

천년전주알림이 간담회 등 5건 1,000

동주도시교류협의회 회원도시 원주시 공무원과의 간담회 등 16건 3,526

명칭변경 등 조례개정관련 간담회 등 4건 498

기업형 대형마트 휴무일 지정반발에 따른 대응전략 간담회 등 29건 9,40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계자 간담회 등 10건 2,015

수도권 등 이전기업 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 등 16건 3,984

아.태 무형문화유산축제 기획협의를 위한 간담회 등 19건 2,758

생태하천가꾸기 실천사업 간담회 등 12건 1,995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 29건 4,366

전주시설관리공단 업무협의에 따른 간담회 등 9건 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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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비고

4월

123건 29,257

전주문화축제 추진현황 간담회 등 8건 1,436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 20건 6,201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관련 간담회 등 6건 1,023

전주시통합체육회 회원단체장 간담회 등 17건 6,69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지역협의회 및 실무자 간담회 등 9건 2,119

교육환경개선 간담회등 11건 2,656

백제 공동문화권역 간담회 등 9건 1,780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및 컨벤션센터 건립 간담회 등 12건 1,549

농업인 대학 개강에 따른 농업인단체장 간담회 등 22건 3,950

쓰레기 취약지 분리배출 홍보를 위한 간담회 등 9건 1,846

5월

141건 27,053

전주문화축제 성공개최를 위한 간담회 등 7건 1,026

전주시-미국 샌디에고시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논의 등 21건 3,843

완주·전주 백만광역화 도시를 향한 미래전략 간담회 등 19건 5,252

장애인 목욕탕 시범운영에 따른 관계자 간담회 등 10건 1,581

리사이클링타운조성관련 간담회 등 16건 2,831

원예브랜드시설 중앙평가에 따른 간담회 등 18건 4,176

성인지예산제도시행에 따른 간담회 등 29건 2,582

관내 현안문제 논의를 위한 간담회 등 9건 1,856

장애우 편의 시책발굴을 위한 간담회 등 12건 2,906

6월

112건 25,963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예산반영 지원 설명회 등 20건 4,286

중국 시닝시와의 국제우호도시 협약체결 등 15건 5,370

한옥마을 교통대책 및 문화시설 유료입장에 따른 간담회 등 12건 3,631

도시환경분과협의회 간담회 등 14건 1,564

JMC입주업체 선정 및 공간활용협의를 위한 간담회 등 10건 2,573

아트폴리스정책공유 및 대시민 홍보를 위한 언론 간담회 등 16건 2,749

건강한 학교 만들기 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 16건 3,014

하절기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한 청소업체와의 간담회 등 9건 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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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비고

7월

142건 32,759

버스행정 개선방향 논의 및 여론주도층 의견청취 간담회 등 15건 3,662

시정주요현안 설명 간담회 등 16건 5,031

살기좋은 지역사회구현을 위한 자원봉사 실천방안 간담회 등 17건 5,850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관련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 협의 등 16건 2,858

전주시 이동 푸드마켓 개소에 따른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 18건 4,203

유기동물 처리업체 협력 병원 등 관계자 간담회 등 12건 2,077

전통문화전당 운영방안 논의를 위한 문화·예술인 간담회 등 19건 3,978

가뭄극복을 위한 농업인단체장 간담회 등 20건 2,598

비전대 원격평생교육원과의 업무협약을 위한 간담회 등 9건 2,502

8월

174건 38,948

체육시설의 효율적 안정적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간담회 등 19건 3,363

도내 시군간 상생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의장단 간담회 등 16건 8,672

공직자 국가안보의식 확립 및 보안의식강화 방안 간담회 등 18건 5,693

희망복지지원단 역량강화 교육실시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등 25건 3,324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선정 간담회 등 23건 3,876

비빔밥 우수업소 평가선정 관련 간담회 등 15건 2,701

도심쉼터공간조성사업에 따른 간담회 등 14건 2,857

의정활동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 20건 4,203

공사장 생활폐기물 모니터 자원봉사자와 간담회 등 24건 4,259

9월

169건 43,206

태풍피해 복구현장 방문 및 응급복구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등 22건 4,056

태풍피해 재난복구 봉사자 격려 등 13건 6,652

신종 기상재해 대비 정책개발과 재해대책 개선방안 간담회 등 22건 8,866

어르신 창의력 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관계자 업무연찬 간담회 등 17건 3,020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간담회 등 19건 4,103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지정에 따른 발전방향 등 17건 4,195

천년전주 푸른도시 추진위원회 간담회 등 20건 4,417

법률자문 간담회 등 22건 3,647

시민편의 시책발굴추진 간담회 등 17건 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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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비고

10월

184건 42,953

시정홍보를 위한 간담회 등 10건 1,584

시정질문 관련 쟁점사안에 대한 간담회 등 18건 3,843

전주월드인라인마라톤대회의 성공적개최를 위한 홍보 등 14건 9,475

복수노조 교섭 협의를 위한 노조와의 간담회 등 20건 7,025

부모섬김 및 효의날 선포식 기념행사 추진에 따른 관계자 간담회 등 22건 2,969

에코인쇄전자 입주기업 간담회 등 20건 2,715

삼천동 막걸리 경관개선사업 관련 간담회 등 22건 3,572

삼천생태하천복원사업 간담회 등 19건 3,019

임시회 업무추진 간담회 등 등 14건 3,324

유독물 취급 사업장 관계자와 간담회 등 25건 5,427

11월

220건 40,383

주요 국비사업 증액 및 삭감방지를 위한 간담회 등 20건 3,998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간담회 등 14건 3,062

탄소산업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기업관계자 간담회 등 32건 8,880

시.구.동 사회복지 현안업무추진 및 상호교류를 위한 간담회 등 24건 2,898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 등 18건 2,134

한지문화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 등 23건 3,131

천년전주 시책사업 마무리 간담회 등 22건 4,658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등 26건 3,888

다문화 정착을 위한 결혼이주여성 초청 간담회 등 23건 7,734

12월

241건 57,209

시정홍보 및 외국인서포터즈 간담회 등 22건 5,456

시정 쟁점사안에 대한 협조체제구축을 위한 간담회 등 34건 9,497

폭설 및 한파대비 제설장비 및 자재확보방안 간담회 등 35건 11,018

동절기 경로당 적정난방 현장점검 및 사회취약계층 발굴 간담회 등 28건 3,774

전통시장 육성방안 간담회 등 16건 4,240

생활체육활성화 전문가 간담회 등 21건 3,273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및 컨벤션센터건립 관련 간담회 등 20건 5,694

감염병 관련 단체와 간담회 등 22건 4,327

불우이웃돕기 후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 31건 7,762

시정홍보 간담회 등 12건 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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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비고

총     계  (113건) 3,178,543

1월

3 건 110,000

2012아태주니어컬링선수권대회 25,000

정월대보름 『전주천 달맞이 가세』 5,000

2012 아시아태평양 주니어컬링선수권대회 개최 80,000

2월

7 건 446,263

삼일절 전주 3.13만세운동 재현행사 3,000

2012년 전주시 노인일자리 발대식 행사 7,000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 6,663

2012 전주한지패션대전 28,500

제16회 전주한지문화축제 민간행사 247,500

제4회 전주시장기 우수중학교 초청 야구대회 3,600

축구국가대표팀 친선경기에 따른 운영 150,000

3월

4 건 203,000

제20회 전라북도지사기 국생체 배드민턴대회 10,000

행복공동체 사회조성을 위한 합창공연 3,000

제54회 전주단오 추진 80,000

한바탕전주배 2012 전국당구대회 110,000

4월

10 건 676,650

2012 도민체육대회 볼링대표선수 출전 5,000

투르크메니스탄 민속무용 초청공연 5,000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사업 60,000

제39회 전국 시조,가사,가곡 경창대회 6,650

2012 전주 아시아 태평양 무형문화유산 축제 190,000

제38회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개최 200,000

2012전주비빔밥축제 150,000

2012년 한마음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3,000

제6회 전국스쿼시선수권대회 37,000

제20회 연합회장기 전국 시도대항 테니스대회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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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비고

5월

12 건 83,350

전주시민과 함께하는 연등축제 8,000

2012년 전주시 부부의 날 기념행사 4,000

청소년 및 대학생 Watermanship Program 운영 5,000

제17회 향촌문학 시조백일장 2,000

2012년도 전주 마실길 및 시나브로길 걷기 행사 14,000

제30회 조선조 과거재현 행사 6,100

전주시민과 함께하는 연등축제 9,500

제32회 전국고수대회 9,500

제7회 전주시장배 전라북도 이순테니스대회 6,000

제14회 송천동축구연합회 한마음대회 4,800

제10회 전주시장기 빙상대회 4,000

제9회 전주시장배 전국대학 클럽 농구대회 10,450

6월

8 건 272,600

제6회 한산대첩기 전북 남·여 배구대회 2,000

제2회 전라북도 청소년 모의국제회의 대회 5,000

황극단 추모제행사 500

한·중 문화·도시·융합 컨퍼런스 개막식 비빔밥 퍼포먼스 행사 3,000

제38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및 제30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학생대회 150,000

제31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 개최 62,100

제14회 전주시장기 전국남여궁도대회 30,000

전국우수팀 초청 제8회 전라북도지사기 남여배구대회 20,000

7월

8 건 191,800

국창 故 오정숙 명창 추모공연 10,000

한여름 밤의 합창 콘서트 3,000

한중 교류음악회 - 한여름 밤의 합창콘서트 5,000

제4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사이클대회 61,200

제10회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전국넷볼대회 4,000

제10회 전주시장기 농구대회 4,000

2012 전주월드인라인마라톤대회 개최 100,000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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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비고

8월

12 건 362,340

독도지킴이 행사 4,000

모악산 칠성 뜰 효 한마당 잔치 5,000

2012 전주시민 안전등산교실 운영 4,000

제3회 뫼솔 가야금병창 및 기악전국대회 4,000

전주시 북부권 생활체육 친선축구대회 3,000

2012년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 3,500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 6,670

제28회 창암 전국 서화백일대상전 6,170

전주비빔밥축제 200,000

2012 전주시장배 청소년 클럽대항 축구대회 20,000

2012 전주월드인라인마라톤대회 100,000

전주시 청소년클럽대항 축구대회 6,000

9월

11건 387,300

2012년 전국여성 경제인 경영연수 전통문화체험 2,800

제11회 회장기 전국 용무도 대회 및 학술세미나 12,000

제30회 전북지체장애인체육대회 2,000

금암2동 거북바위 이야기 축제 2,000

2012 전주세계소리축제 150,000

제8회 온고을 미술대전 38,000

제4회 천년전주 한옥마을 전국배드민턴대회 35,000

제9회 전라북도지사배 전국 이순테니스대회 10,000

2012 전주 B-boy 그랑프리 95,000

2012 전주시민체육대회 관련 전주시장기 체육대회(유도대회등 7개대회) 40,500

10월

18 건 313,300

제9회 전주시북부지역 생활체육 배트민턴대회 3,000

2012년도 간재학 국제학술회의 개최 10,000

제14회 이창호배 전국아마바둑선수권대회 33,000

제4회 코스모스축제 5,000

2012 세내문화축제 5,000

제1회 주민화합 한마당잔치 5,000

함께하는 전북미술 세계미술거장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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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비고

10월

제20회 전주예술제 28,500

2012 전주시민체육대회 관련 전주시장배생활체육대회(게이트볼대회 등 12개대회) 92,300

제11회 전국부부가족마라톤대회 10,000

제8회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전라북도민 줄넘기대회 4,000

제9회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 7,000

전주시생활체육민속경연대회 10,000

제11회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전국합기도무술대회 7,000

2012 체육복지 활성화를 위한 여성게이트볼대회 6,000

제19회 전주시장기 전국동호인탁구대회 10,000

제6회 전주시장기 생활체육 스커시대회 12,500

2012 체육복지 활성화를 위한 전북도민 가족탁구대회 5,000

11월

14 건 93,000

2012년 전북 여성축구단 친선축구대회 2,000

제5회 한국국악대제전 전국대회 7,000

제7회 전주시장배 수영대회 6,000

전라북도 스케이팅 동호인 가족 및 클럽 한마당대회 5,000

여자축구 활성화를 위한 여성 친선축구대회 3,000

제16회 전주시장기 초등학교축구대회 4,000

제19회 전주시장기 테니스대회 4,000

전라북도 실버배구대회 6,000

2012체육복지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생활체육동호인배구대회 3,000

2012체육복지활성화를 위한 전북장애인보치아동호인대회 5,000

2012아리울국제교류 및 제16회 전라북도연합회장기전국배드민턴대회 20,000

제11회 전주시장배 전국도장대항 검도대회 20,000

전주시 서부권 생활체육 친선축구대회 5,000

전주시생활체육풋살동호회 체육대회 3,000

12월

6 건 38,940

동문 지신밟기 행사 10,000

제8회 전주시장배 생활체육스키대회 20,000

2012 체육복지 활성화를 위한 전북동호인클럽 족구대회 7,000

2012 체육복지 활성화를 위한 이순클럽 당구대회 2,000

2012 전주 아시아 태평양 무형문화유산 축제 반납 -10

제14회 이창호배 전국아마바둑선수권대회 반납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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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비고

총     계  (503 건) 23,846,658

1월

33 건 2,099,042

2012년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23,295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35,036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43,000

2012년 상반기 푸드마켓 운영비 25,000

2012년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8,835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 보조금 14,733

2012년도 전주의제21 추진협의회 보조금부(1차) 112,500

2012년 전주시민미디어센터 보조금 76,000

2012년 영화(영상물)촬영 유치지원 252,000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전문상담요원 활동지원 보조금 40,000

2012년 바이전주우수상품 홍보사업을 위한 보조금 5,000

청년취업 2000사업 보조금 94,612

전주문화원 운영지원 37,000

전주전통문화연수원운영 100,000

2012년 전주시체육회 운영 328,000

2012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1/4,2/4분기) 88,320

2012년 어르신체육활동 지원(1/4,2/4분기) 44,160

2012년 생활체육지도자 보조금 13,200

2012년 전주시생활체육회 운영(1/4,2/4분기) 137,054

2012전주시청소년지원센터 운영(1/4분기) 26,250

2012년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1/4분기) 17,800

남자 단기 청소년쉼터 운영(1/4분기) 46,027

남자 중장기청소년 쉼터 운영(1/4분기) 30,476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1/4분기) 45,000

2012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1/4분기) 146,809

2012년 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사업(1/4분기) 24,120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보조금(1/4분기) 30,158

2012년 전주시 유소년축구교실 운영 등 14,400

2012년 수목원 코디네이터 운영 27,950

2012년 1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등 137,907 　

2012년도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1분기) 38,300 　

황손의집 체험관 운영 9,500 　

북전주선 철도건널목(감수2) 운영 2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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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비고

2월

32 건 2,054,639

전국지구 지방JC 사무국장 및 간사 워크샵 보조금 2,000

2012년 온고을 대보름축제 2,000

노송동 대보름맞이 달집태우기 4,000

전주시 청렴계약시민감시관 협의회 운영 (1차) 10,000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30,000

2012 음식업환대문화 개선사업 4,305

2012년 제4회 전주프로젝트 마켓  운영 95,000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32,004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 19,000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운영사업 92,46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2010~2011년 지정기업, 1월분) 133,520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16,000

청년취업 2000사업 장려금 및 보조금(1월분) 84,045

2012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1차 558,302

2012년 전주기접놀이 보존육성 사업추진 19,000

2012년 전주시민국악교실 운영 19,000

학산골 당산대보름 문화축제 5,000

2012년 한국전통문화아카데미 운영(1차) 75,000

목판체험교실운영보조금지급 20,000

2012년 우리소리 우리가락 보조금 지급 38,000

헝가리 한국문화원 개원행사 7,120

2012년 전주시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사업비(인센티브) 2,000

2012년 유명선수 축구교실 운영 6,700

2012년 청소년진로탐색 및 부모교육 5,000

2012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132,650

천년전주 푸른도시추진위원회 운영 60,000

2012년도 2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등 88,451

2012년 3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등 109,532

농촌지도자육성사업 17,100

2012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117,600

2012년 보육시설 냉난방비(1분기) 130,350

2012년 보육시설 냉난방비 11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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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비고

3월

42 건 2,573,399

2012년 전주시 지속가능지표 조사사업 19,000

천안함 2주기 추모제 및 안보결의대회 2,000

2012년 평화통일 활동사업 66,500

2012년 3대시민운동 16,946

2012년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38,000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 203,900

2012년 다문화가족 행복나눔 사업 4,750

2012년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원사업 86,250

2012년 전주시 그린리더활동사업 24,000

2012년 그린스타트 민관실천사업 19,000

2012년 영화(영상물)유치 지원 193,000

사회적기업 경영코칭 아카데미 운영사업 10,000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2010~2011년 지정기업, 2월분) 123,009

청년취업2000사업 장려금 및 보조금(2월분) 92,016

2012년 학교우유급식사업(1월~2월) 236,919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1월,  2월분) 4,320

12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상반기) 142,271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220,000

지방문화원(전주문화원) 사업비 36,000

한옥마을과 함께하는 2012년 정가 대축제 14,250

전주한옥마을 선비길 체험 프로그램 개발 30,000

전주한식반찬클러스터 사업 150,000

전주막걸리 상품개발 70,000

2012년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비빔밥세계화) 120,000

2012년 관광관련 팸투어 15,200

생활체육 실버태극권 보급 및 양성사업 7,600

2012년 제4기 전주시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3,000

2012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지원 45,400

2012년 어머니배구 시민운동 운영에 따른 사업비 18,400

2012.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12,750

2012년 즐거운 주말리그 운영 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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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비고

3월

2012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10,000

2012년 생활체육 동호인 주말리그 운영 128,400

전주시자전거생활협의회 지원사업 28,500

생태하천 협의회 활동지원 63,650

2012년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기관 사업비 19,500

2012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등(4월) 108,068

2012년 2분기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 36,850

2012년 생활개선회육성사업 6,650

2012년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개발 지원사업(1차) 32,000

2012년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운영지원 19,000

2012년 3월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급 1,300

4월

54 건 2,667,340

근로자 우수사업장 벤치마킹에 따른 보조금 10,000

지속가능한 지역정책과 전략을 주제로 한 학술토론회 7,000

제13회 강암서예대전 10,000

제12회 모악산 진달래화전축제 보조금 5,000

원도심 교육공동체 사업에 따른 보조금 10,000

제4회 원동과수원마을 배꽃한마당축제 보조금 3,000

준법풍토 조성 및 학교폭력근절 등 각종 범죄예방사업 보조금 38,000

2012년 새마을 국민교육 보조금 7,600

전주시 청렴계약시민감시관 협의회 운영 (2차) 10,000

2012년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사업 보조금 30,000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직업교육훈련 사업"보조금 71,900

2012년도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사업 보조금(2차) 8,839

2012년 양성평등문화교육사업 8,500

2012년 성매매방지 예방교육사업 4,750

고전번역원 전문가양성 사업 12,000

디지털 영상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따른 보조금 58,000

스마트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따른 보조금 95,000

2012 우체국쇼핑몰 입점 보조금 2,000

2012년도 나라장터 신규등록업체 보조금 3,850

근로자우수사업장 벤치마킹에 따른 보조금 9,500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2010~2011년 지정기업, 3월분) 12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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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비고

4월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보조금 3,600

청년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운영사업 보조금 10,000

청년취업2000사업 (3월분) 85,675

2012년 상반기 돼지써코바이러스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6,600

2012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3월분) 2,160

2012년 전주향교 기로연 2,850

2012년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보조금 15,000

천년전주명품 온브랜드 산업화 사업 150,000

2012년 전주향교 일요학교 운영 4,400

경기전 관광콘텐츠 확충 및 프로그램  운영 100,000

2012년도 전주향교 전통문화학교 운영 10,000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150,000

2012년 도민사회 문화예술교육(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 179,200

전주한식반찬클러스터 사업 보조금 150,000

전통한지 활용 친환경 건축자재 개발 160,000

2012년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2/4분기) 27,273

2012년 전주시청소년지원센터 운영(2/4분기) 26,250

2012년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2/4분기) 21,500

2012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2/4분기) 151,448

2012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2/4분기) 24,120

2012년 생활체육광장 운영 334,200

2012년 청소년문화행사 전주팝핀그랑프리 보조금 3,000

2012년 청소년쉼터 운영(중장기, 단기)(2/4분기) 108,575

2012년 전라북도민체육대회 출전 130,000

2012년 청소년문화행사 학교폭력예방 청소년어울림한마당 "친구야 사랑한다" 3,000

2012 전라북도민체육대회 출전에 따른 보조금 85,000

대통령배 2012 전국 씨름왕 전주시 선발대회에 따른 보조금 1,900

2012년 이중감시 생물테러체계 운영비 4,620

2012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른 보조금 46,698

2012년 5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등 109,038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기념실천대회 보조금 5,000

2012년 한국여성농업인육성사업 5,000

전주시 4-H본부 육성사업 보조금 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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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집행내역 금액 비고

5월

53 건 2,503,668

부모와 함께하는 문화축제한마당 보조금 5,000

서학예술촌 만들기 축제에 따른 보조금 3,000

2012년 대한노인회 노인사회참여사업 지원 보조금 4,000

2012년 푸드마켓 운영비 교부 25,000

2012년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 사업 보조금(3차~4차) 35,358

2012년 양성평등문화교육사업  "문화로 나를 만나다" 보조금 3,000

2012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보조금 70,606

2012년 양성평등 문화교육사업 2,750

폐식용유 수거를 통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보조 4,750

2012년 주민참여형 수질개선사업 보조금 10,000

만경.동진강유역 도랑살리기사업 보조금 20,000

저녹소(NOX)버너 설치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 91,000

인후동 마을이야기 지도만들기 7,000

맞춤형기술인력교육 훈련비및 훈련수당 지급(설비 등 3개과정, 1회) 35,320

2012마을기업육성사업보조금교부결정및교부통지(곡천1차) 15,00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2010~2011년 지정기업, 4월분) 119,219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지원 251,500

청년취업2000사업(4월분) 104,452

2012년 3월분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19,386

2012년 우리밀소비촉진 지원사업(1~2차) 196,510

2012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 보조금(4월분) 2,160

2012년 1/4분기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 936

2012 전주 풍경사진전 사업비 교부 4,750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50,000

2012 문화복지 관람권(문화바우처)지원 사업비 560,783

동학농민군 전주 입성 제118주년 기념대회 보조금 9,500

전통문화연수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보조금 100,000

천년전주 명품 온브랜드 산업화 사업  보조금 188,000

전주한옥마을 스토리텔링사업 보조금 28,500

2012년 전통문화 및 한스타일 상품개발 지원사업(1차) 6,000

여행바우처사업(개인및단체)보조금 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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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비고

5월

2012청소년문화행사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오딧세이" 보조금 3,000

전국체전 등 대회출전에 따른 운영보조금 10,000

제40회 성년의 날 행사에 따른 보조금 15,000

전라북도장애인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보조금 13,300

2012 청소년문화행사 10,000

2012년도 전주시생활체육회 운영지원에 따른 보조금 92,602

전주 대중교통활성화 민관협의회 구성지원 보조금 30,000

2012년 6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등 104,609

2012년도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 보조금(3분기) 33,950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사업급(풍남헌 등 6개소) 153,000

마을재생학교 보조금(5개동) 12,000

2012년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급 46,950

6월

49 건 2,334,483

국제와이즈멘 제54차 지구대회 보조금 4,000

파리 한국전통문화주간 행사에 따른  전주관 운영 추진사업 보조금 12,400

백제문화권의 문화적 위상 재조명 초청특강 보조금 3,000

자원봉사단체 관리자 워크숍 보조금 8,000

한옥마을 클래식 상설공연 보조금 5,000

제17회 전주시 여성주간 기념행사 보조금 9,500

2012년 다문화가족 사회적응지원 보조금 9,500

저녹스버너 설치보조금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 61,600

2012년 어린이 영어캠프 보조금 100,000

전주시 생활과학교실 운영 보조금 20,000

전북독립영화개최지원에 따른 보조금 14,250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운영사업 보조금 92,460

맞춤형기술인력교육 훈련비및 훈련수당 지급(설비 등 3과정-2회) 33,997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2010~2011년 지정기업, 5~6월분) 274,592

청년취업2000사업 보조금(5월분) 124,747

2012년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4~5월분) 182,729

2012년 수출물류비 지원(1~2차) 49,697

2012년 농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사업 보조금 1,000

2012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 보조금(5~6월분) 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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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집행내역 금액 비고

6월

2012년 푸른음악회 보조금 교부 7,000

2012년 한국전통문화아카데미 운영 75,000

2012년 문화복지관람권(문화바우처) 지원사업비 지급(2차) 134,221

2012년 전주문화원 하반기 사업 보조금 28,000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공간 지원 보조금 80,000

문화코디네이터 양성지원 보조금 12,200

제10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행사에 따른 보조금 95,000

전통주 로드투어 및 국선생 캐릭터 개발 보조금 50,000

전주국선생 막걸리프로젝트 술빵, 쿠키개발 보조금 30,000

여행바우처사업 보조금 (5월분) 9,613

대통령배 2012 전국 씨름왕 전라북도선발대회에 따른 보조금 2,850

2012년 전라북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따른 보조금 4,500

전주천양정 제51회 전국남여궁도대회에 따른 운영보조금 15,000

제10회 전라북도 시군구 유소년축구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 17,000

2012년 전라북도민체육대회 출전 -3,506

2012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 운영 보조금(3/4분기) 163,888

2012년 전주시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보조금(3/4분기) 26,250

2012년 청소년쉼터 운영 보조금(단기 및 중장기, 3/4분기) 116,939

2012년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보조금(3/4분기) 22,600

2012년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보조금(3/4분기) 32,173

2012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보조금(3/4분기) 24,120

2012년 이중감시 생물테러체계 운영비(2차) 4,620

주요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1,620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체계 운영비 900

2012년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등(7월분) 115,603

농촌지도자 활성화 보조금 7,000

2012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개발사업 2차교부(전주이강주, 지리산산삼) 32,000

마을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보조금 8,000

도시재생시범지역 지역역량강화사업 82,000

2012년 냉난방비 지급 12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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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집행내역 금액 비고

7월

51 건 1,710,875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체험과 한글보급사업 보조금 10,000

2012년 한국환경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 보조금 3,000

孝실천 사랑의 음식나누기 보조금 2,000

고엽제환자 보훈병원 후송사업 보조금 3,000

전주역 방문객 환영 콘서트 5,000

2012년 출산장려그림,글짓기,사진,포스터 공모전 사업 보조금 4,750

저녹스버너 설치보조금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 22,400

2012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보조금 52,169

2012년 스마트콘텐츠 전문교육 보조금(잔금) 20,000

2012년 디지털 영상편집 전문교육 보조금(2차) 57,000

2012년 바이전주우수상품 홍보사업을 위한 보조금 3,997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전문상담요원 활동지원 보조금(하반기) 31,000

맞춤형기술인력교육 훈련비및 훈련수당지급(전기과정 등 3과정-3회) 33,012

친환경부품소재 탄소분야 생산직전문인력 양성사업 보조금 72,00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2012년도 지정기업, 6월분) 89,444

2012마을기업육성사업 보조금 (곡천2차) 15,000

청년취업2000사업(6월분) 128,377

사회적기업 지역 특화사업 보조금 60,000

2012년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1차) 23,076

2012년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지원 4,675

2012년 6월분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97,762

제25회 전라북도 수석연합회 회원전 사업비 5,000

2012년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42,300

2012년 문화복지관람권(문화바우처) 지원사업비 (3차) 139,701

2012년 혼불문학사업 보조금 47,500

박물관과 함께 떠나는 한지여행 보조금 3,000

2012년 전주 연꽃 문화제 보조금 10,000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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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비고

7월

전주한옥마을로 떠나는 태교음악여행 30,000

도민사회 문화예술교육(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보조금 76,800

한옥마을 슬로시티 상품개발 10,000

한중민간우호포럼 행사에 따른 보조금 2,000

여행바우처사업 보조금(6월분) 8,331

2012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따른 보조금(2차) 36,800

2012년도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2차) 18,400

2012 하반기 전주시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따른 보조금 8,400

2012년도 어르신체육활동지원사업에 다른 보조금(3차) 25,760

2012년도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에 따른 보조금(3차) 51,520

전주시자전거생활협의회 운영 지원 보조금 20,000

2012년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기관 사업비 보조금 19,500

2012년도 마음건강회복홈 운영비 등(6~7월) 6,552

2012년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8월분) 92,649

2012년 한여농전주시연합회 전문 여성리더CEO교육 보조금 4,000

2012년 전주시여성농민회 육성사업 1,160

2012년 전주시농민회 육성사업 1,360

제14회 전주명품 복숭아 큰잔치 행사 19,000

2012년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5,700

한국농업경영인전주시연합회육성사업 9,500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운영지원 30,500

전주 도시재생 국제학술세미나 47,480

2012년 보육시설 냉난방비(7~8월분) 300

8월

24 건 1,309,248

시민과 함께 하는 풍남문 한마당 잔치 보조금 3,000

민주평등 자매결연사업 사업변경 승인 및 보조금 5,000

2012년 전주천 섶다리 축제 보조금 15,000

전주시 온라인행정 컨설팅사업 5,000

제2회 오송제 편백나무숲 작은 음악회 보조금 5,000

천년전주 3대시민운동본부 보조금 17,253

전주시 청렴계약시민감시관 협의회 운영 보조금(3차) 8,500

저녹스버너 설치보조금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 1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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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비고

8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7월분) 216,162

맞춤형기술인력교육 훈련비및 훈련수당(전기과정 등 3과정-4회) 32,019

청년취업2000사업 보조금(7월분) 127,711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보조금(2차분) 251,500

2012년 2/4분기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 1,404

2012년 농촌체험마을사무장지원사업 교부(7월분) 2,160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하반기 보조금 94,848

2012년 수출물류비지원사업(3차) 33,941

2012년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7월분) 106,910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150,000

2012년 여행바우처 보조금 지급(7월분) 10,325

2012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보조금 송금(2차) 56,850

2012년도 9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등 129,565

2012년 한국여성농업인전주시연합회 육성사업 500

2012년 하반기 전주 원도심교육공동체사업 사업비 19,000

보육시설 냉난방비 반납금 인출 및 여입 -600

9월

35 건 1,036,458

다문화가족과 함께 어려운이웃에 송편전하기 보조금 5,000

2012년 젊은전주 창의포럼 보조금 10,000

파리 한국전통문화주간 행사에 따른 전주관 운영 추진사업 보조금 -7,605

제5회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보디빌딩대회에 따른 보조금 4,000

제16회 전주시장배 남·여 클럽 배구대회 보조금 3,000

제13회 영·호남 국민화합 전진대회 보조금 7,400

2012년 보육인 복지지원 보조금 20,000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행사 보조금 15,00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2010~2012 지정기업, 8월분) 224,046

맞춤형기술인력교육 훈련비 및 훈련수당지급(전기과정 등 3과정, 5회) 30,528

2012년 전통시장 택배지원사업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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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비고

9월

2012년 농어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중도금 지급 7,500

2012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 교부(8월분) 2,160

2012년 8월분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106,334

전주완주 통합염원 찾아가는 음악회 보조금 5,000

제 17회 전주전통공예 전국대전 보조금 40,000

2012년 세내문화축제 사업비 19,000

노송천 시민소장품 축제 9,500

제10회 포파양 음식축제 전주비빔밥 홍보 보조금 3,180

제11회 가나자와시 초청 한지공예품전주특산품 전시회 참가 보조금 7,600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음식해설사 양성교육) 10,000

국제슬로시티 전주한옥마을 방송 및 캠페인 제작 송출 60,000

슬로시티 아카데미 및 슬로콘텐츠 발굴사업 20,000

2012년 여행바우처사업(개인및단체) 보조금(8월분) 9,310

2012년 청소년문화행사 우리들의 Tok Talk 튀는 이야기 3,000

제11회 회장기 전국용무도대회 및 용무도학술세미나에 따른 보조금 10,000

제32회 전북농아인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보조금 5,700

2012년 즐거운 주말리그 운영에 따른 보조금 30,000

2012년 전주시민체육대회에 따른 보조금 84,100

2012년 단기 및 중장기 청소년쉼터 보조금(4/4분기) 113,143

2012년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보조금(4/4분기) 18,100

2012년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조금(4/4분기) 26,250

2012년 10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등 111,412

제65회 전국농촌지도자대회 및 현장교육 보조금지급 7,000

전국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포럼 보조금 10,000

10월

43 건 1,925,647

제9회 육군참모총장기 전국축구대회 보조금 1,000

근대선교역사 관광자원화 및 테마파크조성사업 추진 보조금 20,000

제2회 전주현대음악제 유망신인음악회 보조금 1,000

2012년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교부금 3,000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보조금 4,994

2012년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4분기 보조금 37,500

저녹스버너 설치보조금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 15,400

우수기업(인) 예우의 날 행사지원 보조금 8,500

청년취업2000사업 보조금 (8~9월분) 31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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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집행내역 금액 비고

10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2010~2012년 지정기업, 9월분) 205,481

맞춤형기술인력교육 훈련비 및 훈련수당지급(6회) 18,630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두메산골영농조합법인9월분) 3,600

2012년 하반기 돼지써코바이러스 지원사업 보조금 6,600

2012년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 보조금(1차) 3,648

2012년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3/4분기) 2,574

2012 농촌체험마을사무장지원사업부(9월분) 2,160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보조금(2차) 330,380

고품질 농식품 해외 인증 획득비용 지원사업 보조금 3,000

2012 길문화 축제 보조금 14,250

완판본 삼매경 어린이 캠프 30,000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보조금 (2차) 130,000

2012 혼불문학사업 보조금 80,000

창의도시 홍보관 운영 및 음식시연회 보조금 9,000

전주한정식 특성화 사업 보조금 14,250

슬로시티 관리체계 구축 및 만족도 조사 20,000

슬로투어 한스타일 여행상품개발 및 여행학교 운영 35,000

슬로시티 이색체험프로그램 운영 20,000

향토산업육성사업 전주 전통모주개발사업 보조금 35,000

슬로푸드의 상품활성화 및 관광자원화 사업 30,000

2012 세계순례대회 49,000

여행바우처 보조금 21,108

우수외식업지구육성사업 80,000

2012년 전주시민체육대회에 따른 보조금(2차) 5,000

다문화가정 어울림축제 및 가족한마당대회 출전에 따른 보조금 4,500

2012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 보조금(4/4분기) 153,855

2012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보조금(4/4분기) 25,320

2012년 청소년문화행사 수고콘서트 보조금 4,000

2012년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보조금(4/4분기) 24,949

2012년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 보조금(4/4분기) 26,000

2012년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등 105,990

제9회 전라북도 명품 큰잔치 보조금 교부 4,750

골목길 명소화 시범사업 사업비 교부 21,900

보육시설 냉난방비 반납금 인출 및 여입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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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집행내역 금액 비고

11월

26 건 1,339,221

프랑스 2012 한국문화대학 축제  참가에 따른 보조금 3,000

월남전참전자회전주시지회보조금 교부 10,000

저녹스버너 설치보조금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 21,000

우수기업(인) 예우의 날 행사지원 보조금 2,500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지원 27,000

사회적기업 음식(한식)분야 아카데미 운영사업 9,00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2010~2012년 지정기업, 10월분) 225,020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보조금 3,600

사회적기업 성과보고회 및 워크샵 운영 보조금 1,000

청년취업2000사업 보조금(10월분) 149,122

2012년 9월분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96,882

12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보조금 급(8월~10월) 50,335

전주음식세계화사업 1,950

전주한식반찬클러스터사업 120,000

전주향토음식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10,000

12전통문화 및 한스타일 상품개발  지원사업 2차 보조금 14,000

2012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비빔밥세계화사업)보조금(2차) 403,988

2012년 여행바우처사업(개별 및 단체) 보조금 (10월분) 5,148

2012 청소년문화행사 하얀손 페스티벌-비 보조금 4,000

제24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출전에 따른  보조금 5,000

2012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4/4분기 보조금 -921

2012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등(12월) 107,775

제17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보조금 18,922

전라북도 4-H 경진대회 지원 보조금 3,000

제13회 전주배 홍보행사 보조금 9,500

2012년 벼 병해충방제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3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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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비고

12월

61 건 2,292,639

2012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지원(증액분) 보조금 200

2012년 동계청소년 스키캠프 1,800

전주시민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보조금 3,000

2012 전주시 새마을 리더워크숍 행사 보조금 2,850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인건비 지원(2차) 745

우수기업(인) 예우의날 행사지원 보조금 4,00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2010~2012년 지정기업, 11월분) 436,153

사회적기업전문인력지원사업 보조금 2,269

2012년 전주프랜차이즈 CEO 워크숍 행사에 따른 보조금 9,500

청년취업2000사업 보조금(11~12월분) 422,247

2012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교부(10월분) 2,160

2012년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10월~12월) 302,819

2012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보조금 48,094

2012년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교부(11월분) 2,160

녹비종자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최종) 2,596

2012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보조금 62,606

2012년친환경농산물  및 GAP 인증비용 지원사업 보조금 42,077

2012년 친환경유기농업 인증확대 지원사업 보조금 64,902

2012년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100,000

구제역 백신 및 써코바이러스 지원사업 보조금 5,352

2012년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4/4분기) 2,418

전주한옥마을 어린이 힐링캠프 30,000

오늘은 내가 예수병원 의사 사업비 3,000

전주시 예술상 시상식 사업비 9,500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150,000

2012년 여행바우처사업 보조금 52,374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110,000

2012 체육발전유공자 시상식에 따른 보조금 20,000

프로야구 10구단 창단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25,000

전주시 온라인행정 컨설팅사업 보조금(여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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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비고

12월

2012년 청소년쉼터 기능특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지원 보조금 　 24,960

프로야구 10구단 전북유치 서포터즈단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30,000

제18회 전주시생활체조 현장지도자 연수계획에 따른 보조금 8,300

2012년 하반기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1,650

2012년도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167,245

2012년 한국농업경영인 육성사업(가족체육대회) 보조금 5,700

2012년 생활개선회육성사업 보조금 -70

학교4-H과제 활동지원 보조금 2,000

2012년 전주시농민회 육성사업 5,290

2012년 전주시여성농민회 육성사업 5,490

골목길 명소화 시범사업 사업비 24,179

도시재생시범지역 지역역량강화사업(5개소) -27,001

2012년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급 84,221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전문상담요원 활동지원 보조금(하반기) -542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보조금(2차분) -1,000

2012마을기업육성사업보조금(곡천1차,2차) -15,528

2012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12월분) 2,160

2012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보조금 90,796

2012년도 12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8,280

북전주선 철도건널목(감수2) 운영사업 보조금  반납 -2,559

2012년 푸드마켓 운영비 -995

2012년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원사업 보조금 -606

2012년 영화(영상물)촬영 유치지원 및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여입) -14,352

2012년 농어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잔금 7,500

2012년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2

2012년 한국전통문화아카데미 운영 반납 -444

전통주 로드투어 및 국선생 캐릭터 개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849

2012년 생활체육 동호인 주말리그 운영에 따른 보조금 반납 -1,378

2012년 즐거운 주말리그 운영에 따른 보조금 반납 -8,696

2012년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및 단기 청소년쉼터 보조금 반납 -336

2012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보조금 반납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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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액 기관·단체명 근거(법·조례 등)

총 계 15,377,240

출연금

(일반

회계)

200,000 (사)전북대학교 자동차부품금형
기술혁신센터 첨단기계벤처단지조성 및 운영협약

50,000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발전협의회 전주첨단벤처단지조성 및 운영협약

660,000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
구지원사업

우수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신상품개발
사업(국비매칭)

455,000 (재)전북테크노파크 전북테크노파크조성사업 협약

3,975,000 (재)전주기계탄소기술원 전주기계탄소기술원설치 및 운영조례

  800,000 (재)전주문화재단 전주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관한조례

1,815,000 (재)전주생물소재연구소 전주생물소재연구소설치 및 운영조례

600,000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전주인재육성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3,363,000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운영등에관한조례

400,000 국방기술품질원 중소벤처기업국방사업참여지원 협약

300,000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지방재정법 제17조
(전북경제활성화펀드 출연금)

130,000 전북대학교 지방재정법 제17조

10,000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전주시평생교육조례

150,000 전주대학교 지방재정법 제17조

72,000 전주비전대학교 지방재정법 제17조

628,000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전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1,112,000 전주시평생학습센터 전주시평생교육조례

22,800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무 협약

600,00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생산기
술연구원와 협약체결)

21,940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 
설치 운영)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12,500 한국지역진흥재단 지방재정법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