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7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2,169 2,169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까치마을주민협의회 외 5 24 24

구 생활체육회 지원 사하구체육회 54 54

국민체력100사업 동아대학교산학협력단 
사하구국민체육센터 160 160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2 2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법사랑 18 18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하구청년연합회 15 15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하구체육회외 2 12 12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 새마을운동 사하구지회 39 39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사하구협의회 28 28

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한국자유총연맹 사하구 지회 22 22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해병대전우회 5 5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자연보호사하구협의회 2 2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하구체육회 51 51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하구체육회 102 102

시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사하구체육회 2 2

시민생활 체육대회 참가 사하구체육회 18 18

시장기 게이트볼 대회 참가 사하구체육회 2 2

어르신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하구체육회 3 3

여성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하구체육회 2 2

[별지2]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열린구정 실편 및 유관기관 협조 
강화

민주평통 사하구협의회 10 10

해양스포츠 지원 대한카이트보딩협회 20 20

성인 문해 교육지원 열린시민터 해봄 사하평생교육원 33 33

평생학습 지원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외 2 6 6

문화예술 활동지원 사하미술협회 외 4 22 22

사하문화원 지원 사하문화원 45 45

작든도서관 운영 가온누리작은도서관외 15 1 1

사회단체 활동 지원 광복회 서부연합지회 외 9 67 67

사회단체 활동 지원 사하구사회복지사협회 3 3

사회단체 활동 지원 사하구청소년지도협의회 9 9

노인복지증진 활동 지원 대한노인회사하구지회 14 14

장애인복지증진 활동 지원 사하구장애인협회 10 10

여성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하구 여성단체협의회 외 2 5 5

여성단체 공익활동 지원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사하지부 3 3

사회적기업 지원 ㈜유즈드북 외 11 406 406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지원

부산사하창업비즈니스센터 50 50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이세이빙 외 5 38 38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부산산업네트워크협의회 139 139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대장금밥상 외 1 8 8

지역 일자리창출 우수사업 지원 동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0 10

김 활성처리제 구입 지원 부산시 수협 8 8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나잠어업인 20명 4 4

도시 옥상텃밭 조성 하단2동 노을나루길 봉사회 외 8 61 61

마을기업 지원 감천문화마을엄마손협동조합 10 10

밭농업 직불제 밭농업 종사 농업인 6명 0.5 0.5



✤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290 290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5월 감천문화마을주민협의회 140 140

카이트보딩대회 6월 대한카이트보딩협회 15 15

구민체육대회 11월 사하구체육회 98 98

하단포구 웅어축제 5월 부산시수협 하단어촌계 5 5

다대포항문화축제 11월 다대포어항문화축제추진위원회 32 32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불가사리 구제 다대어촌계 0.06 0.06

지역전략식품사업 육성 부산어묵전략식품사업단 520 520

재난 사전예방 하단청구아파트 9 9

선진교통문화조성사업 지원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부산사하지
회 5 5

공동주택 관리 지원 다대다해 등 12개 아파트 92 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