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주요 관심항목(별첨)



【별첨 1】

2011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 4,147건 675,693

1월

소      계  : 292건 41,864

시책사업 추진 간담회 등  166건 22,075

주요 행사추진 격려 간담회 등  32건 6,562

현안사업추진 업무협의 간담회 등  74건 11,262

시책추진 물품구입 등  20건 1,965

2월

소      계  : 294건 57,096

시책사업 추진 간담회 등  190건 27,862

주요 행사추진 격려 간담회 등  15건 1,616

현안사업추진 업무협의 간담회 등  57건 8,960

시책추진 물품구입 등  31건 10,658

설날맞이 군경위문 격려 8,000

3월

소      계  : 348건 56,723

시책사업 추진 간담회 등  220건 31,601

주요 행사추진 격려 간담회 등  32건 4,627

현안사업추진 업무협의 간담회 등  73건 12,594

시책추진 물품구입 등  23건 7,901

4월

소      계  : 307건 47,708

시책사업 추진 간담회 등  219건 33,372

주요 행사추진 격려 간담회 등  22건 2,800

현안사업추진 업무협의 간담회 등  45건 6,879

시책추진 물품구입 등  21건 4,657



2011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5월

소      계  : 362건 55,009

시책사업 추진 간담회 등  234건 32,736

주요 행사추진 격려 간담회 등  53건 6,009

현안사업추진 업무협의 간담회 등  41건 8,700

시책추진 물품구입 등  34건 7,564

6월

소      계  : 348건 56,206

시책사업 추진 간담회 등  261건 43,452

주요 행사추진 격려 간담회 등  34건 5,450

현안사업추진 업무협의 간담회 등  33건 3,820

시책추진 물품구입 등  20건 3,484

7월

소      계  : 308건 48,902

시책사업 추진 간담회 등  216건 32,135

주요 행사추진 격려 간담회 등  36건 3,892

현안사업추진 업무협의 간담회 등  32건 4,904

시책추진 물품구입 등  23건 5,813

미국 베이커스필드시 태극기게양대 건립지원 2,158

8월

소      계  : 298건 52,029

시책사업 추진 간담회 등  220건 24,445

주요 행사추진 격려 간담회 등  29건 3,831

현안사업추진 업무협의 간담회 등  30건 8,189

시책추진 물품구입 등  18건 7,464

추석맞이 군경 위문 격려 8,100



2011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9월

소      계  : 341건 45,800

시책사업 추진 간담회 등  258건 33,313

주요 행사추진 격려 간담회 등  33건 3,775

현안사업추진 업무협의 간담회 등  21건 4,484

시책추진 물품구입 등  28건 3,029

미국 베이커스필드시 한인의 날 행사 격려 1,199

10월

소      계  : 348건 50,226

시책사업 추진 간담회 등  253건 32,738

주요 행사추진 격려 간담회 등  31건 2,247

현안사업추진 업무협의 간담회 등  19건 4,978

시책추진 물품구입 등  43건 8,263

군 장병 및 제66주년 경찰의 날 경찰서 위문 격려 2건 2,000

11월

소      계  : 424건 72,889

시책사업 추진 간담회 등  310건 49,445

주요 행사추진 격려 간담회 등  24건 3,783

현안사업추진 업무협의 간담회 등  46건 10,260

시책추진 물품구입 등  43건 7,651

부천함 장병 격려 1,750

12월

소      계  : 477건 91,240

시책사업 추진 간담회 등  335건 63,401

주요 행사추진 격려 간담회 등  49건 8,493

현안사업추진 업무협의 간담회 등  62건 11,879

시책추진 물품구입 등  30건 5,717

부천함 장병 격려 1,750



【별첨 2】

2011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집     행     내     역 금    액 비고

                   총     계  :  152건 5,391,693

1월
소    계 : 1건 110,000

2011년 (사)PISAF 보조금 지원계획 및 1/4분기 보조금 110,000

2월

소    계 : 6건 719,800

2011년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14,400

제15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보조금(1차) 609,400

2011년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20,000

2011년 올해의 작가전 보조금 10,000

제36회 영상의 적 전국사진공모전 보조금 33,000

제28회 경인미술대전 및 새로운 지평전 행사 보조금 33,000

3월

소    계 : 5건 367,200

2011년 (사)PISAF 보조금 지원계획 및 2/4분기 보조금 150,000

제27회 복사골예술제 추진에 따른 보조금(1차) 200,000

제6회 춘덕산 복숭아꽃 축제 보조금 8,000

제11회 춘의동 진달래꽃 축제 보조금 8,000

2011년 상반기 먼마루 도당우물 대동제 보조금 1,200

4월

소    계 : 14건 449,100

새마을문고 제19회 경기도민 문화의 한마당 사업 보조금 800

자연보호 제19회 자연보호정착 그림글짓기대회 사업 보조금 5,800

전국대회 이상 대회 개최(부천시궁도협회) 보조금 40,000

2011년 부천시생활체육회장기 체육대회 보조금 50,000

제3회 부천시장배 전국장애인탁구대회 보조금 24,000

제10회 부천시민과 함께 부르는 노랫가락 한마당 행사 보조금 10,000



2011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집     행     내     역 금    액 비고

4월

제27회 복사골예술제 추진에 따른 보조금(2차) 170,000

2011년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보조금(2차) 80,000

제16회 전국복사골무용경연대회 보조금 15,500

2011년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및 근로자문화제 보조금 25,000

제12회 원미구청장기 축구대회 보조금 8,000

제13회 벚꽃축제 보조금 8,000

2011년 오정구청장기 축구대회 개최 등 운영 보조금 7,000

제7회 까치울축제 보조금 5,000

5월

소    계 : 10건 1,285,514

2011년 부천시생활체육회장배 체육대회 보조금 65,000

2011년 부천국제만화페어 개최 보조금 100,000

제15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시비 보조금 1,026,000

2011년 찾아가는 작은무대 열린공연 보조금 37,500

제21회 부천시장배 바둑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 7,000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시 건립 153주년 부천시 공연단 문화교류 보조금 27,014

제7회 진말몽당축제 보조금 3,000

제12회 소사구청장기 축구대회 보조금 7,000

제7회 오정구 자전거 축제 보조금 10,000

2011년 제12회 고리울 가로공원 음악회 행사사업 보조금 3,000

6월

소    계 : 9건 994,600

제19회 자연보호정착 학생 웅변대회 사업 보조금 1,600

2011년 제3회 부천시장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보조금 30,000

제11회 부천시장배 학생축구대회 겸 제5회 부천교육장배 
학교스포츠 클럽대회 개최 지원 보조금

30,000



2011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집     행     내     역 금    액 비고

6월

2011년 부천시장기 한마음축구대회 보조금 8,000

2011년 (사)PISAF보조금 지원계획 하반기 보조금 330,000

제15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도비보조금 500,000

2011년 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보조금 3,000

제17회 부천전국청소년합창경연대회 보조금 22,000

제11회 복사골청소년예술제 보조금 70,000

7월

소    계 : 7건 65,300

제19회 자연보호정착을 위한 그림 글짓기대회 보조금 4,200

제19회 자연보호정착을 위한 웅변대회 보조금 1,400

2011년 경기도연합회장기 서부지역 부천시게이트볼대회 보조금 5,000

2011년 주말 상설공연 보조금 30,000

2011년 석천농기고두마리공연 보조금 20,000

경기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보조금 3,500

2011년 하반기 먼마루 도당우물대동제 보조금 1,200

8월

소    계 : 9건 456,300

2011년 부천시장기 종목별 종합 체육대회 보조금 115,000

2011년 부천팝스오케스트라 보조금 20,000

제6회 시민 어울림한마당 보조금 100,000

2011년 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보조금 3,000

제5회 기업사랑 한마당축제 보조금 90,000

제5회 기업사랑 한마당축제 보조금(위탁사업비) 100,000

2011년 하반기 한국노총 근로자체육행사 보조금 17,300

제13회 소사복숭아 축제 보조금 8,000

제5회 까치울그림그리기대회 보조금 3,000



2011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집     행     내     역 금    액 비고

9월

소    계 : 52건 665,576

제11회 부천시장기 시민독서경진대회 보조금 7,000

자연보호헌장 선포 제33주년 전국대회 기념 행사 보조금 40,000

전국대회 이상 개최(제3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중 고 
핸드볼 대회) 보조금

40,000

제92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지원 보조금 158,343

2011년 부천시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보조금 27,000

2011년 제13회 국민생활체육 전국연합회장기 야구대회 보조금 20,000

2011년 (사)PISAF 보조금(시책추진보전금) 150,000

제20회 전국남녀 시조경창대회 보조금 10,000

4050 문화시민 세대를 위한 콘서트 보조금 12,000

2011년 에너지절약 부천시웅변대회 보조금 2,000

제38회 원미구 한마음체육대회 운영 보조금 15,633

제38회 원미구 한마음체육대회 민간이전금 3,600

제38회 원미구 한마음체육대회보조금 3,600

제38회 원미구 한마음체육대회 보조금 3,600

제5회 원미동사람들 문학의 밤 축제 보조금 3,000

[제38회 원미구 한마음체육대회]  보조금 3,600

2011년 한마음체육대회 보조금 3,600

제38회 원미구 한마음체육대회 보조금 3,600

2011년 원미구 한마음체육대회 보조금 3,600

2011년 원미구 한마음체육대회 보조금 3,600

제38회 원미구 한마음체육대회 보조금 3,600

제38회 원미구 한마음체육대회 보조금 3,600



2011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집     행     내     역 금    액 비고

9월

2011년 원미구 한마음체육대회 보조금 3,600

제38회 원미구 한마음체육대회 보조금 3,600

제38회 원미구 한마음체육대회 보조금 3,600

2011년 원미구 한마음체육대회 보조금 3,600

제38회 원미구 한마음체육대회 보조금 3,600

2011년 원미구 한마음체육대회 출전 보조금 3,600

2011년 원미구 한마음체육대회 보조금 3,600

2011년 원미구 한마음체육대회 보조금 3,600

2011년 제38회 원미구 한마음체육대회 보조금 3,600

2011년 원미구 한마음체육대회 보조금 3,600

제38회 시민의 날 기념 구민체육대회 보조금 13,000

소사구민체육대회 보조금 3,600

2011년 깊은구지도당제 보조금 3,000

제5회 펄벅축제 보조금 22,000

제38회 시민의 날 기념 소사구민 체육대회 보조금 3,600

38주년 시민의 날 기념 구민 체육대회 보조금 3,600

제38회 소사사랑 구민체육대회 보조금 3,600

2011년 구민 체육대회 보조금 3,600

2011년 소사구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 3,600

소사구민체육대회 보조금 3,600

제38주년 시민의 날 기념 소사구민 체육대회 보조금 3,600

제38회 시민의 날 기념 소사구민 체육대회 보조금 3,600

제38주년 시민의 날 기념 소사구민 체육대회 보조금 3,600



2011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집     행     내     역 금    액 비고

9월

오정구 한마음체육대회 운영 보조금 13,000

오정구민 체육대회 보조금 3,600

제38회 시민의 날 기념 오정구 한마음체육대회 보조금 3,600

오정구 한마음체육대회 보조금 3,600

제38회 오정구 한마음체육대회 보조금 3,600

제38회 부천시민의 날 기념 오정구 한마음체육대회 보조금 3,600

제38회 오정구민 한마음체육대회 보조금 3,600

10월

소    계 : 13건 378,100

전국대회 이상 대회 개최 지원(제6회 복사골마라톤대회) 보조금 4,000

제3회 세계농아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보조금 250,000

2011년 부천시장기 직장부 생활체육 축구대회 보조금 5,000

제92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지원 보조금 7,000

2011년 부천시장배 판타지아 전국 길거리 농구대회 보조금 20,000

2011년 부천자전거대축제 보조금 20,000

경기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보조금 3,500

제10회 복사골 전국국악경연대회 보조금 15,000

윗소사 대동산신제 보조금 3,000

제10회 느티,은행나무 기원제 보조금 3,000

제13회 고리울선사문화제 사업비 보조금 5,000

제13회 고리울가로공원음악회 사업 보조금 3,000

제38회 오정구민체육대회 보조금 3,600



2011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집     행     내     역 금    액 비고

11월

소    계 : 12건 45,053

2011년 부천자전거대축제 보조금 -2,427

2011년 '부천을 빛낸 역사인물전' 보조금 10,000

2011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보조금 3,000

2011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보조금 3,000

2011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보조금 3,000

2011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보조금 3,000

2011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보조금 3,000

2011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보조금 -2,500

2011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보조금 9,000

2011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보조금 3,980

제9회 한마음대축제 보조금 3,000

대장황금들녘 걷기대회 보조금 4,000

12월

소    계 : 14건 -144,850

4050 문화시민 세대를 위한 콘서트 보조금 -1,000

제6회 시민 어울림한마당 보조금 -4,531

제5회 기업사랑 한마당축제 보조금(위탁사업비) -7,100

제5회 기업사랑 한마당축제 보조금 -11,497

2011년 제3회 부천시장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보조금 -1,200

제92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지원 보조금 -59,546

제11회 부천시장배 학생축구대회 겸 제5회 부천교육장배 
학교스포츠 클럽대회 개최 지원 보조금

-1,472



2011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집     행     내     역 금    액 비고

12월

2011년 부천시장기 종목별 종합 체육대회 보조금 -4,081

전국대회 이상 대회 개최 지원(제6회 복사골마라톤대회) 보조금 -293

전국대회 이상 대회 개최(부천시궁도협회) 보조금 -177

2011년 부천시생활체육회장배 체육대회 보조금 -7,455

부천국제만화페어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23

2011년 (사)PISAF보조금 지원계획 하반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8,412

2011년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보조금(2차) -28,063



【별첨 3】

2011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집     행     내     역 금   액 비고

총      계 :  369건 11,685,230

1월
소      계  :  21건 555,806

2011년 상반기 한국자유총연맹 운영 보조금 7,500

2011년 상반기 자연보호부천시협의회 운영 보조금 7,500

2011년 상반기 바르게부천시협의회 운영 보조금 9,500

2011년 상반기 부천시새마을회 운영 보조금 20,500

2011년 상반기 새마을회관 주차장임차료 보조금 951

2011년 체육회 사무국 운영 보조금 106,105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보조금(동계전지 훈련) 35,304

2011년 1/4분기 부천시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보조금 39,838

2011년 1/4분기 부천시생활체육회 일반지도자 인건비 보조금 29,429

2011년 1/4분기 부천시생활체육 어르신지도자 인건비 보조금 9,810

2010년 장애인체육회 상반기 운영 보조금 14,436

2011년 장애인 및 장애아동재활교실 보조금 9,275

부천시 역도훈련장 보조금 7,518

2011년 장애인 생활체육무료교실 보조금 10,000

2011년 상반기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보조금(경상경비) 44,364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 전기요금 보조금(1월분) 6,500

2011년 부천영상미디어센터 보조금 지원계획 및 1/4분기 보조금 100,000

2011년 부천시어머니합창단 운영 지원 부천시 보조금(전반기) 12,500

2011년 상반기 중요무형문화재 부천전수관 보조금 14,000

(재)한국조명연구원에 대한 운영비 보조금 66,277

2011년 상반기 여성축구단 운영 보조금 4,500



2011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집     행     내     역 금   액 비고

2월

소      계  :  19건 467,935

2011년 상반기 새마을 국민교육 보조금 6,467

2011년 상반기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보조금 15,380

2011년 종목별연합회 육성지원 보조금 1,500

2011년 학교체육지도자(1분기) 지원 보조금 86,100

2011년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상반기) 지원 보조금 39,000

2011년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보조금(일반사업비) 42,372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 전기요금 보조금 6,500

2011년 상반기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보조금 64,930

2011년 문화학교 운영 보조금 12,000

2011년 향토문화연구소 운영 보조금 40,000

2011년 근로자 직무교육 및 경제협의체 운영 보조금 8,500

2011년 부천공예체험교육관 년간 공간사용료 보조금 13,664

2011년 상반기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보조금 11,000

2011년 상반기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보조금 17,750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보조금 37,936

2011년 상반기 부천지역노사민정 협력강화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15,000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보조금 44,886

사회복귀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보조금 1,950

오정파랑새 여성축구단 운영보조금 3,000



2011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집     행     내     역 금   액 비고

3월

소      계  : 19건 599,397

2011년 종목별 연합회 육성지원 보조금 35,000

2011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 보조금 26,000

2011년 2/4분기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보조금 39,838

2011년 도 및 전국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보조금 35,000

2011년 각종 장애인체육대회(전국 및 국제대회)출전지원 보조금 10,000

부천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사무실 임차료 보조금 8,707

제36회 경기도학생체육대회 출전 지원 보조금 8,000

2011년 체육 꿈나무교실(상반기) 운영 보조금 30,400

2011년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환경교육 운영단 보조금 40,000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 전기요금 보조금 6,500

2011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보조금 10,320

2011년 부천상공회의소 보조금 130,000

2011년 국내전시(박람)회 참가기업 보조금 16,000

2011년 부천공예체험교육관 운영비(공공요금 및 시설관리비) 보조금 6,000

2011년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보조금 10,636

2011년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보조금 12,000

2011년 국내전시(박람)회 보조금 11,996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4분기 보조금 160,000

2011년 상반기 여성축구단 보조금 3,000



2011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집     행     내     역 금   액 비고

4월

소      계  :  41건 2,369,856

제32회 자연보호 전국대회 및 세미나 참가 보조금 800

2011년 종목별연합회 육성지원 보조금 65,000

2011년 생활체육회 및 종목별연합회 사무실 임차료 보조금 19,084

2011년 경기도장애인 축제한마당 출전비 보조금 10,000

2011년 부천시생활체육회 일반지도자 인건비 2/4분기 29,429

2011년 부천시생활체육회 어르신전담지도자 인건비 2/4분기 9,810

2011년 학교체육지도자 지원 보조금(2분기) 84,300

제57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지원 보조금 300,000

2011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보조금 20,000

2011년 2/4분기 장애인 및 장애아동 무료교실 보조금 4,400

2011년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사업 보조금 6,000

2011년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보조금(그린스타트 실천사업) 4,000

2011년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보조금
(생태환경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사업)

9,000

2011년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보조금(환경의 날 실천사업) 10,000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 전기요금(4월분) 6,500

2011년 부천영상미디어센터 2/4분기 보조금 100,000

2011년 1, 2분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보조금
(재미있는 만화애니개발지원)

500,000

2011년 1, 2분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보조금
(디지털만화유통지원 플랫폼구축)

400,000

2011년 1, 2분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보조금
(만화애니강소기업육성 등)

300,000

2011년 수주문학 축제 지원 보조금(1차) 10,000

2011년 국내 전시(박람)회 보조금 12,222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보조금 12,000



2011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집     행     내     역 금   액 비고

4월

2011년 국내전시(박람)회 참가기업 보조금 14,597

2011년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보조금 10,620

2011년 농산물간이집하장 임차료 보조금 2,242

2011년 1/4분기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보전금 보조금 887

2011년 상반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보조금[한국노총] 30,716

부천시 노사공동 수요자능력개발사업 상반기 보조금 40,000

2011년 상반기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보조금 [산업진흥재단] 39,500

부천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상반기 지원 사업비 보조금[시상금] 35,400

부천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상반기 사업비 보조금 30,510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 상반기 지원사업 보조금 17,000

2011년 평생학습마을만들기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10,000

2011년 일자리 연계 등 특성화사업 보조금 30,000

2011년 성인문해(문자해득) 교육사업 보조금 70,000

2011년 우수학습동아리 보조금 9,500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공동캠프비 보조금 2,000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보조금 71,441

사회복귀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보조금 2,900

2011년 음식문화개선 아동연극 제작공연 보조금 30,000

오정경찰서 어머니폴리스 운영 보조금 10,000

5월

소      계  :  29건 1,431,434

2011년 부천 국제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 보조금 20,000

2011년 한미 청소년 부천 국제교류 캠프 보조금 15,000

중앙공원 토요나눔장터(프리마켓) 운영 보조금 24,660



2011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집     행     내     역 금   액 비고

5월

2011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금 보조금 40,700

2011년 도 및 전국 생활체육대회 출전 보조금 35,000

2011년 각종 장애인체육대회(전국 및 국제대회)출전 보조금(2차) 20,000

2011년 종목별연합회 육성지원 보조금 39,800

제57회 경기도체육대회 입상 장려금 보조금 34,500

부천시체육회 사무국 운영 보조금 2,262

제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 지원 보조금 8,000

2011년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보조금(도시문화위원회 실천사업비) 3,000

공동주택 보조금(은하주공1단지 외 5개소) 74,402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 전기요금 보조금(5월분) 6,500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교육사업 상반기 보조금 7,790

외국인노동자 한국어교실 운영 사업 상반기 보조금 6,990

2011년 2분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국도비 보조금
(디지털만화유통지원플랫폼사업)

500,000

2011년 2분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국도비 보조금(만화규장각사업) 400,000

2011년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보조금(부천시민연합) 20,000

2011년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보조금 10,000

2011년 제20회 어머니합창단 정기연주회에 따른 부천시 보조금 3,000

2011년 우수공예품개발 지원보조금 20,000

2011년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보조금 10,860

2011년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보조금 11,092

2011년 국내전시(박람)회 참가기업 보조금 15,481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보조금 38,897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보조금 1,500



2011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집     행     내     역 금   액 비고

5월

사립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보조금 32,000

부천원미어머니폴리스 운영 보조금 20,000

소사경찰서 어머니폴리스 운영 보조금 10,000

6월

소      계  :  43건 2,013,527

2011년 부천시민통일문화제 보조금 20,000

2011년 하반기 부천시새마을회 운영 보조금 20,500

2011년 하반기 새마을회관 주차장임차료 보조금 951

2011년 하반기 한국자유총연맹 운영 보조금 7,500

2011년 하반기 바르게살기부천시협의회 운영 보조금 9,500

2011년 하반기자연보호부천시협의회 운영 보조금 7,500

2011년 하반기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보조금 44,620

2011년 장애인체육회 운영보조금 18,564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수영부 훈련장 사용료) 보조금 5,250

가맹경기단체(부천시유도회)사무실 임차료 보조금 705

제57회 경기도체육대회 입상 장려금(추가) 900

2011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 보조금 37,300

2011년 종목별연합회 육성지원 보조금 18,700

2011년 부천시생활체육회 어르신 전담지도자 인건비 3/4, 4/4분기 보조금 19,580

2011년 하반기 부천시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보조금 91,285

2011년 부천시생활체육회 지역단위 지도자 인건비 3/4, 4/4분기 보조금 58,783

2011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비(1차분) 7,616

2011년 하반기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보조금(경상경비) 44,264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보조금(삶의질위원회 실천사업) 3,000



2011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집     행     내     역 금   액 비고

6월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보조금(기후행동위원회 실천사업) 5,000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보조금(녹색사회경제위원회 실천사업) 4,000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보조금(정책위원회 실천사업) 11,000

공동주택 보조금(무지개동신 외 5개소) 65,871

공동주택 보조금(송내성우 외 3개소) 57,660

공동주택 보조금(한라주공 2단지 외 5개소) 83,348

공동주택 보조금(연화건영외 2개소) 35,606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보조금(6월분) 6,500

2011년 부천영상미디어센터 보조금 지원계획 및 하반기 보조금 150,433

2011년 3/4분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보조금
(디지털만화 유통지원 플랫폼구축)

500,000

2011년 3/4분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보조금
(재미있는 만화애니 개발지원)

334,000

2011년 3/4분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보조금
(만화애니 강소기업육성 유통활성화)

200,000

중요무형문화재 제49호 송파산대놀이 사업에 따른 보조금 9,000

제7회 오정구 자전거축제 공연활동 보조금 1,500

2011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보조금 10,320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조성 축하공연에 따른 행사 보조금 1,500

부천시 시민창안대회 보조금 24,778

2011년 부천상공회의소 보조금(하반기) 60,000

2011년 국내전시(박람)회 참가기업 보조금 9,525

2011년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보조금 9,243

2011년 국내전시(박람)회 참가기업 보조금 11,846

2011년 하반기 외국인근로자 공동체사업(여름캠프) 보조금 3,000

야간연장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 교재 및 재료비 1,880

자기주도학습 특별강연 회비 1,000



2011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집     행     내     역 금   액 비고

7월

소      계  :  24건 938,583

2011년 하반기 새마을국민교육 보조금 8,503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보조금 270,000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진영정보고) 보조금 5,000

2011년 하반기 가맹경기단체 지원 보조금 31,000

2011년 하반기 체육꿈나무 교실 운영 보조금 29,600

2011년 하반기 부천시체육회 사무국 운영 보조금 119,834

2011년 3/4분기 장애인 및 장애아동재활교실 보조금 7,925

공동주택 보조금(송내 우성아파트) 22,906

공동주택 보조금 46,513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 전기요금 보조금(7월분) 6,500

부천시 어머니합창단 운영 지원(하반기) 보조금 12,500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보조금 6,000

제18회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 보조금 10,000

2011년 문화바우처 문화카드 사업비 예탁금 65,000

2011년 하반기 지방문화원사업활동 보조금 63,570

2011년 하반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보조금 8,200

제11회 여수국제청소년축제 참가에 따른 행사보조금 3,000

2011년 국내전시 참가기업 보조금 10,420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5차년도 사업비(시비) 100,000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보조금 6,956

2011년 2/4분기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1,128

2011년 성인문해(문자해득) 교육사업 보조금 3,600



2011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집     행     내     역 금   액 비고

7월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보조금 3,600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보조금 96,828

8월

소      계  :  28건 755,101

2011년 학교체육지도자 지원 보조금(3분기) 85,200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공동전기요금지급(8월) 6,500

공동주택 보조금(소사두산삼성 외 1개소) 28,331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 사업 보조금(2차) 12,210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실 운영 사업 보조금(하반기) 6,350

부천덕산초 꿈바라기 한평 공원꾸미기 사업에 따른 보조금 7,500

제21회 경기올림피아드 연극제 6,000

2011년 시군예술단체 사업지원 119,700

경기예고 연극영화과 정기공연에 따른 보조금 3,000

부천"시민칭안대회" 보조금 2차분 25,222

태양광주택 100만호 보급 지원사업 보조금 14,000

원종종합시장 상인조직 역량 강화사업 보조금 1,500

2011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보조금 5,509

2011년 부천공예체험교육관 운영비(공공요금 및 시설관리비) 보조금 6,000

2011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보조금 6,636

2011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보조금 4,950

2011년 하반기 노조간부, 근로자교육 및 근로자업시찰 및 교류사업비 25,000

부천시노사공동 수요자능력개발사업 하반기 40,000

2011년 하반기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산업진흥재단) 39,500

2011년 하반기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한국노총) 33,954



2011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집     행     내     역 금   액 비고

8월

노사협력강화프로그램 운영사업(시비) 하반기 20,000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 하반기 17,000

2011년 하반기 외국인근로자지원사업비 19,450

부천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하반기 지원사업비(시상금) 24,600

부천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프로그램운영(국비) 하반기 29,49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보조금(2차) 160,000

2011년 하반기 여성축구단 보조금 4,500

2011년 하반기 여성축구단 보조금 3,000

9월

소      계  :  18건 610,852

제22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보조금 120,000

2011년 도 및 전국 생활체육대회 출전 보조금 70,000

2011년 경기도장애인생할체육대회 보조금 30,000

2011년 제6회 경기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 보조금 4,000

공동주택 보조금(꿈동산 신안아파트외 2개소) 53,644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 전기요금(9월분) 6,500

2011년 원미자율방범연합대 체육대회 보조금 6,000

2011년 소사,오정 자율방범연합대 체육대회 보조금 8,000

2011년 지정무형문화재(궁시장)보존전승 보조금 9,000

2011년 수주문학제 보조금 40,000

제4회 오정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행사 보조금 3,000

지정무형문화재(장말도당굿)보조금 9,000

2011년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보조금 180,000

2011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보조금 7,555



2011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집     행     내     역 금   액 비고

9월

농촌지도자 현지연찬교육 보조금 3,000

청장년 부천시 특화산업 인력양성프로그램 보조금(시설사용료) 18,154

2011년 성인문해교육지원 보조금 33,000

사립문고 지원도서 납품대금 10,000

10월

소      계  :  32건 1,278,910

2011년 한미 청소년 부천 국제교류 캠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351

2011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보조금 1,200

U-부천포럼 보조금 3,000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지원 보조금 9,000

2011년 전국유명선수 어린이 축구대회 보조금 3,000

제3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보조금 13,000

2011년 4/4분기 장애인 및 장애아동 재활교실 5,400

2011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2차분) 3,264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보조금(도시문화위원회 실천사업) 2,000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보조금(환경교육운영단, 2차분) 3,000

2011년 하반기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보조금(경상경비) 5,000

영안아파트외 1개소 공동주택 보조금 31,719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6,500

2011년 4/4분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국도비
(디지털만화유통지원 플랫폼 구축)

600,000

2011년 4/4분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국도비(디지털만화규장각) 400,000

제92회 전국체전 성공기원 축하공연 보조금(이미희필무용단) 3,000

제92회 전국체전 성공기원 축하공연 보조금(홍미선벨리댄스) 3,000

제1회 부천문인화협회 회원전시회(창립전) 보조금 3,000



2011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집     행     내     역 금   액 비고

10월

문화소외지역 초등학교 문화예술프로그램 행사 보조금 2,000

문화소외지역 초등학교 문화예술프로그램 행사 보조금 3,000

문화소외지역 초등학교를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보조금
(꿈을 이룬 사람들의 여행2)

3,000

문화소외지역 초등학교를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보조금
(꿈을 이룬 사람들의 여행) 3,000

제13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축하공연 보조금 3,000

제13회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축하공연 보조금 3,000

원종종합시장 상인조직 역량 강화사업 보조금 1,200

태양광주택 100만호 보급 지원사업 보조금(2차) 10,000

2011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보조금 11,572

2011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보조금 7,030

2011년 3/4분기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1,321

2011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보조금
(텔레마케터 양성 교육프로그램)

59,510

2011년 4/4분기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운영 보조금 73,345

2011년 4/4분기 사회복귀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 보조금 3,200

11월

소      계  :  23건 526,965

학교체육지도자 지원 보조금(4분기) 84,750

부천시체육회 사무실 임차료 5,589

2011년 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보조금 1,700

2011년 종목별 훈련참여 우수선수 지원 보조금 120,000

2011년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보조금 -3

제3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보조금 -16

2011년 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지원 보조금 3,300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 전기요금 6,500



2011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집     행     내     역 금   액 비고

11월

2011년 문화바우처 문화카드 사업비 예탁금(2차) 163,121

2011년 문화바우처 문화카드 사업비 68,429

고3학생 및 수능수험생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행사 보조금 3,000

고3학생 및 수능수험생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행사 보조금 3,000

『고3학생 및 수능수험생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해그늘체육공원 조성 축하공연에 따른 보조금

1,700

『고3학생 및 수능수험생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보조금 3,000

고3학생 및 수능수험생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행사 보조금 4,500

샐비어OB합창단 정기발표회 개최에 따른 행사 보조금 1,500

2011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보조금 5,956

2011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보조금 10,020

2011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보조금 10,467

꿈여울 청소년 자기주도학습 교재비 및 재료비 1,750

꿈여울 청소년 자기주도학습 강사료 4,000

2011년 추억의 썰매장 운영 보조금 22,000

아름다운 골목길 가꾸기(능소화 보식) 2,702

12월

소      계  :  72건 136,863

2011년 하반기 새마을국민교육 보조금 -208

제22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3,082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6,500

초등학교 대상 뮤지컬 및 오페라 지원에 따른 보조금
(찾아가는 음악회 오페라야 놀자)

1,500

초등학교 대상 뮤지컬 및 오페라 지원에 따른 보조금
(어린이 가족극 이빨빠진 호랑이)

2,000

고3학생 및 수능수험생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행사 보조금 1,300

부천시 시민창안대회 보조금 -2,395



2011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집     행     내     역 금   액 비고

12월

2011년 저소득층 생활안정 연탄지원 12,595

저소득층 생활안정 연탄지원 95

2011년 그린빌리지조성사업 설치비 지원 148,200

전통시장 상인 의식개혁 및 경영개선 교육 보조금 20,000

2011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보조금 9,889

2011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보조금 8,242

2011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보조금 6,383

2011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보조금 12,301

2011년 4/4분기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1,457

2011년 국가만성병감시사업(퇴원손상심층조사) 운영비 3,590

2011년 국가만성병감시사업(퇴원손상심층조사) 운영비(다니엘병원) 560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보조금(3차) 50,000

국가만성병감시사업(퇴원송장환지심층조사) 470

2011년 국가만성병 감시사업(퇴원손상심층조사) 국고보조금 720

한울빛 자기주도학습 코칭 부모학교 교재 및 재료구입비 1,513

한울빛 자기주도학습 코칭 부모학교 강사료 2,000

한울빛도서관 자기주도학습 부모학교 현수막 제작비 27

꿈빛도서관 자기주도학습 부모코칭 강연회 강사료 1,000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홍보용 스텐드 구입비 63

추억의 논 썰매장 운영 보조금 15,000

추억의 논 썰매장 설치 운영에 따른 보조금 20,000

2011년 하반기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보조금 -13,827

2011년 4/4분기 장애인 및 장애아동 재활교실 -179



2011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집     행     내     역 금   액 비고

12월

2011년 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지원 보조금 -21

2011년 장애인체육회 운영 보조금 -27

2011년 부천시생활체육회 지역단위 지도자 인건비 3/4, 4/4분기 -2,276

2011년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보조금 -6

2011년 4/4분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보조금 -91

2011년 부천 국제 청소년 홈스테이사업 보조금 정산 -607

중앙공원 토요나눔장터(프리마켓) 운영 -17

U-부천포럼 보조금 -688

제57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지원 보조금 -6,218

2011년 종목별 훈련참여 우수선수 지원 보조금 -796

제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 지원 보조금 -62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지원 보조금 -611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보조금 -1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수영부 훈련장 사용료) 보조금 -2,109

학교체육지도자 지원 보조금(4분기) -2,317

2011년 하반기 체육꿈나무 교실 운영 보조금 -3,306

2011년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상반기) 지원 보조금 -275

2011년 하반기 부천시체육회 사무국 운영 보조금 -1,338

2011년 하반기 부천시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보조금 -376

2011년 하반기 가맹경기단체 지원 보조금 -685

2011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 -1,518

2011년 하반기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보조금(경상경비) -105

디지털유통 플렛폼 구축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78,906



2011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집     행     내     역 금   액 비고

12월

디지털만화규장각 사업 집행잔액 반납 -430

재미있는 만화애니 개발지원 사업 집행잔액 반납 -6,926

만화애니 강소기업육성 유통활성화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4,295

2011년 부천영상미디어센터 보조금 지원계획 및 하반기 보조금 -34,907

2011년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보조금(부천시민연합) -14

2011년 부천상공회의소 보조금(하반기) -672

전통시장 상인 의식개혁 및 경영개선 교육 보조금 -3,512

2011년 근로자 직무교육 및 경제협의체 운영 보조금 -720

부천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하반기 지원사업비(시상금) -57

부천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프로그램운영(국비)(하반기) -1,713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하반기 지원 사업비 -2,010

노사협력강화프로그램 운영사업(시비) 하반기 사업비 -241

2011년 하반기 외국인근로자지원사업비 -5

부천시노사공동 수요자능력개발사업(하반기) -161

2011년 하반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산업진흥재단) -8,107

2011년 하반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한국노총) -1,686

2011년 우수학습동아리 보조금 -16

2011년 일자리 연계 등 특성화사업 보조금 -47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보조금(3차) -978



【별첨 4】

2011년 출연·출자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기관·단체명
근거 및 내용

(법·조례명 등)

출연금

소    계 14,069,387  

일반회계 10,000 경기도지사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반회계 1,178,103 (재)부천산업진흥재단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반회계 1,500,000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반회계 1,377,000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조례

일반회계 12,500 한국지역진흥재단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일반회계 415,680 (재)부천산업진흥재단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반회계 200,000 부천근로자장학재단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일반회계 2,000,000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일반회계 714,241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경기도 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경기콘텐츠진흥원 
공동지원협약

일반회계 250,000 경기도지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육성조례

일반회계 485,930 (재)부천산업진흥재단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반회계 303,680 (재)부천산업진흥재단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반회계 1,377,000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조례

일반회계 800,000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반회계 11,930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제146조

일반회계 1,379,827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조례

일반회계 1,020,000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반회계 714,241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경기도 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경기콘텐츠진흥원 
공동지원협약

일반회계 275,931 (재)부천산업진흥재단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반회계 30,000 (재)부천문화재단 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반회계 13,324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제14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