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2,164 1,832

제25회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  11월 농촌지도자태백시연합회 농업인의 날 행사 2 2
제27회 태백산 눈축제 전국 대학생 눈조각 경연대회 1월 태백청년회의소 75 75
제27회 태백산 눈축제 전국 눈곷등반대회 1월 태백시산악연맹 15 15
제22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태백지부 정기회원전    10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태백지부 3 3
제30회 태백전국사진공모전    10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태백지부 9 9
제1회 시민들과 함께하는 여전展    11월 (사)한국미술협회 태백지부 4 4
2020년 제12회 (사)한국미술협회 태백지부 회원정기전    1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3 3
2020년 벽화그리기 공모사업  사업   3월~12월 태백청년회의소 91 73
2020년 지역대표공연예술제(제13회 하늘과 태백의 만남) 사업   7월 사)강원민예총태백지부 38 38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이벤트 7월 (사)세존문화예술 1 1
제20회 태백가요제 사업   9월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태백지회 4 4
2020년 태백펠리체 공연    8월 한국음악협회 태백지부 3 3
태백문곡웃벌산간민요공연 "2020년 산간메나리 소리향연“    8월 태백문곡웃벌산간민요보존회 4 4
2020년 제15회 태백아라레이보존회 정기공연    9월 태백아라레이보존회 2 2
2020년 제27회 한밝백일장    9월~11월 (사)한국문인협회태백지부 2 2
2020년 제38회 태백서우회전    10월 태백서우회 2 2
2020년 제16회 국악명인 초청공연    11월 한국국악협회 태백지부 4 4
2020년 시민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12월 한국음악협회 태백지부 4 4
2020년 제12회 한여름밤의 예술문화향연  사업   8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태백지회 27 27
제24회 한강발원제    8월 사단법인 한국상록회 태백상록회 6 6
한강발원제 물품구입    8월 사)한국상록회 태백상록회 6 6
제7회 태백관광전국사진공모전    10월 (사)사협 태백지부 20 20
2020 KOREA DRAG GRAND PRIX 대회 개최  10월 태백시체육회 14 14
2020 KOREA DRAG GRAND PRIX 대회 개최  (2차분) 10월 태백시체육회 14 14
제15회 국무총리배 세계 바둑대회     10월 태백시체육회 111 103
2020 태백모터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8월 태백시체육회 100 100
2020년 태백시장컵 스피드레이싱 대회 개최  11월 태백시체육회 184 184
강원도 유소년 클럽 축구대회(U-7) 개최  5월~6월 태백시체육회 20 20
2020 강원자전거 대행진 개최  11월 태백시체육회 10 5
제31회 문체부장관기 전국 중고 남녀 태권도대회     8월 태백시체육회 291 290
3.1절 기념 제21회 태백시민 건강달리기 대회 개최  3월 태백시체육회 11 11
제19회 한강낙동강 발원지 태백시 사회인 야구리그 대회 개최  3월~10월 태백시체육회 4 4
2020년 시장기 등 생활체육대회 개최  3월~11월 태백시체육회 89 70
양대강발원지잇기 제20회 태백시민 한마음 달리기 대회 개최  11월 태백시체육회 10 9
제50회 협회장기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대회 10월 태백시체육회 219 12
2020년 전국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3월~12월 태백시체육회 60 13
2020년 태백시체육회 엘리트체육대회 참가    1월 태백시체육회 25 3
제56회 전국추계대학축구연맹전  8월 태백시체육회 395 395
2020 태백 리틀 챔피언스 디비전컵 축구대회 7월 태백시체육회 50 50
제19회 태백산 산상 바둑대회 개최  9월 태백시체육회 20 20
제17회 태백산기 전국 종합 핸드볼대회 7월 태백시체육회 190 188
제4회 태백산배 생활체육 탁구대회 미개최에 선집행액) 미개최 태백시체육회 9 9
제10회 태백산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개최  8월 태백시체육회 1 1
2020 태백시 노사민정 한마음 화합 대회    5월 태백상공회의소 10 10
2020년 태백시 주민자치협의회 워크숍    12월 태백시주민자치협의회 2 0

2020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민간행사보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