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별월별월별월별 집  행  내  역집  행  내  역집  행  내  역집  행  내  역 금  액금  액금  액금  액 비고비고비고비고

총계총계총계총계 914건914건914건914건 223,884223,884223,884223,884            

1월 107건 소계 46,729     

 각종 스포츠 유치 관련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 1,040       

 동계 전지훈련 전국 중고 태권도 참가팀 격려 3,100       

 동계 전지훈련 전국 중등부 축구 참가팀 격려 1,400       

 군정 협조인사 제공 홍보용 지역특산미 봉황쌀 구입 1,456       

 행정지원 역점시책 추진 유공 공무원 전별금 1,000       

 설 명절 군정 협조인사 제공 홍보용 특산품 구입 1,005       

 동계 전지훈련 전국 초등부 축구 참가팀 격려 1,100       

 주요 투자사업 협조인사 홍보용 특산물 구입 등 100건 36,628     

2월 69건 소계 15,891     

 춘계한국중등축구 연맹전 참가 우수팀 격려 2,000       

 다산강좌 강사와 간담회 등 68건 13,891     

3월 85건 소계 20,384     

 강진군의회 의원 및 실팀소 직원들과 간담회 1,000       

 한국 시문학파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 등과 간담회 1,099       

 군정협조인사와 간담회 등 83건 18,285     

4월 104건 소계 22,340     

 제8회 춘계 한국여자 축구연맹전 참가 우수팀 격려 3,600       

 중앙초등학교 축구 관계자와 간담회 등 103건 18,740     

5월 58건 소계 11,725     

 군정 협조인사를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1,350       

 타 기초자치단체장과 간담회 등 57건 10,375     

6월 77건 소계 13,172     

대통령기 전국종별 럭비선수 참가팀 격려 1,500       

스포츠마케팅 시책 추진 협조인사와 간담회 등 76건 11,672     

2009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009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009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009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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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7월 41건 소계 7,822       

 강진청자 유럽 순회전 개막식 참석 관계자와 간담회 1,409       

 군정 협의를 위한 군의회 의원과 간담회 등 40건 6,413       

8월 60건 소계 10,163     

 강진청자 유럽순회전 방문 인사와 간담회 등 60건 10,163     

9월 66건 소계 15,658     

 한중일 주니어 럭비대회 한국대표팀 격려 등 66건 15,658     

10월 53건 소계 11,102     

 스포츠 대회 개최 협조 인사와 간담회 등 53건 11,102     

11월 78건 소계 20,807     

 제6회 전국교수 축구대회 참가선수단 지역 특산품 선물 1,400       

 군정 협조인사 제공 홍보용 지역특산미 선물 1,911       

 인재육성 협조인사와 간담회 등 76건 17,496     

12월 116건 소계 28,091     

 지역농업특성화 사업 추진 우수부서 격려 1,000       

 축산시책 평가 결과 우수부서 격려 1,000       

 농정업무 종합평가 결과 우수부서 격려 1,000       

 복지정책 종합평가 결과 우수부서 격려 1,000       

 군정 협조인사와 간담회 등 112건 24,0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