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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세부 집행내역 액 비 고

총계 889건 261,118

1월

33건 소계 17,614

국제자매결연지역 계자 특산품 선물 외 10건 9,715

투자유치시설 사용구단 계자와 간담회 외 18건 6,997

구제역 비상근무자 노고 격려 외 2건 602

2월

53건 소계 14,038

2014강진청자엑스포 추진 조인사와 간담회 외 15 3,774

청자 표축제 선정 조 인사 특산품 구입 외 13건 6,370

설 명 구제역 방역 소 근무자 격려 외 22건 3,894

3월

109건 소계 32,027

군정 자문 조인사와 간담회 외 54건 11,751

국도비 확보 조인사 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외 35건 15,277

안업무 추진 노고 공무원 격려 외 14건 4,109

국 스포츠 회 참가 다과 선물 외 1건 640

럭비인의 밤 축하 화분 250

4월

52건 소계 14,030

투자유치 조인사 군 홍보용 특산품 선물 외 9건 5,289

국 스포츠 회 개최 조인사와 간담회 외 27 5,244

산불 비상근무자 격려 외 11건 2,821

방분 인사 용 다과 구입 외1건 676

5월

46건 소계 13,647

청자활성화 방안 의 회의 참석 인사와 간담회 외 25건 8,219

군정 조인사 군 홍보용 특산품 선물 외 15건 4,825

지방재정 조기집행 노고 계 격려 외 2건 503

군정 조인사 방문 과일 바구니 선물 100

6월

90건 소계 23,898

투자유치 조인사 지역특산품 홍보용 선물 외 47건 7,464

국 회 체육행사 방문 인사와 간담회 외 26건 14,209

산림 직원 격려 외 11건 1,330

방문인사 용 다과 구입 외 2건 895

별첨 #1

2011년도 시책추진업 추진비 집행내역
(단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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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세부 집행내역 액 비고

7월

90건 소계 19,877

조기집행 업무 계자 노고 격려 외 4건 685

군정 조인사 방문 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외 5건 3,782

아트홀 BTL확보 책회의 외 78건 15,410

8월

98건 소계 32,504

투자유치 조인사 투자의향 간담회 외54건 13,670

군정 조인사 방문 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외 27건 16,043

테마 허수아비 제작 설치에 따른 직원 격려 외 14건 2,791

9월

89건 소계 28,820

주요 군정업무 조에 인사와 간담회 외 53건 10,649

기획실 직원 주요 군정업무 추진 단합 격려 외 14건 2,853

군정 조인사 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외 19건 15,318

10월

53건 소계 19,803

국 행정 평가 수상 격려 외 5건 1,866

군정 조인사 군 홍보용 특산품 외 10건 5,658

강진읍 북 등학교 야구부 창단식 축하 화환 외 1건 150

지방자치 경 상 수상 격려 만찬 외 34건 12,132

11월

88건 소계 28,251

산편성 업무 계자 노고 격려 외 10건 2,589

한올 문학잔치 축하 화분 달 50

군정 조인사 방문 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외 16건 6,711

특별교부세 산확보 의 간담회 외 58건 18,892

12월

87건 소계 16,608

평생학습추진 약 간담회 오찬 외 56건 8,537

북 등학교 총동문회 개최에 따른 축하 화분 외 1건 170

미화요원 업에 따른 체작업 노고 격려 외 21건 5,582

군정 조인사 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외 5건 2,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