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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내방객 방문 홍보용 특산품 구입 삼손푸드㈜ 750,000 시책운영

8.1. 폭염 대음 업무 추진 직원 등 격려 재난안전실 직원 등 18명 삼미회관 356,000 기관운영

8.2. 폭염 대응 농작물관리 업무 추진 직원 등 격려 농업축산과 직원 등 15명 한우명가 354,000 기관운영

8.7. 하반기 주민정보화교육 업무추진 직원 등 격려 정보통신담당 등 5명 운천식당 120,000 기관운영

8.14. 소속직원 경조사비 지급 주민복지과 1명 50,000 기관운영

8.17. 폭염대비 과수피해 조사 업무 추진 직원 등 격려 기술보급과 직원 등 10명 다오아보쌈웰빙수제비 170,000 기관운영

8.17. 영호남 농업인 화합한마당 행사 업무추진 직원 등 격려 농업축산과 직원 등 10명 함지박 239,000 기관운영

8.20. 군의회 임시회 업무 추진 직원 등 격려 기획담당 등 12명 한국의 집 250,000 기관운영

8.20. 나노산단조성 업무협의 관계자 특산품 구입 나노산단조성 업무협의 관계자 등 관내 농가 150,000 시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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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나노산단조성 업무협의 관계자 특산품 구입 나노산단조성 업무협의 관계자 등 관내 농가 150,000 시책운영

8.21. 읍면 산업담당 등 노고 격려 읍면 산업담당 등 14명 석천수산 424,000 기관운영

8.22. 홍보, 행정업무 추진 직원 등 격려
홍보담당, 미디어팀,

행정담당 직원 등 15명
삼미회관 180,000 기관운영

8.22. 8월 중 도공무원교육원 교육생 등 격려
중견간부교육생

신규자교육생 등 10명
귀향정 325,000 기관운영

8.23. 청렴문화 체험교육 업무 추진 직원 격려 청렴교육담당 등 5명 산골짜기 140,000 기관운영

8.23. 태풍대비 안전대책 업무 추진 직원 격려 안전총괄담당 등 11명 장성소고기 378,000 기관운영

8.24. 태풍대비 재난업무 추진 직원 격려 토목담당, 방재담당 등 10명 화수분 226,000 기관운영

8.24. 태풍대비 농작물 피해예방 업무추진 직원 격려 농업정책담당 등 7명 남해회센터 174,000 기관운영

8.27. 공공실버주택 분양 지원업무 TF팀 격려 TF팀원 등 19명 황칠해신탕 381,000 기관운영

8.27. 태풍 "솔릭" 대비 비상근무 등 노고치하 직원 격려 28개 실과소, 읍면 피자행투 외 15 3,565,600 기관운영

8.27. 황룡강 국가저원 용역 착수보고회 자문위원 격려 국가정원자문위원단원 등 7명 남해회센터 139,000 시책운영

8.27. 황룡강 가꾸기 현장근무자 노고 격려금 황룡강 가꾸기 현장근무자 6명 - 500,000 기관운영

8.29. 옐로우시티 마인드향상교육 업무추진 직원 격려 행정담당 등 14명 장성소고기 340,000 기관운영8.29. 옐로우시티 마인드향상교육 업무추진 직원 격려 행정담당 등 14명 장성소고기 340,000 기관운영

8.30. 장성황룡강 노란꽃잔치 업무추진 직원 격려 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등 16명 친구야 330,000 기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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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9월 중 정례조회 준비업무 추진 직원 격려 서무후생담당 등 5명 삼미회관 118,000 기관운영

8.31. 지역발전 현안협의 간담회 읍면 이장협의회장 및 총무 등 20명 대성정육회관 368,000 시책운영

계 10,027,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