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수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9년 9월

일자 집   행   내   역 대   상   자 장  소 금  액 비고

2019-09-03 소속 상근직원 병원 입원에 따른 위로금 지급 총무과 1   100,000 기관운영

2019-09-04 소속 상근직원 경조사에 따른 부의금 지급 재무과 1     50,000 기관운영

2019-09-06 2019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추진에 따른 직원 격려 미래디자인담당관, 생태하천담당 등 23명 리버싸이드   351,000 기관운영

2019-09-07 유관기관 인사발령에 따른 이취임 화분 구입(장성교육지원청) 2명 넝쿨화원   200,000 기관운영

2019-09-07 태풍 "링링"북상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직원 격려 부군수, 행정복지,경제건설국장, 안전건설과장 등 10명 홍길동포장마차   110,000 기관운영

2019-09-11 장성사랑상품권 활성화 추진 등에 따른 직원격려 경제건설국장, 일자리경제과장 등 20명 흥부네집   262,000 기관운영

2019-09-11 지역홍보용 특산품 구입 언론인 35명 삼손푸드㈜ 1,715,000 시책운영

2019-09-11 추석명절 유관기관 현업(현장)부서 근무자 격려 물품구입 소방서 79, 우체국 33 삼손푸드㈜ 5,488,000 기관운영

2019-09-11 추석명절 소속 상근직원 현장근무자 격려 물품구입 환경미화 42, 청사관리,수로원,주차 13, 관제센터 등 28 관내농가 3,320,000 기관운영

2019-09-11 추석맞이 일제대청소 및 KTX 재정차 기념행사 등 추진에 따른 직원 격려 결제건설,행정복지국장, 환경위생과장, 교통정책과장 등 32명 화수분   420,000 기관운영

2019-09-16 2019년 추석연휴 종합상황실 근무자 격려 종합상황실근무자 28명 장성소고기   465,000 기관운영

2019-09-17 필암서원 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재관리 업무추진 직원 격려 문화관광과장 등 16명 곡간 자연밥상   308,000 기관운영

2019-09-18 군정홍보 등  각종 행사 등 업무추진 직원 격려 홍보담당, 서무담당 등 12명 장어나라   130,000 기관운영

2019-09-18 소속 상근직원 경조사에 따른 부의금 지급 환경위생과1     50,000 기관운영

2019-09-19 장성 푸드플랜 비전 선포식 행사개최에 따른 홍보용 기념품 구입 농촌경제연구원, 농협경제지주 등 8명 장성농협하나로마트   360,000 시책운영

2019-09-20 소속 상근직원 경조사에 따른 부의금 지급 총무과 1     50,000 기관운영

2019-09-23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변경 추진 등에 따른 직원 격려 환경위생과장 등 20명 덕장진땡이   223,000 기관운영

2019-09-24 2019 장성황룡강 노란꽃잔치 행사 추진에 따른 직원 격려 부군수, 행정복지,경제건설국장, 미래디자인담당관 등 8명 축령산사랑가득국밥     54,000 기관운영

2019-09-25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에 따른 직원노고 격려 농업기술센터소장 외 12명 홍길동포장마차   130,000 기관운영

2019-09-25 유관기관 인사발령에 따른 이취임 화분구입(장성소방서) 2명 넝쿨화원   200,000 기관운영

2019-09-26 의회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 노고 격려 의회사무과장 등 15명 곡간자연밥상   210,000 기관운영

2019-09-27 2019년 장성군민의 날 및 장성황룡강 노란꽃잔치 추진에 따른 직원 격려 행정복지국장, 총무과장, 미래디자인담당관 등 24명 장성소고기   452,000 기관운영

2019-09-30 노인의 날 행사 등 사회복지 행사추진 직원 격려 주민복지과장 등 8명 다모아보쌈웰빙수제비   110,000 기관운영

계 14,758,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