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9년 12월
일자
2019-12-02

집

행

내

역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및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추진에 따른 직원격려

대

상

자

환경위생과장 등 직원 14명

2019-12-04 2020년도 본예산 편성업무 추진 등에 따른 직원 격려 기획감사담당관, 예산담당 등 직원 10명

장 소

금 액

비고

해신생선구이점

159,000 기관운영

송림산장

128,000 기관운영
689,700 시책추진

2019-12-10

제12기 5급 승진리더과정 청렴문화 체험교육에 따른 방문기념품 구입 209명(지방자치인재개발원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생) 장성편백체험장

2019-12-11

2020년 주민편익사업 추진 설계단 운영 및 의회업무 추진 등에 따른 직원 격려 경제건설국장, 안전건설과장, 기획감사담당관 등 28명

2019-12-17

민선7기 제7차 전남시장군수협의회 및 도-시군 상생협력 송년간담회 개최

시장, 군수, 시군직원 등 137명

백양관광호텔 한식당

1,507,000 시책추진

2019-12-17

제7차 전남시장군수협의회 및 도-시군 상생협력 송년간담회에 따른 기념품 구입

도지사, 시장, 군수, 도 직원 등 95명

관내농가

3,325,000 시책추진

2019-12-19 도-시군 상생협력 송년간담회 등 업무추진에 따른 직원 격려 총무과장, 화훼산업담당 등 직원 26명

삼미회관

284,000 기관운영

2019-12-20 2019년 하반기 재정집행 추진에 따른 직원 노고 격려 행정복지국장, 재무과장 등 직원 32명

화수분

431,000 기관운영

2019-12-20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및 민방위 업무추진 등에 따른 직원 격려 경제건설국장, 안전건설과장 등 직원 29명

사철식당

348,000 기관운영

2019-12-23 승진리더 및 중견리더양성 과정교육 등 수료에 따른 직원 격려 총무과장, 행정,교통복지,위생담당 등 8명

한국의집

125,000 기관운영

홍길동포장마차

468,000 기관운영

장성농협하나로마트

453,960 기관운영

장어나라

396,000 기관운영

2019-12-23

2019년 농산물유통식품업무 평가 및 귀농귀촌 종합평가 등 수상에 따른 직원 격려 농업축산,원예소득,농식품유통,농촌활력과장 등 직원 38명

2019-12-26 부속실 내방객 제공을 위한 차류 구입
2019-12-26

거버넌스 어울림 한마당 및 군정홍보업무 추진 등에 따른 직원 격려

총무과장, 문화시설사업소장 등 33명

2019-12-26 내방객 방문 홍보용 특산품 구입
2019-12-29 소속 상근직원 경조사에 따른 축의금 지급

계

430,000 기관운영

삼손푸드㈜ 1,500,000 시책추진
1명(주민복지과)

2019-12-30 2019년 공모사업 선정 및 대외평가 수상 등에 따른 직원 격려 부군수, 관과소장 등 직원 31명
2019-12-31 2020년 주요업무계획 작성 등 기획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 격려

사철식당

기획감사담당관, 기획,예산,감사,홍보,규제개혁법무담당 등 직원 21명

50,000 기관운영
리버싸이드

372,000 기관운영

삼미회관

276,000 기관운영

10,942,6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