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1]

(단위 : 천원)

월별 집행내역 건수 금액

220,070

7,675

현안사업 논의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등 주요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23 5,628

사하구체육회 격려 만찬 간담회 경비 지급 1 1,360

사회복무요원 격려품 구입 1 280

제12회 지방자치경영대전 수상에 따른 꽃다발 구입 1 70

2015년 4/4분기 환경미화원 견문보고 우수자 온누리 상품권 구입 1 100

행복마을 주민협의회 개최 1 237

17,966

2016년 물가안정대책 추진관련 간담회 등 주요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26 7,394

일자리지원센터 구인구직개척단 등 격려품 구입 2 532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 사업추진 간담회 개최 등 경비 1 1,395

사회복무요원 격려품 구입 1 78

설 명절 유관기관,보훈단체 등 격려품 구입 5 8,448

상황접수 및 보고·전파 훈련 교육 등 행사지원 2 119

12,891

동 복지기능강화사업 공모신청 간담회 등 주요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46 11,005

방문기념품 구입 2 1,356

사회복무요원 격려품 구입 1 220

홍보센터 물품 구입 1 99

전국 평생학습진흥원 협의회 성과공유회 참가단 방문 등 행사지원 4 211

21,084

다대포해변 알뜰장터 행사 추진 관련 간담회 등 주요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43 9,968

도로개설사업 추진 간담회 개최 등 경비 1 1,504

통합체육회 오찬 간담회 개최 경비 지급 1 1,180

평생학습협의회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 경비 1 2,634

환경미화원 단합행사 식대 등 지급 1 2,993

사하구 대표단 정안구방문 등 방문기념품 구입 5 2,016

사회복무요원 격려품 구입 1 120

제1회 구민과 함께하는 책 나눔 행사 등 행사지원 3 539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 견학 1 90

2016년 제1회 경관위원회 개최 다과 구입 1 40

18,848

주차시설 확충사업 관련 간담회 등 주요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47 10,529

황토소금 특허추진 관련 간담회 등 경비 1 1,767

을숙도 부지 관련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 경비 1 1,210

방문기념품 구입 1 625

다대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경비 1 275

홍보센터 물품 구입 1 99

고니의 둥지사업(주거환경개선) 발대식 개최 등 행사지원 15 4,344

3월(54건) 

3월

4월(58건)

4월

5월(67건)

5월

2016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총합계

1월(28건)

1월

2월(37건)

2월



월별 집행내역 건수 금액

21,405

2016 경제총조사 관리자 간담회 등 주요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57 12,676

구정주요 간담회 개최 등 경비 1 4,363

구정주요 간담회 개최 등 경비 1 1,811

2016년 제2회 경관위원회 개최 다과 구입 1 40

정안구 공무원 연수단 방문 등 행사지원 3 410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기관 방문 물품구입 1 98

구정주요 업무추진을 위한 물품 구입 1 546

부천시 "노점 양성화 정책" 벤치마킹 등 방문기념품 구입 5 1,129

사회적(마을)기업 장터 기업별 참여자 등 격려품 구입 4 333

20,107

각종 체육행사 관련 간담회 등 주요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36 7,413

창작오페라 프로젝트팀 등 격려품 구입 3 533

제5회 청소년홈스테이 방문 등 기념품 구입 3 1,411

구정주요 간담회 개최 등 경비 1 1,628

일선행정조직운영을 위한 간담회 등 개최 경비 1 1,241

찾아가는 현장무료진료 추진 등 행사지원 7 1,766

2016년 인사분야 기획감찰을 위한 다과 구입 1 53

2016년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 1 300

체육행사 관계자 간담회 개최 경비 1 2,455

2016년 호국보훈의달 기념 격려품 구입건의 1 2,100

2016년 제3회 경관위원회 개최 다과 구입 1 40

홍보센터 물품구입 1 99

일선행정조직운영을 위한 간담회 등 개최 경비 1 1,068

9,396

식품위생단체 간담회 등 주요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28 5,976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경비 집행 1 1,050

다대포해수욕장 건강증진 캠페인 등 행사지원 2 364

낙조분수대 자원봉사자 등 격려품구입 3 549

방문 기념품 구입 2 222

구정주요 간담회 개최 등 경비 1 1,235

22,564

낙동강 관리 관련 현안사항 업무협의 등 주요업무 추진 간담회 개최 48 10,551

조기집행 추진성과에 대한 부서격려 1 1,000

구정주요 간담회 개최 등 경비 1 1,022

도서관 보조인력 등 격려품 구입 2 606

2016년 추석 명절맞이 보훈단체등 지원 격려품 구입건의 1 6,520

추석 명절 유관기관 등 격려품 구입 2 492

환경미화원 견문보고 등 행사지원 6 427

사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촉장 제작 1 52

방문기념품 구입 2 520

구정주요 간담회 개최 등 경비 1 1,373

9월(65건)

9월

6월(74건)

6월

7월(58건)

7월

8월(37건)

8월



월별 집행내역 건수 금액

13,570

광고물관리 관련 업무협의 등 주요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27 4,647

구정주요 간담회 개최 등 경비 1 3,173

일선행정조직운영을 위한 간담회 등 개최 경비 1 1,158

호우피해 복구지원 활동 등에 대한 격려품 구입 3 523

사회복무요원 격려품 구입 1 280

환경정비 활동 등 행사지원 10 1,780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실지조사를 위한 다과 구입 1 54

감천2동 주민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 회의 물품 구입 2 137

구정주요 간담회 개최 등 경비 1 1,819

14,608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간담회 등 주요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46 11,280

부서 일자리 추진 격려 떡 구입 1 1,625

행복마을공동체 희망나눔 집수리봉사단 등 격려품 구입 4 594

방문기념품 구입 1 295

걷기지도자와함께하는 우리사하 함께 걷기 등 행사지원 10 625

2016년도 여성가족정책 평가자료 책자 제작 건의 1 64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다과 구입 1 80

감천2동 마을 현장평가회 운영 물품 구입 1 44

39,957

향사 및 전통문화행사 추진 간담회 등 주요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119 32,084

유관단체 환경정비 협조 간담회 등 개최 경비 1 1,355

일선행정조직운영을 위한 간담회 등 개최 경비 1 2,462

2016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주민 건강 리더 간담회 개최 1 1,100

낙조분수대 자원봉사자 등 격려품 구입 1 320

방문 기념품 구입 3 1,490

사하구정신건강증진센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다과 구입 1 39

2016년 하수도 준설종사원 등반대회 등 행사지원 12 1,107

12월(139건)

12월

10월(47건)

10월

11월(65건)

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