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천원)

190,582

12,081

2019년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 142 일자리창출과

군정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170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시책추진 협조관계자 홍보용 특산품 구입 480 기획예산담당관

군정 주요시책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465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476 기획예산담당관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133 총무과

구인.구직자 및 청년지원을 위한 간담회 관계자 특산품 제공 450 총무과

지역문화재 활용을 위한 간담회 관계자 특산품 제공 480 총무과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40 총무과

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62 총무과

스포츠 대회 유치를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84 총무과

전통시장 활성화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84 총무과

체납세 징수방안 간담회 관계자 특산품 제공 480 총무과

여성농업인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간담회 관계자 특산품 제공 480 총무과

평생교육 활성화 전략수립을 위한 간담회 관계자 특산품 제공 450 총무과

기업유치를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84 총무과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40 총무과

지역 인재양성 육성방안 및 교육발전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83 총무과

산림자원 보호·육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83 총무과

관광기획 시책협조자 식사 제공 160 관광문화과

농업유산자문위원 의성군 자문에 따른 급식 제공 150 농축산과

2019년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 204 산림과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158 안전건설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구분

총          계

01월     35건 소계

01월

집행내역 금액 부서 비고



(단위: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부서 비고

도시환경국 주요시책 추진 혐조자 식사 제공 128 안전건설과

2019년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 120 지역재생과

시책추진 유관기관 관계자 식사 제공 300 시범마을조성과

농업인 조직체 임원 간담회 오찬 480 농업기술센터

의정홍보 협조기자 간담 식사 제공 96 의회사무과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 303 시설관리사업소

본청 입주에 따른 간식 제공 484 상하수도사업소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318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 150 의성조문국박물관

홍보용 특산품 구입 450 점곡면

음료구입 480 사곡면

홍보용 농특산품 구입 133 단북면

8,436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346 일자리창출과

홍보용 특산품 구입 480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270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시책추진 협조관계자 홍보용 특산품 구입 468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시책추진 협조관련부서 간식 제공 475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342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국 주요시책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480 총무과

여론동향업무 추진 관련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319 총무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60 총무과

쌀산업 활성화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80 총무과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한 업무협의 후 식사제공 337 총무과

지역 인재양성 육성방안 및 교육발전 간담회 식사 제공 480 총무과

효율적인 지방세수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60 총무과

02월     23건 소계

02월



(단위: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부서 비고

청소년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80 총무과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 205 민원과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 200 농축산과

도시환경국 주요시책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100 안전건설과

210 안전건설과

213 안전건설과

홍보 및 선물용 우수 농특산품 구입 495 보건소

의정홍보 협조기자 간담 식사 제공 350 의회사무과

495 의회사무과

290 단북면

12,332

군정홍보 촬영직원 간식 제공 420 홍보소통담당관

식사 제공 480 홍보소통담당관

시책홍보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480 홍보소통담당관

식사 제공 480 홍보소통담당관

국비확보 협조관계자 식사제공 78 기획예산담당관

2019년 추경예산 편성관련 협조자 식사제공 150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시책추진 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495 기획예산담당관

490 기획예산담당관

480 기획예산담당관

2019년 제1회 지방보조금 심의회 참석자 식사 제공 300 기획예산담당관

투자심사 협조관계자 식사제공 210 기획예산담당관

2019년 추경예산 편성관련 협조자 식사제공 72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396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480 기획예산담당관

2019년 추경예산 편성관련 협조자 식사제공 198 기획예산담당관

03월     36건 소계

도시환경국 주요시책 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홍보용 농특산품 구입

주요시책추진 협조관계자 홍보용 특산품 구입



(단위: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부서 비고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간담회 관계자 특산품 제공 480 총무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간담회 관계자 특산품 제공 465 총무과

교육업무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450 총무과

여론동향업무 추진 관련 감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450 총무과

여론동향 시책추진 홍보용 특산품 구입 360 총무과

교육업무 시책추진 홍보용 특산품 구입 495 총무과

의성 청년정책단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80 총무과

의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60 총무과

특산품 구입 380 재무과

관광경제국 주요시책추진 협조사 식사 제공 450 관광문화과

도시환경국 주요시책 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180 안전건설과

홍보용 특산품 구입 435 안전건설과

도시환경국 주요시책 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100 안전건설과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대상자 식사 제공 412 안전건설과

도시환경국 주요시책 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259 안전건설과

농산물 포장재 활용 방안 협의회 참석자 식사비 지급 260 원예산업과

품목별연구회 임원 간담회 참석자 오찬 320 농업기술센터

이웃사촌 스마트팜 조성 업무협의 오찬 345 농업기술센터

48 의회사무과

214 의회사무과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80 봉양면

21,400

224 기획예산담당관

336 기획예산담당관

2019년 제2회 지방보조금 심의회 참석자 식사 제공 378 기획예산담당관

2019년 추경예산 편성관련 협조자 식사제공 480 기획예산담당관

03월

04월     58건 소계

의정협조 집행부 관계자 간담 식사 제공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단위: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부서 비고

29 기획예산담당관

288 기획예산담당관

국비확보 협조관계자 식사제공 116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330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시책추진 협조관계자 홍보용 특산품 구입 444 기획예산담당관

360 기획예산담당관

94 기획예산담당관

2019년 추경예산 편성관련 협조자 식사제공 498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시책추진 협조관계자 홍보용 특산품 구입 420 기획예산담당관

여론동향업무 추진 관련 감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382 총무과

여론동향업무 추진 관련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386 총무과

제57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의성군선수단(축구) 격려 식사제공 450 총무과

제57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의성군선수단(테니스, 정구) 격려 식사제공 440 총무과

제57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의성군선수단(농구) 격려 식사제공 360 총무과

제57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의성군선수단(배구) 격려 식사제공 390 총무과

제57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의성군선수단(골프, 궁도) 격려 식사제공 205 총무과

제57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의성군선수단(씨름, 유도) 격려 식사제공 480 총무과

제57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의성군선수단(태권도) 격려 식사제공 390 총무과

제57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의성군선수단(배드민턴, 볼링) 격려 식사제공 320 총무과

제57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의성군선수단(육상) 격려 식사제공 490 총무과

제57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의성군선수단(탁구, 레슬링) 격려 식사제공 480 총무과

빙계계곡 군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95 총무과

농어촌버스노선 개편을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80 총무과

2019 새뜰마을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 관계자 특산품 제공 495 총무과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 관계자 특산품 제공 462 총무과

고소득 농축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84 총무과

04월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단위: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부서 비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을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80 총무과

의성읍 중앙로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80 총무과

공영주차장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50 총무과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간담회 관계자 특산품 제공 480 총무과

이웃사촌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관계자 특산품 제공 460 총무과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62 총무과

이웃사촌 청년 시범단지 조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60 총무과

제9회 의성세계연축제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83 총무과

귀농귀촌 정책홍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62 총무과

인사업무 간담회 참석자 식사제공 447 총무과

맞춤형 의료산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후 특산품 제공 330 총무과

영유아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간담회 개최 후 특산품 제공 330 총무과

사회단체 간담회 관계자 특산품 제공(전통시장상인회) 360 총무과

개방형 직위 공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후 특산품 제공 240 총무과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관계자 특산품 제공 480 총무과

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을 위한 간담회 관계자 특산품 제공 480 총무과

특산품구입 400 재무과

시책추진협조자 식사제공 223 관광문화과

관관경제국 주요시책 추진자 식사 제공 480 관광문화과

경제투자 업무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64 경제투자과

247 안전건설과

164 안전건설과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점검 회의 참석자 식사 제공 260 원예산업과

시책추진 유관기관 관계자 식사 제공 101 시범마을조성과

139 의회사무과

442 의회사무과

도시환경국 주요시책 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의정협조 집행부 관계자 간담 식사 제공



(단위: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부서 비고

시책업무 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450 의성읍

회의참석자 식사 제공 360 안계면

8,423

지역축제,행사 홍보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480 홍보소통담당관

시책홍보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480 홍보소통담당관

2019년 추경예산 편성관련 협조자 식사제공 83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시책추진 협조관계자 홍보용 특산품 구입 438 기획예산담당관

국비예산확보 협조관계자 식사제공 129 기획예산담당관

408 기획예산담당관

239 기획예산담당관

30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시책추진 협조관계자 홍보용 특산품 구입 300 기획예산담당관

160 기획예산담당관

28 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안보, 보훈단체) 475 총무과

홍보용 특산품 구입 198 민원과

관광경제국 주요시책 추진 및 협조자 식사 제공 408 관광문화과

관광시책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280 관광문화과

시책추진협조자 식사제공 65 관광문화과

경제투자 업무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100 경제투자과

도시환경국 주요시책 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362 안전건설과

시책추진 업무 관계자 식사 제공 286 시범마을조성과

홍보 및 선물용 우수 농특산품 구입 380 보건소

의성군귀농인연합회 임원 간담회 참석자 오찬 200 농업기술센터

250 의회사무과

300 의회사무과

05월     30건 소계

05월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의회업무 협의 집행부 관계자 간담 식사 제공



(단위: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부서 비고

의회업무를 위한 집행부 간담 식사 제공 240 의회사무과

의정홍보 협조기자 간담 식사 제공 480 의회사무과

의정협조 집행부 관계자 간담 식사 제공 300 의회사무과

종합운동장 도장공사 디자인 선정 자문회의 참석자 식사제공 144 시설관리사업소

춘산면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자 식사 제공 450 춘산면

시책사업추진 음료 구입 280 가음면

시책업무추진 음료 구입 450 단밀면

12,999

시책홍보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480 홍보소통담당관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198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제공 90 기획예산담당관

236 기획예산담당관

200 기획예산담당관

420 기획예산담당관

350 기획예산담당관

133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시책추진 협조관계자 홍보용 특산품 구입 495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343 기획예산담당관

여론동향업무 추진 관련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252 총무과

교육업무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450 총무과

의성종합지원센터 효율적인 운영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37 총무과

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여성단체) 480 총무과

양봉시설 현대화 사업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62 총무과

특화된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60 총무과

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문화예술단체) 480 총무과

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60 총무과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06월     44건 소계



(단위: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부서 비고

의성군 안전지킴이협의회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80 총무과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 주민 공청회 개최 후 식사제공 460 총무과

주요현안사업 추진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80 총무과

의성군청씨름단 격려 식사제공 227 총무과

관광문화과 주요시책 추진협조자 식사 제공 78 관광문화과

관광경제국 주요시책 추진자 식사 제공 78 관광문화과

관관경제국 주요시책 및 지역 홍보 협조자 식사 제공 480 관광문화과

시책추진협조자 식사 제공 81 관광문화과

관광경제국 시책 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150 관광문화과

관광문화 시책추진자 식사 제공 103 관광문화과

시책추진협조자 식사 제공 264 관광문화과

건강산업 업무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70 경제투자과

경제투자 업무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188 경제투자과

숲속야영장 조성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개최에 따른 급식제공 40 산림과

369 안전건설과

164 안전건설과

60 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 주요추진사업 협조 관계자 식사 제공 190 안전건설과

홍보용 우수 농특산품 구입 355 보건소

320 의회사무과

480 의회사무과

460 의회사무과

487 의회사무과

【2019년 상반기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현수막 구입 50 상하수도사업소

시책업무 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314 의성읍

홍보용 농특산품 구입 145 단북면

도시환경국 주요시책 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의회업무 협의 집행부 관계자 간담 식사 제공

06월



(단위: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부서 비고

12,239

시책홍보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480 홍보소통담당관

108 기획예산담당관

475 기획예산담당관

225 기획예산담당관

국비확보 협조관계자 식사제공 60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시책추진 협조관계자 홍보용 특산품 구입 465 기획예산담당관

173 기획예산담당관

412 기획예산담당관

80 기획예산담당관

144 기획예산담당관

300 기획예산담당관

개방형직위 안계면장 후보자 정책간담회 참석자 식사제공 178 총무과

교육업무 시책추진 홍보용 특산품 구입 495 총무과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80 총무과

조성지 관광벨트화사업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00 총무과

지역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83 총무과

의성종합운동장 일대 경관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80 총무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62 총무과

슈퍼푸드 마늘축제 추진위원회의 개최 후 식사제공 495 총무과

주민행복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후 식사제공 484 총무과

IT특화지역 조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40 총무과

홍보용 마늘 구입 80 민원과

시책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98 관광문화과

150 경제투자과

115 경제투자과

경제투자 업무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07월     42건 소계

07월



(단위: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부서 비고

제16회 전국리더대회 개최에 따른 관계자 급식 제공 480 농축산과

도시환경국 주요시책 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356 안전건설과

주요시책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247 시범마을조성과

시책추진 유관기관 관계자(KT임원단) 식사 제공 123 시범마을조성과

홍보용 우수 농특산품 구입 495 보건소

농작물 병해충 기본방제협의회 참석자 오찬 108 농업기술센터

203 의회사무과

107 의회사무과

300 의회사무과

의정홍보 협조기자 간담 식사 제공 120 의회사무과

의회업무 협의 집행부 관계자 간담 식사 제공 360 의회사무과

의정홍보 협조기자 간담 식사 제공 32 의회사무과

홍보용 특산품 구입 135 의성읍

시책업무 추진 관련 음료 구입 379 옥산면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음료 구입 460 금성면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492 봉양면

홍보용 농특산품 구입 80 단북면

7,530

480 기획예산담당관

475 기획예산담당관

460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시책추진 협조관계자 홍보용 특산품 구입 175 기획예산담당관

300 기획예산담당관

200 기획예산담당관

2019년 제3회 지방보조금 심의회 참석자 식사 제공 300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시책 추진 협조 관계자 식사 제공 300 기획예산담당관

08월     25건 소계

의회업무 협의 집행부 관계자 간담 식사 제공

2019년 추경예산 편성관련 협조자 식사제공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단위: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부서 비고

2019년 추경예산 편성관련 협조자 식사제공 186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78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시책추진 협조관계자 홍보용 특산품 구입 465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127 기획예산담당관

여론동향업무 시책추진 홍보용 특산품 구입 280 총무과

의성컬링센터 시범운영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60 총무과

농촌지역 특화 공유경제 포럼 개최 후 식사제공 440 총무과

마을미술프로젝트 뉴딜사업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40 총무과

홍보용특산품 구입 175 민원과

관광경제국 시책 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185 관광문화과

관광문화 시책추진자 식사 제공 190 관광문화과

도시환경국 주요시책 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126 안전건설과

120 시범마을조성과

420 시범마을조성과

432 의회사무과

253 의회사무과

전입기념품 구입 및 지급 463 안계면

16,101

군정홍보 촬영직원 간식 제공 400 홍보소통담당관

2019년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 146 일자리창출과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210 기획예산담당관

460 기획예산담당관

300 기획예산담당관

126 기획예산담당관

160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시책추진 협조관계자 홍보용 특산품 구입 490 기획예산담당관

08월

주요시책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의회업무 협의 집행부 관계자 간담 식사 제공

2019년 추경예산 편성관련 협조자 식사제공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09월     56건 소계



(단위: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부서 비고

216 기획예산담당관

325 기획예산담당관

450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330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시책업무 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200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130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시책업무 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223 기획예산담당관

2019년 예산업무 추진 협조자 식사제공 420 기획예산담당관

450 기획예산담당관

448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시책업무 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39 기획예산담당관

지역재생포럼(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관계자 특산품 제공 480 총무과

학교교육업무 시책추진 홍보용 특산품 구입 351 총무과

빙계계곡 군립공원 자연자원조사 학술용역 보고회 관계자 특산품 제공 297 총무과

통합 신공항 유치를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29 총무과

제7회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준비상황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83 총무과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후 식사제공 475 총무과

의성형 복지모델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80 총무과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20 총무과

교육업무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194 총무과

2019추석장사씨름대회 장사등극에 따른 의성군청씨름단 격려 식사제공 480 총무과

농어촌버스노선 개편을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60 총무과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75 총무과

교육업무 시책추진 홍보용 특산품 구입 120 총무과

관광경제국 주요시책 및 지역 홍보 협조자 식사 제공 205 관광문화과

관광경제농업국 주요시책 협조자 식사 제공 70 관광문화과

2019년 예산업무 추진 협조자 식사제공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09월



(단위: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부서 비고

경제투자 업무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210 경제투자과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 70 농축산과

2019년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 196 산림과

도시환경국 주요시책 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86 안전건설과

2019년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 124 안전건설과

도시환경국 주요시책 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204 안전건설과

2019년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 120 지역재생과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 199 원예산업과

시책추진 관계자 식사 제공 480 시범마을조성과

자매결연시설 추석맞이 격려품 구입 230 농업기술센터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 288 시설관리사업소

위문품 구입 48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 227 의성조문국박물관

박물관 업무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483 의성조문국박물관

시책업무 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300 의성읍

홍보용 특산품 구입 425 단촌면

시책업무 추진 관련 음료 구입 300 옥산면

음료구입 420 사곡면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음료 구입 328 봉양면

홍보용 농특산품 구입 145 단북면

음료 구입 76 안계면

음료구입 200 다인면

13,169

480 홍보소통담당관

480 홍보소통담당관

480 홍보소통담당관

10월     52건 소계

시책홍보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단위: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부서 비고

행사 홍보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480 홍보소통담당관

300 기획예산담당관

480 기획예산담당관

이동신문고 운영 협조관계자 홍보용 특산품 구입 456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50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시책업무 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35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275 기획예산담당관

감사업무 협조자 홍보용 특산품 구입 456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시책업무 추진 협조사 식사 제공 85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110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시책업무 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300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480 기획예산담당관

감사업무 추진 협조자 식사제공(제7회 청렴도민감사관 워크숍) 230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155 기획예산담당관

2019년 군정발전연구단 최종보고회 심사위원 식사 제공 240 기획예산담당관

2019년 하반기 공무원 창의경연대회 심사위원 식사 제공 240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시책 추진 협조자 다과 제공 14 기획예산담당관

89 기획예산담당관

350 기획예산담당관

56 기획예산담당관

460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150 기획예산담당관

평생교육업무 시책추진 홍보용 특산품 구입 111 총무과

교육업무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202 총무과

특산품 구입 220 재무과

관광경제농업국 주요시책 협조자 식사 제공 113 관광문화과

10월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2020년 본예산 편성관련 협조자 식사제공



(단위: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부서 비고

관광경제농업국 주요 시책 추진자 식사 제공 137 관광문화과

관광경제농업국 주요시책 협조자 식사 제공 80 관광문화과

관광경제농업 시책 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144 관광문화과

홍보용 특산품 구입 264 원예산업과

시책업무 홍보협조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104 시범마을조성과

시책추진 관계자 식사 제공 44 시범마을조성과

주요시책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280 시범마을조성과

시책추진 관계자 식사 제공 150 시범마을조성과

200 농업기술센터

200 농업기술센터

350 농업기술센터

200 농업기술센터

200 농업기술센터

노지 스마트 조성 업무협의 오찬 225 농업기술센터

시책업무 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450 의성읍

시책업무 추진 관련 음료 구입 221 옥산면

내방객 제공 음료 구입 546 춘산면

공항홍보물품 구입 525 구천면

음료구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중소기업) 450 단밀면

홍보용 농특산품 구입 125 단북면

음료 구입 100 안계면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음료구입 372 다인면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음료 구입 225 안평면

19,388

식사 제공(SNS홍보 관계자) 480 홍보소통담당관

480 홍보소통담당관

11월     64건 소계

시책홍보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단위: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부서 비고

480 홍보소통담당관

기획시책업무 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50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시책추진 협조관계자 홍보용 특산품 구입 480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311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시책 추진 관계자 식사 제공 130 기획예산담당관

2019년 제5회 지방보조금 심의회 참석자 식사 제공 300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시책업무 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64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60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시책추진 협조관계자 홍보용 특산품 구입 495 기획예산담당관

480 기획예산담당관

94 기획예산담당관

2019년 제6회 지방보조금 심의회 참석자 식사 제공 300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210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시책추진 협조관계자 홍보용 특산품 구입 480 기획예산담당관

감사업무 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100 기획예산담당관

2020년 본예산 편성관련 협조자 식사제공 300 기획예산담당관

2019년 제1차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식사 제공 360 기획예산담당관

2020년 본예산 편성관련 협조자 식사제공 255 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확보 및 지방재정 신속집행 관련 협조자 식사제공 480 기획예산담당관

통합신공항 유치관련 협조자 식사제공 480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450 기획예산담당관

감사업무 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230 기획예산담당관

교육업무 시책추진 홍보용 특산품 구입 495 총무과

여론동향업무 추진 관련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480 총무과

세포배양 배지산업 심포지엄 관계자 특산품 제공 480 총무과

소규모 공사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전문건설협회 간담회 관계자 특산품 제공 480 총무과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시책홍보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단위: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부서 비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75 총무과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 청년예술 캠프 참가자 식사제공 475 총무과

스타트업 부스트캠프 참가자 식사제공 440 총무과

사회단체 간담회 관계자 식사제공(행정동우회) 460 총무과

사회단체 간담회 관계자 식사제공(새마을회) 480 총무과

사회단체 관계자 식사제공(자율방범연합대) 440 총무과

귀농귀촌인 역량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75 총무과

성인문해교육 업무추진 홍보용 특산품 구입 192 총무과

관광경제농업국 주요시책 협조자 식사 제공 121 관광문화과

관광경제농업국 시책 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130 관광문화과

시책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72 관광문화과

시책추진 관계자 기념품 제공 150 환경과

시책추진 관계자 식사 제공 345 환경과

도시환경국 주요시책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400 안전건설과

480 안전건설과

413 안전건설과

복지업무 추진 협조자 급식 제공 197 복지과

시책추진 관계자 식사제공 450 시범마을조성과

품목별연구회 임원 간담회 참석자 오찬 308 농업기술센터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143 농업기술센터

의정홍보 협조기자 간담 식사 제공 195 의회사무과

36 의성조문국박물관

77 의성조문국박물관

시책업무 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351 의성읍

116 단촌면

48 단촌면

도시환경국 주요시책추진 협조자 식사제공

통합신공항 업무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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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부서 비고

시책사업추진 음료 구입 300 가음면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음료 구입 300 금성면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음료 구입 195 비안면

200 비안면

240 비안면

통합신공항이전투표 시민참여단 설명회 다과 및 물품구입 200 구천면

시책업무 홍보용 현수막 제작 270 구천면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음료구입 200 다인면

300 신평면

230 신평면

46,485

480 홍보소통담당관

480 홍보소통담당관

480 홍보소통담당관

480 홍보소통담당관

480 홍보소통담당관

480 홍보소통담당관

행사 홍보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392 홍보소통담당관

통합신공항 유치 홍보 방한용품 구입 1,188 홍보소통담당관 단일건

2020년 지역산업맞춤형지원사업 간담회 개최 365 일자리창출과

150 기획예산담당관

138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제공 450 기획예산담당관

공직윤리.감사업무 추진 홍보용 특산품 구입 304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제공 240 기획예산담당관

감사업무추진 협조자 식사제공 420 기획예산담당관

시책추진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시책홍보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통합신공항 의성군 추진위원회 신평면지회 회의 참석자 식사 제공

12월     131건 소계



(단위: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부서 비고

기획시책업무 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69 기획예산담당관

2020년 본예산 편성관련 협조자 식사제공 480 기획예산담당관

480 기획예산담당관

168 기획예산담당관

212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업무 추진 협조자 식사제공 240 기획예산담당관

480 기획예산담당관

368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시책업무 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300 기획예산담당관

300 기획예산담당관

300 기획예산담당관

305 기획예산담당관

300 기획예산담당관

300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시책추진 협조관계자 홍보용 특산품 구입 495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420 기획예산담당관

의성군 통합예약 홈페이지 개설에 따른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60 총무과

사회단체 관계자 식사제공(한국자유총연맹의성군지회) 480 총무과

사회단체 관계자 식사제공(의성군이장연합회) 450 총무과

반려동물문화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84 총무과

의성군-구리시 도농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75 총무과

교육업무 시책추진 홍보용 특산품 구입 442 총무과

사회단체 관계자 식사제공(지역사회보장협의체) 480 총무과

사회단체 관계자 식사제공(민족통일의성군협의회) 300 총무과

사회단체 관계자 식사제공(해병대전우회) 300 총무과

사회단체 관계자 식사제공(대한적십자사의성지회) 400 총무과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제공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제공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제공



(단위: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부서 비고

사회단체 관계자 식사제공(자원봉사센터) 425 총무과

여론동향업무 추진 관련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91 총무과

교육업무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32 총무과

투자유치 활성화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84 총무과

LP가스 사고예방 가스판매사업자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80 총무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차단을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80 총무과

겨울철 폐기물 불법소각금지 홍보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60 총무과

겨울철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86 총무과

행복경제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80 총무과

로컬푸드 기반 마련과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84 총무과

평생학습 강사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83 총무과

하반기 민원모니터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62 총무과

사회적기업 협의회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94 총무과

한국관광공사 대학생기자단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62 총무과

지방상수도 현대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68 총무과

안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80 총무과

의성교육행정협의회 관계자 특산품 제공 480 총무과

사회단체 관계자 식사제공(한마음여성발전회) 480 총무과

사회단체 관계자 식사제공(바르게살기운동의성군협의회) 480 총무과

평생교육 및 학교교육 시책추진 홍보용 특산품 구입 330 총무과

주민투표업무 추진 관련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320 총무과

마을교육활동가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83 총무과

의성조문국박물관대학 졸업생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83 총무과

의성군농공단지연합회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60 총무과

지역재생위원회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80 총무과

사회기반시설 및 동절기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94 총무과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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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집행내역 금액 부서 비고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75 총무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83 총무과

농촌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486 총무과

범죄예방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 관계자 특산품 제공 480 총무과

시책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240 민원과

시책추진 협조자 음료 제공 98 민원과

관광경제농업국 주요 시책 협조자 식사 제공 22 관광문화과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69 관광문화과

주요 시책 협조자 식사 제공 36 관광문화과

주요시책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420 관광문화과

주요 시책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73 관광문화과

관광경제농업국 주요 시책 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203 관광문화과

주요 시책 협조자 식사 제공 140 관광문화과

관광경제농업국 주요 시책 협조자 식사 제공 183 관광문화과

주요 시책 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32 관광문화과

주요 시책 협조자 식사 제공 480 관광문화과

관광경제농업국 주요 시책 협조자 식사 제공 480 관광문화과

주요 시책 협조자 식사 제공 100 관광문화과

462 관광문화과

450 관광문화과

통합신공항 관련 업무추진 식사 제공 103 경제투자과

시책추진 관계자 기념품 구입 495 환경과

목재문화체험장 및 공항유치 홍보를 위한 기념품 제작 구입 450 산림과

시책추진 관계자 기념품 구입 100 산림과

300 안전건설과

374 안전건설과

주요시책 협조자 식사 제공

도시환경국 주요시책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단위: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부서 비고

480 안전건설과

300 안전건설과

400 안전건설과

지역재생과 업무추진에 따른 급식 제공 30 지역재생과

400 복지과

403 복지과

405 시범마을조성과

420 시범마을조성과

시책추진 관계자 식사제공 476 시범마을조성과

400 시범마을조성과

448 시범마을조성과

450 시범마을조성과

400 시범마을조성과

주요시책 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275 보건소

216 농업기술센터

275 농업기술센터

의정업무 협의 협조기자 간담 식사 제공 480 의회사무과

400 의회사무과

300 의회사무과

100 의회사무과

300 의회사무과

300 의회사무과

홍보용 조끼구입 232 시설관리사업소

시책업무 추진 협조관계자 식사제공 400 단촌면

시책사업 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440 점곡면

시책업무 추진 관련 음료 구입 99 옥산면

시책추진 협조관계자 식사 제공

복지업무 추진 협조자 급식 제공

사업추진 관계자 식사제공

사업추진 관계자 식사제공

사업추진 관계자 식사 제공

농업인조직체 임원 간담회 참석자 오찬

의정홍보 협조기자 간담 식사 제공



(단위: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부서 비고

음료구입 100 사곡면

시책사업추진 음료 구입 420 가음면

시책업무(통합신공항) 추진을 위한 음료 구입 240 금성면

100 봉양면

240 비안면

120 비안면

홍보용 농특산품 구입 60 단북면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음료구입 224 다인면

통합신공항 공청회 참석자 간담회 식사 제공 306 신평면

통합신공항 유치업무 협조자 식사제공 164 신평면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음료 구입 728 안평면

통합신공항유치 홍보물품구입 464 안사면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음료 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