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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48,951  

9,018  

01월 진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반부패청렴 시책추진 간담회 154 2회

군정홍보를 위한 언론인과의 간담회 51 1회

정책자문단 복지.환경분과위원회에 따른 간담회 148 1회

군정시책 추진용 물품구입 2,781 4회

군정시책추진 간담회 2,261 9회

예비군 지역대 창설에 따른 간담회 433 1회

생거진천 혁신대학 관계자와 간담회 153 2회

중국 전통악기 얼후공연 양홍우 연주공연자 간담회 500 1회

한국전통공예대학 설립공포식 관계자와 만찬간담회외 4건 1,185 1회

사회복지, 보건 시책추진 간담회 624 6회

가축방역간담회 165 1회

대학유치를 위한 관계관 간담회 563 2회

11,948

02월 사회복지, 보건 시책추진 간담회 987 4회

2008 자체평가 최종실적치 실사 연구원과의 간담회 114 1회

문화체육 관광업무 추진 간담회 975 6회

군정홍보를 위한 언론인과의 간담회 722 5회

인구늘리기 정책수렴 지역인사와의 간담회 64 1회

대학유치 추진을 위한 시책간담회 253 2회

시민사회 관계자와의 간담회 618 1회

군정시책추진 간담회 2,668 15회

투자유치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 1,212 3회

재경군민회 관계자와 간담회 108 1회

기관,사회단체장들과의 지역현안 간담회 1,299 2회

군정홍보를 위한 물품구입 1,772 7회

강동구 자매결연 간담회 116 1회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 간담회 164 2회

농림축산 시책추진 간담회 876 5회

15,281

03월 평생학습 시책추진 간담회 727 3회

민생안정지원 관계자 간담회 323 2회

지역발전협의 간담회 1,523 3회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 간담회 558 2회

군정홍보를 위한 언론인, 방송제작진등과의 간담회 857 5회

진천시 건설 시책추진 간담회 699 5회

농공, 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간담회 691 3회

농림축산 시책추진 간담회 1,198 5회

문화 예술공연, 체육업무추진 간담회 1,320 7회

비고집    행    내    역구분 금액(천원)

01월     31회 

총          계 (679회)

02월     57회 

03월     68회 



대학유치 추진 시책간담회 618 3회

사회복지, 보훈, 보건분야 시책추진 간담회 750 4회

군정홍보를 위한 물품구입 766 5회

정부 및 도비 예산확보 시책추진 간담회 2,638 7회

군정시책추진 간담회 2,613 14회

18,756

04월 기업애로 및 일자리창출 사업추진 간담회 647 2회

대학유치추진 관계관 간담회 1,136 4회

진천시 건설 관련 간담회 636 2회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시책간담회 2,385 8회

군정시책 홍보를 위한 기자 간담회 524 4회

강동구청 자매결연 간담회 1,649 1회

군정홍보및 시책추진을 위한 물품 구입 3,209 11회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시책간담회 788 1회

농림축산 시책추진 간담회 900 7회

문화체육 관광업무 추진 간담회 1,015 6회

지역발전협의 간담회 2,955 12회

군정시책추진 간담회 2,173 14회

충청북도 태권도협회와 간담회외 739 1회

11,023

05월 생거진천 미래지기축제, 조명희 문학제 간담회 483 2회

군정시책 추진 물품 구입 2,427 9회

정부예산확보 시책간담회 2,173 7회

진천군 출입기자단, 언론인, 제작진 간담회 1,321 6회

지역개발, 투자유치,신도시 건설 간담회 460 4회

농림축산 시책추진 간담회 461 4회

문화체육 시책추진 간담회 636 3회

지역발전협의 간담회 171 2회

사회복지 시책추진 간담회 728 3회

군정시책추진 간담회 2,163 13회

16,996

06월 중부신도시이전기관 관계자와 간담회 외2건 1,065 3회

전국소년체전, 도민체전 선수단 격려급식 1,046 4회

정부예산확보 출향인사와의 간담회 675 1회

공영개발사업, 투자유치 추진을 위한 간담회 1,003 9회

군정시책추진 물품구입 2,803 8회

정부예산 및 도비확보 시책추진 관계관 간담회 2,817 12회

우석대 관계관과의 간담회 772 3회

지역언론인, 방송관계자와의 간담회 1,251 7회

문화,체육발전 시책간담회 1,494 5회

지역발전협의 간담회 639 3회

농림축산 시책추진 간담회 470 3회

군정시책추진 간담회 2,961 19회

8,606

07월 군정홍보를 위한 물품구입 1,134 4회

농림축산 시책추진 간담회 1,404 7회

04월     73회

05월     53회

06월     77회

07월     46회



보건 및 사회복지업무추진 간담회 304 2회

정부 및 도비 예산확보 시책추진 간담회 1,656 7회

군정홍보 정책 시책추진 간담회 295 3회

공영개발, 투자유치,도시계획변경 간담회 1,180 4회

주민생활지원 간담회 220 1회

지역발전협의 간담회 640 3회

군정시책추진 간담회 1,409 14회

우석대 관계자 간담회 364 1회

11,009

08월 군정시책추진 간담회 2,600 16회

장수테마토론회 간담회,물품구입 719 3회

국학기공팀 전국대회 참가격려 및 입상 축하 1,340 2회

문화재, 문화유지발전 간담회 452 2회

을지연습 실시 예비군관계자 간담회, 격려물품구입 1,085 3회

군정시책추진 물품구입 1,010 4회

정부예산, 도비확보를 위한 시책간담회 1,262 8회

군정홍보를 위한 시책추진 간담회 1,038 6회

우석대, 혁신대학 관계자 간담회 783 3회

삼성물산 농촌봉사활동 임직원 초청 간담회 720 1회

12,662

09월 군정홍보용 물품구입 809 7회

보건사업 시책추진 간담회 1,046 6회

폐석면 대책관련 시책간담회 573 5회

정부예산, 도비확보를 위한 시책간담회 3,850 14회

학교분리이전추진 시책 간담회 500 2회

중국 흑룡강성 방문단과 간담회 400 1회

지역발전협의 간담회 990 4회

농림축산 시책추진 간담회 1,075 7회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 간담회 1,066 5회

군정시책추진 간담회 2,353 13회

8,548

10월 재난 안전관리 추진 간담회 271 2회

충북 씨름왕 선발대회 선수 격려 658 2회

군정홍보 시책추진용 물품구입 1,831 7회

정부예산 및 도비확보 시책 간담회 1,535 6회

노인 및 아동복지 추진 간담회 604 4회

전략개발사업 추진 간담회 526 3회

농림 시책추진 관계자 간담회 589 5회

학교분리이전추진 시책 간담회 360 1회

군정시책추진 간담회 2,174 17회

12,515

11월 주민등록갖기 운동 시책추진 간담회,물품구입 792 2회

군정홍보 및 투자,기업유치 시책추진 물품구입 4,693 16회

광역쓰레기매립장 협의 관련 간담회 812 2회

군정홍보 시책추진 간담회 989 4회

정부 및 도비 예산확보 시책추진 관계관 간담회 617 6회

08월     49회

09월     64회

10월     47회

11월     55회



지역발전협의 간담회 1,950 8회

군정시책추진 간담회 2,662 17회

12,588

12월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 관련 간담회 1,184 1회

주공 임대아파트 유치 관련 간담회 150 1회

주민등록갖기 운동 시책추진 간담회 490 2회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추진 간담회 198 1회

투자유치관련 간담회 282 2회

정부 및 도비 예산확보 추진 관계관 간담회 3,716 16회

광역쓰레기매립장 협의관련 간담회 850 2회

농림 축산 시책추진 간담회 1,539 8회

지역발전협의 간담회 771 3회

군정홍보 시책 간담회 966 3회

군정시책추진 간담회 2,442 20회

12월     59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