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4,689   

5,385   

생거진천 홍보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비 지급 44 기획감사실  

진천군 교육특구 추진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경비지급 190 기획감사실  

정부예산확보를 위한 관계관과의 간담회 비용지급 200 기획감사실  

지역인사와의 간담회비 지급 52 기획감사실  

민원행정 시책관련 업무협의 간담회 식대 제공 105 종합민원과  

간담회 비용 지급(진천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576 행정과  

생거진천 혁신대학 관련 간담회 비용 지급(군) 81 행정과  

간담회 비용 지급(충북도청 정보화담당관실) 272 행정과  

인터넷전화 구축사업 보고회 등 접대 음료 구입 160 행정과  

제33회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참석자 기념품 구입 880 행정과  

우석대 관계자와 간담회(군) 159 행정과  

도 세정과 직원과의 간담회비 지급 367 재무과  

교통단속요원들과의 간담회 비용지급 147 경제과  

간담회 비용 지급 410 사회복지과  

도 환경부서 관계공무원과 오찬간담회 108 환경위생과  

2010년 원예유통식품분야 주요업무시책 추진 간담회비 지급 268 농업지원과  

2010년 농정분야 주요업무시책 추진 간담회 식비 지급 659 농업지원과  

가축방역간담회 참석자 급식제공 248 산림축산과  

산림업무 군정시책 추진에 따른 간담회비 지출 225 산림축산과  

2010년 의회 준비 관계 공무원과 오찬 급식비 지출 117 의회사무과  

폐석면대책위원회 간담회 중식제공 117 문백면  

11,012   

생거진천 홍보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비 지급 165 기획감사실  

정부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비 지급 228 기획감사실  

정부예산확보활동을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100 기획감사실  

자체평가 간담회 다과 구입 55 기획감사실  

도 성과관리 담당공무원과의 간담회 급식비 지급 353 기획감사실  

효율적인 법무행정을 위한 충청북도 공무원과의 간담회 급식비 지급 384 기획감사실  

정부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비 지급 62 기획감사실  

정부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공무원초청 간담회비 지급 192 기획감사실  

정부예산확보활동을 위한 중앙부처공무원과의 간담회비 지급 259 기획감사실  

공공디자인 업무추진 간담회 급식비 지급 32 기획감사실  

진천시 건설을 위한 충북개발연구원과의 간담회 급식비 지급 164 기획감사실  

정부예산확보를 위한 관계관과의 간담회 비용지급 190 기획감사실  

2010 장수테마토론 관계 교수와의 간담회 급식비 지급 28 기획감사실  

군의정 관계 담당공무원과의 간담회 급식비 지급 169 기획감사실  

정부예산확보활동을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비 지급 312 기획감사실  

간담회 비용 지급(생거진천 혁신대학 관계자) 59 행정과  

[별첨 2]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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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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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월

금액(천원)집행내역



구분 부서 비고금액(천원)집행내역

도시계획분야 주요업무시책추진 간담회 410 행정과  

도청 자원관리과 직원과 간담회(부) 377 행정과  

도청 여성가족과장과 간담회(부) 228 행정과  

미국 CREC대표단 진천방문에 따른 만찬회비 지급(군) 956 행정과  

생거진천 혁신대학 관련 간담회비 지급 68 행정과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읍면담당자와의 간담회 급식비 지급 36 경제과  

태양광특구 간담회 급식비 지급 108 경제과  

홍보특산품 구입 125 경제과  

지역홍보를 위한 특산품구입 300 환경위생과  

금강유역환경청 환경분야 관계공무원과 오찬간담회 48 환경위생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현지확인 평가단 간담회 288 농업지원과  

2010 폭설 한파대비 재난안전대책 추진 간담회 식대 지급 152 농업지원과  

Rural-20 대상마을 현지심사 간담회 식비 지급 245 농업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와의 간담회 비용 지급 167 문화체육과  

간담회 비용 지급(도청 체육과 관계자) 120 문화체육과  

간담회 비용 지급(도청관계자) 186 문화체육과  

간담회 비용 지급(도청 관계자) 290 문화체육과  

2010 상반기 안전관리자문단 정기회의 개최에 따른 급식비 지출 203 건설재난안전과  

복지업무 연찬회 식대 지급 360 주민복지과  

향토물품구입 104 주민복지과  

업무연찬회 식대 지급 90 주민복지과  

재가노인지원센터 개관식 관련 화분 구입 50 주민복지과  

투자유치 관련 간담회비 지급 150 전략사업추진단  

투자유치관련 간담회비 지급 136 전략사업추진단  

투자유치 관련 간담회비 지급 72 전략사업추진단  

CREC대표단 공항 영접에 따른 만찬비용 지급 147 전략사업추진단  

미국출장에 따른 기념품 구입(생거진천풍경) 240 전략사업추진단  

교육청 직원과의 간담회비 지급(광혜원산단) 89 전략사업추진단  

투자유치관련 간담회비 지급 346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사업 우수기관 견학에 따른 특산품 구입 130 보건소  

유관기관단체와의 간담회 후 중식비 지급 47 보건소  

예산확보 협의 식사 209 농업기술센터  

충북농업기술원 기술보급 예산확보 업무추진 식사 345 농업기술센터  

충북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예산확보 업무추진 식사 279 농업기술센터  

2010 상하수도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실시 470 상하수도사업소  

2010 설명절 군민이웃사촌되기운동 위문품 전달 75 의회사무과  

중부4군의회 합동연찬회 추진 협의 간담회 급식 370 의회사무과  

장학기금 전달에 따른 간담회 식비 지급 243 광혜원면  

13,834   

조기집행 점검실시에 따른 참가자중식제공 188 기획감사실  

문백면 행정감사관련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 지급 266 기획감사실  

예산업무  협의를 위한 도 담당공무원과의 간담회비용 지급 199 기획감사실  

예산업무 협의를 위한 도 담당공무원과의 간담회비용 지급 88 기획감사실  

02월

03월     55건 소계

03월



구분 부서 비고금액(천원)집행내역

국비확보사업 추진방안 간담회 비용지급 117 기획감사실  

생거진천홍보를위한 유관기관(한국자유총연맹) 간담회비 지급 303 기획감사실  

생거진천홍보를위한 유관기관(진천교육청) 간담회비 지급 107 기획감사실  

지역특산품(생거진천쌀) 구입 374 기획감사실  

정부예산(교부세)확보를 위한 중앙부처공무원과의 간담회비 지급 90 기획감사실  

우리군 우수농산품 구입 홍보(군-충북시장군수협의회) 585 행정과  

충북시장군수협의회 환영만찬 식대 지급 804 행정과  

충북 시장군수협의회 행사물품 구입(군) 320 행정과  

우리군 명예대사 위촉에 따른 오찬 비용 지급 479 행정과  

충북 시장군수협의회 개최에 따른 행사물품 구입(군) 199 행정과  

도청 균형발전국장과 간담회(부) 132 행정과  

간담회 비용 지급(경찰서 관계자)-군 1,340 행정과  

도지사 초청 지역발전 오찬간담회 식대 지급(군) 619 행정과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기념품 구입(해외투자유치 관련) 2,000 행정과  

간담회 비용 지급(일제강점하 피해조사단) 24 행정과  

생거진천 혁신대학 관련 간담회 비용 지급(군) 108 행정과  

희망근로사업 담당자 간담회에 따른 식사비 지급 80 경제과  

내방객 홍보용 특산품 구입 100 경제과  

시장에 가자 프로그램 촬영팀과의 중식비 지급 128 경제과  

지역홍보를 위한 특산품구입 174 환경위생과  

친환경인증면적확대방안시책추진간담회 148 농업지원과  

친환경학교급식및광역친환경농업단지시책추진간담회 224 농업지원과  

2011년 광특회계 신규사업성 검토에 따른 간담회 식비 지급 128 농업지원과  

농업농촌 웰빙테마장터조성 시책추진 간담회 식대 지급 315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특수시책추진간담회 381 농업지원과  

진천꽃 해외수출 활성화방안 간담회에 따른 식대지급 151 농업지원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현지확인 평가단 간담회 식대지급 144 농업지원과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시책추진간담회식대 117 농업지원과  

광역친환경농업단지발전방향및인증면적확대시책추진간담회 37 농업지원과  

간담회 비용 지급(용인문화원 관계자) 168 문화체육과  

간담회 비용 지급(농다리다큐 제작관계자) 96 문화체육과  

충북도청 관계자와의 간담회 비용 지급 85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와의 간담회비 지급 311 문화체육과  

2010 해빙기대비 안전관리자문단 합동점검에 따른 급식비 지급 55 건설재난안전과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유공업체 간담회 개최에 따른 중식비 지급 108 건설재난안전과  

2010년 1분기 통합방위실무위원회 중식 제공 80 건설재난안전과  

자활센터 이전 개소식 관련 화분 구입 50 주민복지과  

진천군 명예홍보대사 위촉식에 따른 다과 및 음료 구입 149 전략사업추진단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비 지급 56 전략사업추진단  

339 전략사업추진단  

250 전략사업추진단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비 지급 56 전략사업추진단  

유관기관단체와의 간담회 후 중식비 지급 218 보건소  

03월

전략사업추진을 위한 간담회비 지급



구분 부서 비고금액(천원)집행내역

천안시보건소 관계자 방문에 따른 중식비 지급 30 보건소  

보건사업 추진관련 도 보건위생부서 간담회 426 보건소  

유관기관 단체장과의 간담회 후 중식비 지급 102 보건소  

화분 구입비 50 의회사무과  

경로잔치 추진관계관 간담회비(경로잔치추진위원회/카드) 120 진천읍  

폐석면 대책위원회 간담회 식사제공 57 문백면  

이월면 현안사업 간담회 식대지급 460 이월면  

광혜원면 장학회 간담회에 따른 식비 지급 99 광혜원면  

4,984   

예산업무추진에 따른 중앙부처공무원과의 간담회비 지급 104 기획감사실  

장학회 지도점검 감사반과의 간담회에 따른 급식 제공 82 기획감사실  

지역특산품(천년주) 구입 264 기획감사실  

정부예산확보활동에 따른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 476 기획감사실  

현안사업협의를 위한 도 담당공무원과의 간담회비 지급 104 기획감사실  

예산업무협의를 위한 도 직원과의 간담회비 지급 87 기획감사실  

업무협의 및 예산확보추진에 따른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비 지급 350 기획감사실  

지역현안사업 협의를 위한 군의원과의 간담회비 지급 322 기획감사실  

미국 방문 투자유치활동에 따른 소요경비 지급(군) 1,031 행정과  

한옥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간담회 144 행정과  

청소년 국제교류에 따른 간담회 비용 332 행정과  

민원접대용 음료 구입 120 행정과  

생거진천 혁신대학 관련 간담회 비용 지급(군) 92 행정과  

간담회 비용 지급(경찰서 관계자) 42 행정과  

지역특산품 구입 100 행정과  

미국 CERE대표단 영접계획에 따른 식비 및 간담회비 지급 72 행정과  

미국 CERE대표단 영접계획에 따른 식비 및 간담회비 지급(조찬) 56 행정과  

미국 CERE대표단 영접계획에 따른 식비 및 간담회비 지급 322 행정과  

군 내방객 홍보용 특산품 구입 80 경제과  

간담회 비용 지급 149 사회복지과  

농정분야 주요업무시책 추진 간담회 식비 지급 107 농업지원과  

보건복지부 업무협의에 따른 식대 지급 86 주민복지과  

영농철대비현장기술지원단급식 136 농업기술센터  

다과류 등 구입비(2010 군수 연두순방/카드) 133 진천읍  

폐석면대책위원회 간담회 식사제공 42 문백면  

격려품 구입비 지급 32 백곡면  

노인복지회관 신축건의에 따른 간담회 식비 지급 119 광혜원면  

2,976   

광특회계 예산업무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공무원과의 간담회비 지급 158 기획감사실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관계 연구원과의 간담회 급식비 지급 288 기획감사실  

현안사업설명 및 예산협의를 위한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비 지급 294 기획감사실  

진천군현안사업설명 및 협조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비 지급 95 기획감사실  

정부예산확보 협의를 위한 도 담당공무원과의 간담회비 지급 224 기획감사실  

예산업무추진을 위한 관련담당공무원과의 간담회비 지급 147 기획감사실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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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서 비고금액(천원)집행내역

새주소시책 홍보간담회 식대제공 48 종합민원과  

생거진천 혁신대학 관련 간담회비 지급 72 행정과  

생거진천 혁신대학 관련 간담회 비용 지급(군) 131 행정과  

지역홍보를 위한 특산품 구입 100 환경위생과  

논에타작물재배확대를 위한 간담회 310 농업지원과  

2011년 국고보조사업추진 간담회 식대료지급 144 농업지원과  

광특회계관련업무협의시우수농산물구입홍보 150 농업지원과  

2010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합동점검에 따른 급식비 지급 24 건설재난안전과  

2010 경제통계통합조사 조사원 교육에 따른 식비 지급 99 주민복지과  

복무만료 공중보건의사와의 간담회후 식대 지급 102 보건소  

건강도시사업추진 홍보용 물품 구입 50 보건소  

신규 및 근무지변경 공중보건의사 간담회비 지급 102 보건소  

2010 상반기 민관합동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따른 식비 지급 35 상하수도사업소  

의정업무 실무자 간담회 급식 140 의회사무과  

청사신축공사 직원격려 중식제공 263 문백면  

10,394   

정부예산확보를 위한 관계관과의 간담회 비용지급 282 기획감사실  

205 기획감사실  

132 기획감사실  

지역특산품(민속주) 구입 156 기획감사실  

감사반과의 간담회에 따른 급식 제공 130 기획감사실  

2009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과의 간담회 177 기획감사실  

백곡면 행정감사 관련 주민 간담회에 따른 급식비 지급 303 기획감사실  

광특예산확보를 위한 사업설명회 간담회비 지급 264 기획감사실  

여름철 우기대비 관내 현장점검반 업무추진 격려 급식 130 기획감사실  

정책자문단 간담회 급식 30 기획감사실  

생거진천 홍보를 위한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간담회비 지급 168 기획감사실  

간담회 비용 지급(진천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490 행정과  

간담회 비용 지급 95 행정과  

민원 접대용 음료 구입 130 행정과  

소도읍 육성사업 관련 간담회 566 행정과  

정부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 320 행정과  

생거진천 혁신대학 관련 간담회비 지급 184 행정과  

간담회 비용 지급(경찰서 관계자) 426 행정과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행정안전부 방문에 따른 식비 지급 18 경제과  

직원회식 실시 398 경제과  

결산검사 위원과의 간담회 급식비 지급 50 경제과  

군 내방객 홍보용 특산품 구입 80 경제과  

79 사회복지과  

76 사회복지과  

결산검사 관계자 간담회 추진 92 환경위생과  

언론관계자와의 간담회 실시 173 환경위생과  

민간환경기술자문위원과의 간담회 300 환경위생과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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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서 비고금액(천원)집행내역

환경업체 파업관련 유관기관과 오찬간담회 50 환경위생과  

2010지역 우수농특산물 한마당행사 간담회 식대료 지급 161 농업지원과  

2011년도 신규사업성검토 간담회 식대 지급 245 농업지원과  

강동구청학교급식담당자친환경농장체험 농산물 구입 193 농업지원과  

2010년 과수분야 시도교체점검에 따른 시책추진 간담회 식대지급 110 농업지원과  

농정홍보시책추진 간담회 식대 지급 155 농업지원과  

2009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간담회 83 산림축산과  

기자 간담회 개최비용 지급 209 문화체육과  

간담회 비용 지급(농다리다큐제작 관계자) 136 문화체육과  

생거진천농다리축제 추진 간담회 비용 지급 45 문화체육과  

2009회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과 간담회 식대 지급 91 주민복지과  

2009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사지도에 따른 간담회 173 주민복지과  

진천읍소재지정비사업 사업성검토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 지급 245 지역개발건축과  

우석대학교 아셈진천캠퍼스 건립관련 간담회비 지급 118 전략사업추진단  

구강건강사업 추진관련 간담회 후 석식비 지급 35 보건소  

보건사업 추진 홍보를 위한 기자 간담회 후 중식비 지급 26 보건소  

치아의날 행사추진에 따른 치과교수단 중식비 지급 56 보건소  

보건사업 추진 유관기관단체장 간담회 후 중식비 지급 94 보건소  

기간제근로자 보건업무 추진 격려 중식비 지급 126 보건소  

2010 상반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식비지급 167 상하수도사업소  

선진의정실현을 위한 타의회 비교견학 간담회 급식 454 의회사무과  

제15회 사랑의 점심나누기 모금행사 성금 전달달 100 의회사무과  

제6대 진천군의회 의원 당선자 간담회 급식 154 의회사무과  

폐석면대책위원회 간담회 식사제공 30 문백면  

삼성서울병원 진료봉사활동 격려  식비 지급 1,300 백곡면  

격려품 구입비 지급 48 백곡면  

지역 특산품 구입비 지급 216 백곡면  

지역특산품 구입비 지급 60 백곡면  

격려품(음료)구입비 지급 60 백곡면  

13,703   

홍보업무 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비 지급 18 기획감사실  

감사반과의 간담회에 따른 급식 제공 161 기획감사실  

예산확보를 위한 관계관과의 간담회 비용지급 89 기획감사실  

현안사업 협의를 위한 관련담당공무원과의 간담회비 지급 230 기획감사실  

정부예산및 현안사업협의를 위한 관계관과의 간담회비 지급 120 기획감사실  

정부예산확보를 위한 관계관 간담회비 지급 320 기획감사실  

징계의결 요구서 제본비 지급 120 기획감사실  

지역특산품 구입(파프리카)-환경과 150 기획감사실  

생거진천 장수테마연구사업 간담회 급식비 지급 36 기획감사실  

생거진천 홍보를 위한 서울시청 관계자 간담회비 지급 126 기획감사실  

감사반과의 간담회에 따른 급식제공 127 기획감사실  

홍보업무 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비 지급 99 기획감사실  

홍보용 특산품 구입(경제과) 80 기획감사실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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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서 비고금액(천원)집행내역

진천군 국제화 교육특구 연구용역보고회 관련 간담회 113 기획감사실  

전통시장 관계자 간담회 급식비 지급(경제과) 311 기획감사실  

홍보용 특산품(수박) 구입 (경제과) 71 기획감사실  

70 기획감사실  

90 기획감사실  

홍보업무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비 지급 440 기획감사실  

지역특산물 구입(파프리카) 320 기획감사실  

정부예산확보활동에 따른 지역특산품(천년주) 구입 104 기획감사실  

정부예산확보를 위한 관계관과의 간담회비 지급 68 기획감사실  

예산편성운영에 따른 현장중심 벤치마킹 간담회비용 지급 131 기획감사실  

예산효율화 선진지 우수사례 벤치마킹 참석자 중식제공 49 기획감사실  

56 기획감사실  

70 기획감사실  

진천군 정책자문단 토론회 참석 임원간담회 급식비 지급 83 기획감사실  

홍보업무협의를 위한 진천경찰서 간담회비 지급 370 기획감사실  

진천군현안사업설명및 협조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비 지급 119 기획감사실  

정부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 700 기획감사실  

진천군 국제화 교육특구 추진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193 기획감사실  

미국 발레호시 대표단 진천 방문에 따른 선물 구입 88 행정과  

미국 발레호시 방문단 영접에 따른 간담회비 지급 917 행정과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비 지급 420 행정과  

주원산오리 축사 관련 집회에 따른 간식 및 급식 비용 지급(군) 238 행정과  

홍보용 특산품 구입(군) 231 행정과  

지역특산품 구입(군) 280 행정과  

세계태권도대학설립관련 간담회(군) 344 행정과  

홍보용 특산품 구입 156 행정과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관계 직원간 간담회 412 행정과  

간담회 비용 지급/행안부 자치제도과 관계자(부) 360 행정과  

홍보용 특산품 구입(군) 50 행정과  

제19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간담회 505 행정과  

지역특산품 구입(군) 270 행정과  

생거진천 혁신대학 관련 간담회비 지급(군) 55 행정과  

도경제통상국장과 간담회(부) 205 행정과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 174 행정과  

홍보용 우수농특산물 구입 120 행정과  

찾아가는 일자리 창출 발굴단 추진관련 간담회 급식비 지급 35 경제과  

간담회 비용 지급 100 사회복지과  

지역특산품 구입 237 환경위생과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 변경관련 간담회 341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업시책추진을위한간담회 170 농업지원과  

제2회 병해충 방제협의회 간담회 식대 지급 186 농업지원과  

진천꽃수출 활성화에 따른 간담회 개최 255 농업지원과  

농정업무시책추진 간담회 식대지급 24 농업지원과  

07월

홍보업무 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비 지급

홍보업무 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비 지급



구분 부서 비고금액(천원)집행내역

밤나무 단지 항공방제 참가자 급식비 지급 55 산림축산과  

밤나무 단지 항공방제 간담회 114 산림축산과  

간담회 비용 지급(생거진천문화축제관계자) 101 문화체육과  

간담회 개최 비용 지급(네덜란드 태권도 선수단) 144 문화체육과  

간담회 비용 지급(충북도청 관계자) 110 문화체육과  

세계태권도 대학교 투자협약식에 따른 생수 구입 13 전략사업추진단  

홍보용 특산품 구입 104 전략사업추진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형 국책사업장 관계자와의 간담회비 지급 216 전략사업추진단  

월드아트빌리지 조성사업을 위한 간담회비 지급 93 전략사업추진단  

금연홍보대사 금연사업 추진 격려를 위한 중식비 지급 256 보건소  

기자와의 간담회 식비 지급 230 상하수도사업소  

간담회 식대비(청주지방법원 가족관계등록팀 감사반) 168 진천읍  

문백풍물단 격려 식사제공 360 문백면  

주원산오리 축사신축 관련 주민간담회 식대지급 475 이월면  

광혜원면장학회추진위원회 간담회 식비 지급 57 광혜원면  

6,559   

정부예산확보추진 중앙부처 직원과의 간담회비용 지급 63 기획감사실  

정부예산 및 현안사업협의를 위한 관계관과의 간담회 495 기획감사실  

지역현안 사업 업무협의에 따른 간담회 93 기획감사실  

현안사업협의를 위한 도 예산담당관 직원과의 간담회비용 지급 785 기획감사실  

지방교부세확보관련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비 지급 427 기획감사실  

진천군 정책자문단장과의 간담회 급식비 지급 20 기획감사실  

지방교부세 확보협의를 위한 도예산담당직원과의 간담회비용 지급 120 기획감사실  

홍보업무 협의를 위한 기자간담회비 지급 70 기획감사실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관련 충북개발연구원과의 간담회 급식비 지급 50 기획감사실  

증평군과의 기획정책협의 간담회 급식비 지급 249 기획감사실  

지역현안사업 협의를 위한 중앙부처공무원과의 간담회 225 기획감사실  

88 행정과  

60 행정과  

진천미래촌 강사와 간담회(군) 72 행정과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간담회비 지급 491 행정과  

제81회 행거진천 혁신대학 관련 간담회 25 행정과  

(주)주원산오리 축사 관련 집회에 따른 간식 지급 540 행정과  

도청 사회복지정책과장과 간담회(부) 72 행정과  

을지연습훈련 관계관과 간담회(부) 247 행정과  

간담회 비용 지급(진천군재향경우회 관계자) 249 행정과  

을지연습 관련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간담회 432 행정과  

언론관계자와 간담회(부) 41 행정과  

언론관계자와의 오찬간담회 56 환경위생과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작업자와의 오찬간담회 35 환경위생과  

전국 대학생 국토대장정중 간담회 개최시 수박 구입비 지출 280 농업지원과  

기자 간담회 비용 지급 139 문화체육과  

간담회 비용 지급(생거진천농다리축제 관계자) 219 문화체육과  

07월

08월     38건 소계

08월

시책사업홍보를 위한 언론기관 관계자와 간담회(부)



구분 부서 비고금액(천원)집행내역

간담회 비용 지급(종박물관자문운영위원회) 44 문화체육과  

간담회개최에 따른 급식비 지급 280 지역개발건축과  

투자유치를 위한 간담회비 지급 35 전략사업추진단  

대학유치업무를 위한 간담회비 지급 45 전략사업추진단  

58 보건소  

69 보건소  

보건사업 추진 유관기관단체장관의 간담회 88 보건소  

구강보건사업 추진관련 자문위원회 간담회 후 식대 지급 111 보건소  

지역특산품 구입(장류세트) 66 진천읍  

광혜원면장학회임원 간담회 식비 지급 75 광혜원면  

광혜원 중고등학교분리이전 추진관련 간담회 식비 46 광혜원면  

11,021   

홍보업무 협의를 위한 이장단연합회 간담회비 지급 228 기획감사실  

정부예산확보 협의를 위한 중앙부처공무원과의 간담회비 지급 90 기획감사실  

정부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직원과의 간담회비용 지급 88 기획감사실  

홍보업무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비 지급 33 기획감사실  

홍보업무협의를 위한 진천경찰서 관계자와의 간담회비 지급 216 기획감사실  

감사반과의 간담회에 따른 급식비 지급 82 기획감사실  

2025진천군기본계획승인 및 2015진천군관리계획 간담회 450 기획감사실  

광특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관계관과의 간담회비 지급 85 기획감사실  

이월면 행정감사관련련 주민간담회에 따른 급식비 지급 260 기획감사실  

홍보업무협의를 위한 기상청 관계자와의 간담회비 지급 450 기획감사실  

지역특산품 구입 162 기획감사실  

홍보업무 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비 지급 210 기획감사실  

당면현안사업 협의를 위한 중앙부처담당관과의 간담회비 지급 230 기획감사실  

지역현안사업 설명을 위한 관계공무원과의 간담회 220 기획감사실  

57 기획감사실  

168 기획감사실  

81 기획감사실  

감사반과의 간담회에 따른 급식비 지급 71 기획감사실  

도로명주소 교차점검 업무간담회 식대 제공 105 종합민원과  

부동산 중개업소 합동단속 간담회 식대제공 184 종합민원과  

유관기관장과 간담회(군) 320 행정과  

언론관계자와 간담회(부) 158 행정과  

우석대 관계관과 간담회(군) 90 행정과  

의원간담회 개최에 따른 간담회(부) 327 행정과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관련 정책자문단과의 간담회(군) 220 행정과  

진천군의약정 간담회(군) 238 행정과  

제194회 진천군의회 1차 정례회 개최에 따른 의원간담회(군) 700 행정과  

군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48 행정과  

재경군민회 임원과의 회의 832 행정과  

전략사업추진을 위한 간담회 164 행정과  

생태하천 조성사업관련 간담회(군) 275 행정과  

08월

정부예산확보를 위한 관계관과의 간담회

보건사업 추진관련 유관기관단체장과의 간담회 후 중식비 지급

09월     57건 소계

09월



구분 부서 비고금액(천원)집행내역

지역특산품 구입 100 재무과  

진천음성광역폐기물처리시설 현장점검 및 간담회 급식비 128 환경위생과  

농업,농촌 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간담회 개최 184 농업지원과  

농업농촌웰빙테마장터시책 간담회 추진에 따른 농산물 구입 200 농업지원과  

215 문화체육과  

28 문화체육과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개관식에 따른 간담회 379 문화체육과  

2010년 추석대비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에 따른 급식비 지급 35 건설재난안전과  

2010 인구주택총조사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 지급 101 주민복지과  

행복나눔 365 자원봉사 릴레이에 따른 식비 지급 165 주민복지과  

공중보건의사와의 간담회비 지급 72 보건소  

보건복지부 관계자 업무협의 후 식대 지급 152 보건소  

타시도 보건소 방문 견학에 따른 식대 지급 140 보건소  

2010 추석절 군민이웃사촌되기운동 추진 후원 성금품 전달 75 의회사무과  

유관기관장과 간담회비 지급 410 진천읍  

태풍피해농가 일손돕기 참여자 격려 300 진천읍  

지역주민 간담회 식대 지급(시책추진업무 추진비) 96 진천읍  

지역주민 간담회 식대비(카드) 133 진천읍  

읍정시책추진 지역주민 간담회 식대 165 진천읍  

읍정시책추진 지역주민 간담회 58 진천읍  

군정업무 관련 간담회 식사비 지급 428 덕산면  

소두머니용신제 보존회 격려 50 문백면  

문백그라운드골프회 창설격려 식사제공 49 문백면  

격려품 구입비 지급(음료) 32 백곡면  

주원산오리 축사신축 관련 주민간딤회 식대지급 204 이월면  

생거진천 문화축제에 따른 풍물단 간담회 식비 지급 280 광혜원면  

13,542   

지방교부세확보를 위한 중앙부처공무원 간담회 380 기획감사실  

홍보업무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비 지급 116 기획감사실  

보건소 행정감사관련 주민간담회에 따른 급식비 지급 188 기획감사실  

지역특산품 구입 108 기획감사실  

민선4기 및 민선5기 군의정업무 관련 현직 및 전직 군의원과의 간담회 급식비 지급 65 기획감사실  

감사시책 추진 간담회에 따른 급식비 지급 288 기획감사실  

제35회 진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개최에 따른 급식비 지급 96 기획감사실  

진천군 자체평가 연구진과의 간담회 급식비 지급 152 기획감사실  

홍보업무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비 지급 61 기획감사실  

정부예산(산수산업단지)및 현안사업협의를  위한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212 기획감사실  

정부예산 및 현안사업협의를 위한 관계관과의 간담회 100 기획감사실  

예산확보(청소년수련관)을 위한 관계관과의 업무협조 간담회 132 기획감사실  

예산확보(지역현안사업)를 위한 관계관과의 간담회 169 기획감사실  

진천군 브랜드 및 상표 관련 조례업무추진에 따른 간담회 급식비 지급 54 기획감사실  

진천군 기획정책 업무협의 도 담당 공무원과의 간담회 급식비 지급 125 기획감사실  

홍보업무 협의를 위한 기자간담회비 지급 40 기획감사실  

10월     64건 소계

10월

간담회 비용 지급(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09월



구분 부서 비고금액(천원)집행내역

진천군 자체평가 중간검증 담당 연구진과의 간담회 급식비 지급 130 기획감사실  

감사반과의 간담회에 따른 급식비 지급 30 기획감사실  

감사시책추진 간담회에 따른 급식비 지급 314 기획감사실  

생거진천문화축제 관계자와 간담회(부) 96 행정과  

중부신도시 관계자와 간담회(군) 292 행정과  

군정시책추진(진천군의 날 행사)을 위한 간식 구입 226 행정과  

성공적인 혁신도시건설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171 행정과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진천군 방문에 따른 기념품 구입 30 행정과  

농업기술원 마늘연구소장과 간담회(군) 330 행정과  

도청 비상대비 관계자와 간담회(부) 79 행정과  

제37사단 군악대 격려금(군) 500 행정과  

도청 문화여성환경국장과 간담회(부) 348 행정과  

홍보용 쌀 구입 144 행정과  

충북개발공사 관계자와 간담회(군) 160 행정과  

문화공연 참가자 격려(군) 1,000 행정과  

건강박람회 행사 참가자 격려(군) 600 행정과  

도정보고회에 따른 자원봉사자 격려(부) 330 행정과  

도지사 방문에 따른 행사장 운영 물품 구입 116 행정과  

홍보용 특산품 구입 260 행정과  

도지사 방문에 따른 오찬 간담회 375 행정과  

백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시책추진 간담회 612 행정과  

간단회 비용지급(2011년 진천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간담회) 100 사회복지과  

도 환경분야 관계자와 오찬간담회 38 환경위생과  

도민체전 선수단 격려 급식비 300 환경위생과  

농식품부소관 포괄보조사업 시책추진을 위한 간담회 식대지급 219 농업지원과  

생거진천 문화축제 추진관련 경찰서 관계자와의 간담회 비용 지급 389 문화체육과  

제17회 포석 조명희 문학제 관련 간담회 248 문화체육과  

전략사업추진을 위한 간담회비 지급 109 전략사업추진단  

우석대학교 아셈진천캠퍼스건립 관련 간담회비 지급 96 전략사업추진단  

하반기 민관합동 시료채취에 따른 식비 지급 50 상하수도사업소  

제49회 충북도민체전 출전 관련 관계자 간담회 급식 376 의회사무과  

91 진천읍  

236 진천읍  

읍정시책추진 지역주민 간담회 식대비(카드) 95 진천읍  

제49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진천군 씨름단 격려금 지급 50 진천읍  

격려금 지급(진천읍의용소방대-민방위창설기념행사 시도경진대회 참가) 50 진천읍  

유관기관 간담회비 136 진천읍  

제49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임원 격려(재배정) 28 진천읍  

태풍피해농가 일손돕기 참여자 간식비 지급 56 문백면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에 따른 중식비 지급 440 문백면  

폐석면대책위간담회 중식제공 48 문백면  

시책추진 지역주민 간담회 식대 지급 300 백곡면  

백곡 농악단 격려 식비 지급 267 백곡면  

10월

지역주민 간담회 식대비(카드)



구분 부서 비고금액(천원)집행내역

kbs 이동종합봉사활동 관련 식대 지급 125 백곡면  

이월면 노인봉사대 운영관련 간담회 식대지급 496 이월면  

생거진천 문화축제에 따른 풍물단 격려식비 지급 70 광혜원면  

생거진천문화축제 길놀이 운영방안 간담회 식비 지급 400 광혜원면  

제31회 생거진천문화축제관련 격려식비 지급 300 광혜원면  

10,638   

정부예산확보및 현안사업협의를 위한 중앙부처공무원과의 간담회 120 기획감사실  

산수산업단지 및 현안사업협의를 위한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130 기획감사실  

예산확보(부대이전,현안사업)를 위한 관계관과 간담회 143 기획감사실  

예산확보(진천도서관건립)을 위한 관계관과의 간담회 130 기획감사실  

주민등록갖기 추진위원회 음료 및 생수 구입 60 기획감사실  

진천군 정책자문단과의 간담회 급식비 지급 83 기획감사실  

국도정시책 도시군 평가담당자 워크숍 다과류 구입 68 기획감사실  

기획정책협의회 개최에 따른 도 관계공무원과의 간담회 급식비 지급 200 기획감사실  

홍보업무협의를 위한 기자간담회비 지급 141 기획감사실  

홍보업무 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비 지급 67 기획감사실  

기획테마감사 실시에 따른 간식비 지급 39 기획감사실  

주민등록갖기 추진위원과의 간담회 급식비 지급 229 기획감사실  

홍보업무 협의를 위한 뉴스파노라마 제작진과의 간담회비 지급 134 기획감사실  

광혜원면 행정감사 관련 주민간단회에 따른 급식비 지급 270 기획감사실  

진천군 정책자문단장과의 간담회 급식비 지급 20 기획감사실  

새주소 및 지적관련 업무협의 간담회 식대 지출 199 종합민원과  

농촌진흥사업업무추진을 위한 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 간담회 450 행정과  

농촌진흥사업업무추진을 위한 농업기술원(농촌자원과) 간담회 390 행정과  

우석대 관계자와 간담회(군) 96 행정과  

2010인구주택총조사 관계자 격려(군) 837 행정과  

지역특산품 구입(군) 390 행정과  

2011년도 정부예산지원 협의차 관계공무원과의 간담회 358 행정과  

일자리공시제 컨설팅 관련 간담회 120 행정과  

홍보용 농산물 구입 150 행정과  

진천경찰서와 간담회(군) 873 행정과  

제196회 진천군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 간담회 268 행정과  

전자지출시스템관련 간담회 48 재무과  

도세정과 직원과의 간담회비 지급 266 재무과  

간단회 비용 지급 82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센터 업무 협약식 관련 중식 제공 156 사회복지과  

민관합동점검 시책 간담회 170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업 시책추진을 위한 간담회 식대 지급 260 농업지원과  

백곡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평가 간담회 식대 지급 147 농업지원과  

식량증산 및 친환경농업 시책추진을 위한 홍보특산품 구입 96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시책추진간담회 84 농업지원과  

광역친환경농업시책추진간담회 64 농업지원과  

농업농촌웰빙테마장터조성추진간담회식대지급 78 농업지원과  

10월

11월     58건 소계

11월



구분 부서 비고금액(천원)집행내역

불법 농지전용 교차단속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식대지급 65 농업지원과  

농업농촌웰빙테마장터조성추진 농지협의 식대지급 284 농업지원과  

2010. 추계세미나 및 스케치행사에 따른 세미나 280 문화체육과  

간담회 비용 지급(체육회 관계자) 278 문화체육과  

2010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시범적용) 합동점검에 따른 급식비 지급 28 건설재난안전과  

지역특산품(전통주) 구입 252 지역개발건축과  

공영개발사업추진을 위한 주민 간담회비 지급 101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사업 추진 유관기관단체장과의 간담회 100 보건소  

도민체전(태권도부) 참가선수 격려 63 보건소  

금연홍보대사 금연사업 추진 격려 중식비 지급 168 보건소  

농촌진흥사업 업무추진 간담회 480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자 격려 31 농업기술센터  

충청북도 감사관과의 간담회 급식 149 의회사무과  

읍정시책추진 언론관계자와 간담회비(카드) 200 진천읍  

유관기관장과의 간담회비 지급 138 진천읍  

읍정시책추진 지역주민 간담회비(카드) 79 진천읍  

201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격려에 따른 식사 제공 160 초평면  

인구주택총조사 홍보협조 중식제공 46 문백면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격려 중식제공 109 문백면  

201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격려 식비 지급 146 백곡면  

2010 인구 주택 총조사 조사원 격려 식대 지급 65 이월면  

20,644   

진천군 정책자문단 분과위원회 간담회 급식비 지급 83 기획감사실  

홍보업무 협의를 위한 기자와의 간담회비 지급 50 기획감사실  

20 기획감사실  

99 기획감사실  

홍보업무 협의를 위한 언론사와의 간담회비 지급 210 기획감사실  

70 기획감사실  

110 기획감사실  

홍보업무협의를 위한 기자간담회 48 기획감사실  

감사반과의 간담회 100 기획감사실  

지역현안사업(산수산업단지)을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 78 기획감사실  

공공도서관 예산확보를 위한 관계관과의 간담회 105 기획감사실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충북개발연구원과의 간담회 36 기획감사실  

정책자문단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참석자 급식제공 99 기획감사실  

홍보업무협의를 위한 기자간담회 480 기획감사실  

홍보업무협의를 위한 경찰서관계자와의 간담회 63 기획감사실  

홍보업무협의를 위한 기자간담회 149 기획감사실  

정부예산확보를 위한 관계관과의 간담회 298 기획감사실  

지역현안사업 협의 중앙부처 공무원 간담회 130 기획감사실  

지역현안사업 국비확보 협의 국회의원 간담회 110 기획감사실  

싱가포르 투자유치 활동에 따른 간담회 492 행정과  

민병근교수와 간담회(군) 106 행정과  

11월

12월     90건 소계

12월

홍보업무협의를 위한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비 지급

홍보업무 협의를 위한 기자와의 간담회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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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장과 간담회(군) 502 행정과  

중앙부처 관계자와 간담회(군) 400 행정과  

도의회의원과 간담회(군) 248 행정과  

도청 농업정책과장과 간담회(부) 498 행정과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충북개발공사 직원 및 진천군 공무원간의 간담회 218 행정과  

진천군 장기발전계획 관계자와 간담회(부) 336 행정과  

진천군 정책자문단 분과위원과의 간담회(군) 259 행정과  

대학건립 관계자와 간담회(군) 119 행정과  

진천미래촌 새해맞이 행사에 따른 식비 지급 1,050 행정과  

충북개발연구원장과 간담회(군) 349 행정과  

도균형개발과장과 간담회(군) 490 행정과  

2011년 미래촌 새해맞이 행사 홍보용 생거진천쌀 구입 1,650 행정과  

도청 국도정시책평가 담당과 간담회(부) 218 행정과  

생명과학고 교장과 간담회(군) 80 행정과  

홍보용 농산물 구입 180 행정과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 117 행정과  

현대모비스 숲 만들기 공모사업 평가심사위원 간담회 235 행정과  

지역현안사업(산수산업단지) 해결 위한 간담회 220 행정과  

개별주택가격 조사원과의 간담회 156 재무과  

2010 향토자원조사사업 조사요원과의 간담회 급식비 지급 110 경제과  

간담회 비용 지급 264 사회복지과  

간담회 실시 비용 지급 168 사회복지과  

간담회 비용 지급 128 사회복지과  

국도정시책 평가관련 관계공무원 업무연찬 209 환경위생과  

하반기 민간환경기술지원 시책간담회 200 환경위생과  

언론관계자와의 오찬간담회 104 환경위생과  

국도정시책 평가관련 관계공무원 업무연찬 270 환경위생과  

도 환경분야 관계자와의 오찬간담회 68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업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홍보용 농산물 구입 380 농업지원과  

농업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 식대지급 93 농업지원과  

웰빙테마장터조성업무 협의를 위한 홍보 농산물 구입 266 농업지원과  

광역친환경단지조성추진을위한 홍보용농산물구입 375 농업지원과  

농업농촌웰빙테마장터조성을위한간담회 480 농업지원과  

원예특작업무추진을위한간담회 270 농업지원과  

가축방역간담회 참석자 급식제공 265 산림축산과  

간담회 비용 지급(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108 문화체육과  

기자 간담회 비용 지급 127 문화체육과  

2010년 동절기대비 재난취약시설 합동점검에 따른 급식비 지급 70 건설재난안전과  

2010년 하반기 안전관리자문단 간담회 실시에 따른 급식비 지급 262 건설재난안전과  

희망 2011 나눔캠페인 시군 순회모금 시책업무추진에 따른 간담회 80 주민복지과  

간담회개최에 따른 급식비 지급 405 지역개발건축과  

90 지역개발건축과  

240 지역개발건축과  

12월

군정시책추진을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구분 부서 비고금액(천원)집행내역

2025 진천군기본계획 관련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 지급 480 지역개발건축과  

2015 진천군관리계획(재정비) 추진관련 간담회 개최 480 지역개발건축과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추진 관련 지역특산품(전통주) 구입 108 지역개발건축과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 현지답사에 따른 식비 지급 203 지역개발건축과  

전략사업추진을 위한 간담회비 지금 86 전략사업추진단  

지역 특산품 구입 274 전략사업추진단  

성공적인 혁신도시건설을 위한 관계자와 간담회비 지급 225 전략사업추진단  

전략사업추진을 위한 간담회비 지급 100 전략사업추진단  

지역 특산품 구입 198 전략사업추진단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및 진천군 공무원간의 간담회비 지급 186 전략사업추진단  

민원 접대용 음료 구입 100 전략사업추진단  

월드컬쳐밸리 조성사업을 위한 간담회비 지급 222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사업 추진관련 노인회진천군지회 간담회 98 보건소  

의회 각종 의정시책 추진 관련 부서 간담회 급식 286 의회사무과  

백곡지 둑높이기 주민대책 추진위원회 간담회비(카드) 33 진천읍  

읍정시책추진 지역주민 간담회비(카드) 141 진천읍  

농악교실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급식비 지급 180 덕산면  

지역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식사비 지급 178 덕산면  

지역노인봉사대원과의 오찬 식사비 지급 234 덕산면  

2010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요원 격려에 따른 식사 제공 211 초평면  

409 초평면  

200 초평면  

153 초평면  

291 초평면  

176 초평면  

2010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원 격려 식비 지급 99 백곡면  

광역폐기물매립장 간담회에 따른 식사 제공

12월

광역쓰레기매립장 간담회에 따른 식사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