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4,462     

8,000         

군정 홍보 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 개최 식비 지급 44            기획조정실

중부매일 주재기자 변경에 따른 화분 구입비 지급 200           기획조정실

정부예산확보 관련 간담회에 따른 급식비 지급 77            기획조정실

2015 정부예산확보 관련 간담회비 지급 226           기획조정실

29            기획조정실

30            기획조정실

67            기획조정실

군정책자문단과 출입기자 간담회 비용 지급 186           기획조정실

28            기획조정실

37            기획조정실

25            기획조정실

149           기획조정실

24            기획조정실

30            기획조정실

토지행정 및 지적재조사업무 협의 간담회 식대지출 186           종합민원과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간담회 (부군수) 55            행정지원과

정부포상 수여 관련 2014년도 퇴직자 간담회 (군수) 159           행정지원과

충청매일기자 간담회 (군수) 93            행정지원과

2015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지출(군수) 300           행정지원과

충청북도 의회사무처장 간담회 (부군수) 131           행정지원과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담당사무관 간담회 (부군수) 64            행정지원과

진천군의회 의원간담회 (부군수) 328           행정지원과

충청북도 구제역상황실 등 간식구매 위문 (부군수) 88            행정지원과

군인근무 구제역 초소 간식지원 격려 (부군수) 35            행정지원과

구제역 관련 도 축산과장 간담회 (부군수) 92            행정지원과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 간담회 (군수) 350           행정지원과

충북학사 방문 간식구매 격려 (부군수) 41            행정지원과

국민안전처 정책기획관 간담회 (부군수) 213           행정지원과

중부매일 편집국장 간담회 (군수) 108           행정지원과

2015년 농업정책 추진 간담회에 따른 식비 지급 138           친환경농정과

2015년도 농어업인 복지지원사업 업무추진 간담회 식비 지급 95            친환경농정과

유기농산사업(친환경농업) 시책추진 간담회 식대 지급 134           친환경농정과

334           문화홍보체육과

60            문화홍보체육과

농다리축제 발전방안 실무협의회 간담회 비용 지급 91            문화홍보체육과

기자간담회 비용 지급 171           문화홍보체육과

문화관광 해설사와의 간담회 비용 지급 120           문화홍보체육과

농다리축제 발전방안 실무협의회 간담회 비용 지급 119           문화홍보체육과

문화예술 관련 업무협의 간담회 비용 지급 72            문화홍보체육과

드림스타트 업무 시책추진간담회 실시에 따른 식비 지급 35            주민복지과

신년 충혼탑 및 격전지 참배 화환구입 125           주민복지과

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진천군 및 충북도청간 간담회비 지급 370           주민복지과

진천 군관리계획 등 현안업무 추진관련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 지급 303           지역개발건축과

진천 지역계획 및 현안업무 추진관련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 지급 188           지역개발건축과

투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 비용 지급 86            투자정책과

투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비 지급 42            투자정책과

2015 WINTER 영어캠프 참가에 따른 간식비 지출 79            투자정책과

투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비 지급 112           투자정책과

2015 WINTER 영어캠프 참가에 따른 중식비 지출 179           투자정책과

2015 WINTER 영어캠프 참가에 따른 간식비 지출 57            투자정책과

80            투자정책과

66            투자정책과

투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 비용지출 55            투자정책과

2015년 보건사업 추진관련 도청직원과의 간담회후 중식비 지급 402           보건소

보건사업 추진관련 정신건강센터 관계자와 간담회 중식비 지급 119           보건소

금액 부서 비고집행내역

군정 홍보 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 개최 식비 지급

군정 홍보 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 개최 식비 지급

간담회 비용 지급

투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비 지급

구분

총          계

01월     61건 소계

01월



금액 부서 비고집행내역구분

시책업무추진비 지출 245           농업기술센터

의원간담회 만찬비 지급(시책업무추진비) 96            농업기술센터

특구 운영성과보고서 작성 관련 간담회 36            평생학습센터

진천군 지역신문사 간담회따른 식대지급 168           의회사무과

주민자치회 시범마을 추진에 따른 간담회 제공 음료 구입비 지급 98            진천읍

구제역 조기 종식 및 AI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 간담회 따른 식사비 지급 332           초평면

01월



금액 부서 비고집행내역구분

9,729         

신규사업 발굴관련 중앙부처 관계관과의 간담회에 따른 급식비 지급 59            기획조정실

현안사업 협의관련 중앙부처 관계관과의 간담회에 따른 급식비 지급 200           기획조정실

35            기획조정실

57            기획조정실

250           기획조정실

110           기획조정실

32            기획조정실

200           기획조정실

지금 충북은 방송 촬영을 위한 간담회 비용 지급 96            기획조정실

군정 홍보 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 개최 식비 지급 200           기획조정실

78            기획조정실

102           기획조정실

충청북도 예산담당관 간담회 (부군수) 62            행정지원과

진천군의회 의원간담회 (부군수) 312           행정지원과

전 청주시 기획예산과장 간담회 (부군수) 70            행정지원과

지역특산품 구입(부군수) 1,350         행정지원과 단일건

지역특산품 구입(군) 600           행정지원과

전 덕산면장 간담회 (부군수) 76            행정지원과

진천경찰서 정보보안과장 간담회 (부군수) 120           행정지원과

농림축산부 기획조정과장 간담회 (부군수) 36            행정지원과

생거진천 스포팅관련 콤플렉스 조성사업 간담회 (부군수) 129           행정지원과

군정발전 방안 모색으로 위한 진천군의원 및 지역신문 기자와의 간담회 실시 263           행정지원과

금강유역환경청장 간담회 (부군수) 108           행정지원과

진천군 출입기자 간담회 (부군수) 497           행정지원과

생거진천 전통시장 제한경쟁 서면평가를 위한 관계자와의 간담회 비용 지급 220           경제교통과

2015년도 환경분야 업무연찬회 실시에 따른 식비 지급 265           환경위생과

지역홍보용 지역특산품(진천명품딸기) 구입비 지급 115           환경위생과

농정발전 지자체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간담회 식비 지급 92            친환경농정과

원예유통식품업무 추진관련 간담회 식비 지급 324           친환경농정과

유기농산사업분야 업무추진 관련 간담회 식비 지급 450           친환경농정과

정부예산확보 시책추진을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비용 지급 400           친환경농정과

농다리 축제 개편안 설명을 위한 간담회 비용 지급 74            문화홍보체육과

간담회 비용지급(군) 450           문화홍보체육과

유교문화권 사업설명 간담회 비용지급 40            문화홍보체육과

진천군청 태권도 실업팀 전지훈련 격려 급량비 지출 117           문화홍보체육과

2016년 관광자원개발 사업대상지 관련 평가 및 간담회 비용지급 135           문화홍보체육과

대한전문건설협회와의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 지급 500           지역개발건축과

2015년 제1차 진천군정보화위원회 다과재료 구입비지급 60            회계정보과

보건사업추진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식비 지급 127           보건소

홍보용 특산품 구입 51            보건소

보건사업추진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식비 지급 83            보건소

지역특산품 구입 68            보건소

보건사업추진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식비 지급 41            보건소

보건업무 추진을 위한 팀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의 간담회 식비 110           보건소

농촌장수마을 발전 시책업무추진비 140           농업기술센터

국제문화교육특구 특화사업 추진 관련 관계자 간담회 식대 지급 105           평생학습센터

2015년 설명절 '군민이웃사촌되기운동' 후원 성금품 전달(의회사무과장) 100           의회사무과

주민자치회 1마을 1장기 프로젝트 추진 간담회 식비 지급 85            진천읍

1마을 1장기 프로젝트 홍보를 위한 이장과의 간담회 식비 지급 86            진천읍

자원봉사자 식비 지급 450           덕산면

군정 홍보 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 개최 식비 지급

시군종합평가 관련 군정 홍보를 위한 특산품 구입비용 지급

02월     50건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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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부서 비고집행내역구분

11,466       

군정 홍보 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 개최 식비 지급 190           기획조정실

현안사업 지원 건의관련 충북도 관계관과의 간담회에 따른 급식비 지급 250           기획조정실

군정 홍보 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 개최 식비 지급 168           기획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기획감사 업무의 제도개선 논의에 따른 간담회 간식비 지급 56            기획조정실

홍보용 특산품 구입비용 지급 235           기획조정실

충청일보 창간 축하용 화분 구입비 지급 100           기획조정실

군정 홍보 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 개최 식비 지급 245           기획조정실

진천군 정책자문단 워크숍 관련 간담회 비용 지급 270           기획조정실

정부예산확보 협의관련 국회 방문에 따른 특산품 구입비 지급 70            기획조정실

진천신문 창간 축하용 화분 구입비 지급 150           기획조정실

110           기획조정실

165           기획조정실

행자부 재정운영실태 점검관련 특산품 구입비 지급 85            기획조정실

교부세 관련 행자부 관계관과의 간담회에 따른 급식비 지급 346           기획조정실

정부예산확보관련 중앙부처 관계관과의 간담회에 따른 급식비 지급 56            기획조정실

충북 시군 의장단 협의회를 위한 특산품 구입비용 지급 1,000         기획조정실 단일건

진천군인사위원 간담회 (부군수) 120           행정지원과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인과 간담회 (부군수) 210           행정지원과

지역특산품 구입(부) 495           행정지원과

전 진천경찰서장 간담회 (부군수) 150           행정지원과

전 충청북도청 기획관리실장 간담회 (부군수) 51            행정지원과

진천군 출입기자 간담회 (군수) 301           행정지원과

인도 쥬라기그룹 회장 간담회 (부군수) 100           행정지원과

충청북도 바이오정책과장 간담회 (부군수) 210           행정지원과

도 예산담당관실 공기업팀장 간담회 (부군수) 46            행정지원과

우리군 전 정책자문단 교수 간담회 (군수) 172           행정지원과

구제역 및 AI 관련 농림축산검역본부 기획조정과장 간담회 (부군수) 150           행정지원과

진천군자원봉사센터 직원과의 간담회비 지급 159           행정지원과

충북혁신도시내 법무연수원 이전에 따른 임직원 격려 물품 구입(부군수) 330           행정지원과

햇살나눔봉사회 자원봉사자 격려 (군수) 450           행정지원과

유관기관(진천경찰서)와의 간담회비 지급 317           행정지원과

충북발전연구원장 간담회 (군수) 177           행정지원과

도 자치행정과장 간담회 (부군수) 410           행정지원과

우간다 농림부 루바레마 빈센트 차관 간담회 (군수) 300           행정지원과

관내 골프장 관계자 간담회 (부군수) 195           행정지원과

청소년수련시설 특별안전점검 관계자와 오찬간담회비 지급 75            행정지원과

진천군이장단연합회 임원들과의 간담회비 지급 228           행정지원과

전국재해구호협회 자원봉사 실시에 따른 음료구입 비용 지급(군수) 180           행정지원과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관계자 간담회 비용 지급 70            경제교통과

언론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에 따른 식비 지급 81            환경위생과

군 현안사업 관련 간담회 식비 지급 30            친환경농정과

농식품모태펀드 추진위원회 간담회 식비 지급 110           친환경농정과

미르숲 조성지 내 프로그램 개발관련 간담회 식비 지급 105           산림축산과

업무추진 유관기관 장 취임 화분 구입 100           산림축산과

간담회 비용지급(군) 331           문화홍보체육과

판화미술관 기획전 간담회 비용 지급 60            문화홍보체육과

67            문화홍보체육과

36            문화홍보체육과

문화탐방 관련(주철장 전수교육관 운영) 선진견학에 따른 간담회 비용 지급 17            문화홍보체육과

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66            주민복지과

복지업무홍보시책 추진 간담회 실시에 따른 식비 지급 219           주민복지과

투자유치업무 추진을 위한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 105           투자정책과

72            투자정책과

162           투자정책과

투자유치업무 추진을 위한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 50            투자정책과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관계자와 간담회비 지급 143           투자정책과

군정 홍보 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 개최 식비 지급

03월     74건 소계

03월

농다리축제 발전방안 실무협의회 간담회 비용 지급

투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비 지급



금액 부서 비고집행내역구분

산수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창립총회에 따른 음료구입 42            투자정책과

기상청 연수원 건립 관계자와 간담회비 지급 85            투자정책과

진천군 신규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비 지급 99            투자정책과

문백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비 지급 72            투자정책과

투자유치 벤치마킹 관련 관계자와 간담회비 지급 90            투자정책과

홍보용 지역특산물 구입 120           세정과

보건업무추진홍보 지역특산품 구입 52            보건소

홍보용 특산품 구입 34            보건소

20            보건소

68            보건소

보건사업 홍보 언론기관 관계장와의 간담회 식비 지급 82            보건소

지역 홍보용 특산품 구입 75            보건소

홍보용 특산품 구입 26            보건소

시책업무추진비 지출 100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업무추진비 지급 32            농업기술센터

주민자치회 시범마을 추진에 따른 간담회 식비 지급 36            진천읍

진천읍 주요간선도로 환경정화 추진에 따른 음료 구입비 지급 142           진천읍

화풍이월면민걷기대회 행사추진에 따른 간담회 식대 지급 145           이월면

03월

보건사업추진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식비 지급



금액 부서 비고집행내역구분

13,429       

군정 홍보 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 개최 식비 지급 170           기획조정실

국도비 예산확보 활용 지역특산품 구입(땅콩엿) 132           기획조정실

135           기획조정실

337           기획조정실

95            기획조정실

충청북도 재정지원 건의관련 오찬간담회에 따른 급식비 지급 255           기획조정실

홍보용 지역특산물 구입비 지급(파프리카) 75            기획조정실

75            기획조정실

66            기획조정실

군 정책자문단 충북발전연구원 정책세미나 간담회 비용 지급 196           기획조정실

충청북도 재정지원팀 관계관과의 오찬간담회비 지급 147           기획조정실

군정 홍보 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 개최 식비 지급 88            기획조정실

민원행정 업무추진 기자 간담회 식대지출 210           종합민원과

진천군 출입기자 간담회 (부군수) 160           행정지원과

(주)대원 부사장 간담회 (군수) 183           행정지원과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간담회 (부군수) 80            행정지원과

인사위원과의 간담회 실시 72            행정지원과

충청북도의원 간담회 (부군수) 138           행정지원과

진천경찰서장 간담회 (부군수) 263           행정지원과

사랑의 점심 나누기 행사 성금 (군수) 100           행정지원과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한 물품구매 제공 (군수) 156           행정지원과

브리핑룸 물품구매 제공 (부군수) 50            행정지원과

사랑의 점심나누기 행사 관련 동양일보회장 간담회 (군수) 168           행정지원과

정책자문단장 간담회 (부군수) 52            행정지원과

혁신도시관리본부 직원 간담회 (부군수) 210           행정지원과

267           행정지원과

275           행정지원과

진천군의회 의원간담회 (군수) 91            행정지원과

유관기관(진천선거관리위원회)과의 간담회비 지급 287           행정지원과

(주)대명수안 대표이사 간담회 (군수) 280           행정지원과

청학동 예절학교 김봉곤훈장 간담회 (부군수) 178           행정지원과

충주시 문화예술과장 간담회 (부군수) 66            행정지원과

체리부로 앞 화물연대 집회에 따른 현장 경찰공무원 물품구매 제공 격려 (부군수) 270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장 간담회 (부군수) 60            행정지원과

체리부로 앞 화물연대 집회에 따른 현장 경찰공무원 물품구매 제공 격려 (부군수) 230           행정지원과

충청북도 도지사 보좌관 간담회 (부군수) 55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담당사무관 간담회 (부군수) 228           행정지원과

충북도청 자치행정과 관계자와 오찬간담회비 지급 57            행정지원과

2015년 생거진천21추진협의회 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른 식비 지급 163           환경위생과

위생감시원 간담회 개최에 따른 식비 지급 296           환경위생과

정부예산 확보관련 물품 구입비 지급 41            환경위생과

정부예산확보사업(대기측정망 구축) 간담회 개최에 따른 식비 지급 74            환경위생과

2015년 총량 비점저감시설 관련 업무연찬회 실시에 따른 식비 지급 118           환경위생과

EM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에 따른 식비 지급 180           환경위생과

충북도 쌀산업 발전 협의 간담회 식비 지급 380           친환경농정과

농림사업예산확보 시책추진을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비용 지급 380           친환경농정과

농정관련사업 추진에 따른 기자 간담회 식비 지급 94            친환경농정과

주요농정현장점검 관련 간담회 77            친환경농정과

산촌생태마을가꾸기 간담회에 따른 식비 지급 196           산림축산과

가축방역 업무추진 및 지역 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66            산림축산과

225           산림축산과

66            산림축산과

산림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도 산림녹지과와의 간담회 식비 지급 142           산림축산과

진천국민체육센터 개소 1주년 기념 직원 격려 32            문화홍보체육과

정부예산확보 관련 문화재청 직원과의 간담회 비용 지급 42            문화홍보체육과

간담회 비용지급(군) 201           문화홍보체육과

군정 홍보 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 개최 식비 지급

삼성서울병원 의료봉사 활동에 따른 자원봉사자 격려 (군수)

산림사업 업무추진 및 지역 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04월     91건 소계

04월

군정 홍보 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 개최 식비 지급



금액 부서 비고집행내역구분

농다리축제 발전방안 실무협의회 간담회 비용 지급 72            문화홍보체육과

기자 간담회 비용 지급 48            문화홍보체육과

농다리축제 실무협의회 간담회 비용 지급 12            문화홍보체육과

간담회 비용지급(군) 420           문화홍보체육과

소하천정비사업 현장점검관련 업무협의 간담회 231           안전건설과

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진천군의원간 간담회비 지급 38            주민복지과

복지업무홍보시책 추진 간담회 실시에 따른 식비 지급 176           주민복지과

군정홍보 협의를 위한 기자간담회 개최 급식비 지급 200           지역개발건축과

투자유치업무 추진을 위한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 50            투자정책과

투자유치업무 추진을 위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와 간담회 비용 지급 114           투자정책과

120           투자정책과

49            투자정책과

투자유치업무 추진을 위한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 50            투자정책과

진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위원 오찬 대금 지급 148           세정과

홍보용 지역특산물 구입비 지급 55            세정과

진천군 출입기자 간담회(회계정보과) 262           회계정보과

지역 홍보용 특산품 구입 25            보건소

홍보용 특산품 구입 26            보건소

복무만료 공중보건의사와의 간담회 식비 지급 138           보건소

보건사업추진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식비 지급 46            보건소

보건사업홍보 언론기관 관계자와의 간담회 식비 지급 77            보건소

보건사업 추진관련 옥천군보건소 관계자 방문 중식비 지급 106           보건소

보건사업추진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식비 지급 82            보건소

지역 홍보용 특산품 구입 25            보건소

보건업무 홍보 언론기관과의 간담회 식비 지급 350           보건소

95            농업기술센터

88            농업기술센터

71            농업기술센터

95            농업기술센터

제2회 청소년 외국어 페스티벌 간담회 중식비 지급 87            평생학습센터

진천군의회 사무실 바닥보수 및 의원실 리모델링관련 업무협의 식대지급 399           의회사무과

주민자치회 1마을 1장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간담회 식비 지급 83            진천읍

주민자치회 시범마을 추진에 따른 간담회 식비 지급 247           진천읍

산불 및 영농철 당부사항을 위한 간담회 식비 지급 373           문백면

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준비에 따른 다과 구입 241           백곡면

투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비 지급

시책업무추진비 지출

04월



금액 부서 비고집행내역구분

14,002       

298           기획조정실

277           기획조정실

정부예산확보관련 중앙부처 관계관과의 간담회에 따른 급식비 지급 410           기획조정실

특별교부세 지원건의관련 행자부 관계관과의 간담회에 따른 급식비 지급 128           기획조정실

377           기획조정실

200           기획조정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관계관과의 간담회비 지급 337           기획조정실

정부예산확보 관련 중앙부처 관계관과의 간담회에 따른 급식비 지급 95            기획조정실

80            기획조정실

100           기획조정실

충청투데이 충북본부 사장 취임 축하용 화분 구입비 지급 200           기획조정실

국도비 예산확보 활용 지역특산품 구입(파프리카) 250           기획조정실

감사원 재정운영실태 예비조사관련 간담회에 따른 간식비 지급 13            기획조정실

2015 결산검사위원과의 간담회 비용 지급 131           기획조정실

시군종합평가 워크숍 군정홍보용 특산주 구입비 지급 60            기획조정실

특별교부세 간담회 물품구입비 지급 35            기획조정실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장 간담회 (부군수) 233           행정지원과

충청북도 자치행정과장 간담회 (부군수) 150           행정지원과

군정홍보를 위한 지역신문 기자와 간담회비 지급 408           행정지원과

도지사 순방 행사준비에 따른 자원봉사자 격려(군수) 264           행정지원과

운수대통 생거진천전통시장 준공 KBS 전국노래자랑 관계자 간담회 (군수) 495           행정지원과

지역특산품 구입(부) 480           행정지원과

군정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진천군의원과의 간담회 실시 58            행정지원과

2015 충청북도지사 방문에 따른 오찬 간담회(군수) 845           행정지원과

세종 정부청사 근무 향우공무원 간담회 (군수) 858           행정지원과

충청북도 투자유치과 직원 간담회 (부군수) 90            행정지원과

2015 도지사방문 도민과의 대화에 따른 지역특산물 구입지 지급 (군수) 325           행정지원과

포석 조명희문학관 개관에 따른 유족 간담회 (군수) 1,141         행정지원과 단일건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직원 간담회 (부군수) 90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직원 간담회 (부군수) 185           행정지원과

문화예술 관계자와 오찬간담회비 지급 85            행정지원과

전직 진천군 부군수 초청 간담회 (부군수) 348           행정지원과

진천선수촌 활성화 관련 정책자문단장 간담회 (부군수) 52            행정지원과

의약정협의회 간담회 (부군수) 406           행정지원과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정책과 사무관 간담회 (부군수) 75            행정지원과

진천군 투자유치관련 컨설턴트 간담회 비용 지급 84            경제교통과

광혜원폐수종말처리장 운영 간담회 개최에 따른 식비 지급 136           환경위생과

EM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간담회 개최에 따른 식비 지급 153           환경위생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관계관과의 간담회 실시에 따른 식비 지급 33            환경위생과

정부예산확보 협의관련 중앙부처 방문에 따른 물품 구입비 지급 60            환경위생과

2015 상반기 농지불법전용 교차단속 식비 지급 78            친환경농정과

2015년 진천군 관내 육묘수급대책 협의회에 따른 음료구입 55            친환경농정과

산림사업 업무추진 및 지역 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50            산림축산과

미르숲 음악회 개최에 따른 지역 홍보용 특산품 구입 85            산림축산과

산림사업 업무추진 및 지역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쌀) 34            산림축산과

산림사업 업무추진 및 지역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50            산림축산과

농다리축제 추진을 위한 간담회 비용 지급 80            문화홍보체육과

종박물관 기획전시 관련 간담회 비용지급 42            문화홍보체육과

농다리축제 실무협의회 간담회 비용 지급 114           문화홍보체육과

기자 간담회 비용지급 220           문화홍보체육과

간담회 비용지급(군) 470           문화홍보체육과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 관계자 간담회비 지급 98            투자정책과

75            투자정책과

111           투자정책과

투자유치업무 추진을 위한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 50            투자정책과

투자개발사업추진을 위한 간담회비 지급 52            투자정책과

정부예산확보관련 중앙부처 관계관과의 간담회에 따른 급식비 지급

군정 홍보 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 개최 식비 지급

투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비 지급

군정 홍보 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 개최 식비 지급

05월     73건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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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부서 비고집행내역구분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관계자와 간담회비 지급 93            투자정책과

결산검사 위원과의 간담회 비용 지급 282           투자정책과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관련 물품 및 다과비 지출 278           회계정보과

2016년 CCTV설치사업 정부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 120           회계정보과

2014회계 결산검사관련 물품 및 다과비 지출 114           회계정보과

보건업무 홍보 지역 언론기관과의 간담회 식비 지급 70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격려 중식 제공 68            보건소

시책업무추진비(3도3시군 업무협의회) 지출 91            농업기술센터

시책업무추진비 지출(국비보조사업 현지 컨설팅) 144           농업기술센터

진천군 장애인 복지기금마련 나눔행사 격려금 지급 50            농업기술센터

시책업무추진비 지출 50            농업기술센터

진천경찰서 정보계와 간담회 개최후 식대지급 135           의회사무과

진천읍 주요간선도로 환경정화 추진에 따른 음료 구입비 지급 95            진천읍

경로잔치 행사준비에 따른 간담회 식대 지급 180           이월면

이월면 기관단체장과의 간담회에 따른 식사비 지급 112           이월면

광혜원면 홍보 협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식비 지급 80            광혜원면

각종 지역회의 참석자 접대용 음료구입 330           광혜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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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1       

310           기획조정실

151           기획조정실

정부예산확보관련 중앙부처 관계관과의 간담회에 따른 급식비 지급 109           기획조정실

정부합동감사 관련 간담회에 따른 지역특산품 구입(파프리카) 125           기획조정실

정부예산확보관련 중앙부처 관계관과의 간담회에 따른 급식비 지급 148           기획조정실

2016 정부예산확보 간담회에 따른 특산품 구입비 지급 72            기획조정실

372           기획조정실

254           기획조정실

감사원 재정운영실태 실지감사 간담회에 따른 간식비 지급 44            기획조정실

정부예산확보관련 부처간담회에 따른 물품 구입비 지급 165           기획조정실

군정 홍보 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 개최 식비 지급 440           기획조정실

기획감사실장 공로연수에 따른 기자 간담회 개최 식비 지급 85            기획조정실

특별교부세 확보관련 행자부관계관과의 간담회에 따른 급식비 지급 176           기획조정실

국책사업 유치관련 중앙부처 관계관과의 간담회에 따른 특산품 구입비 지급 28            기획조정실

2014회계 결산 검사 위원과의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출 144           종합민원과

2014 회계 결산검사위원과의 간담회 비용 지급 109           행정지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간담회 (군수) 151           행정지원과

생거진천 농다리축제 참관 행정부지사와 간담회 (군수) 400           행정지원과

제44회 전국소년체전 참가 진천군체육회 직원 격려 (군수) 105           행정지원과

제44회 전국소년체전대회 참가 선수 물품구입 격려 (군수) 475           행정지원과

제44회 전국소년체전 교육관계자 등 임원 격려  (군수) 1,356         행정지원과 단일건

2015년 정부합동감사 관련 감사담당관 간담회 (부군수) 120           행정지원과

지역특산품 구입(군수) 276           행정지원과

역대 부군수 간담회 실시에 따른 지역 농특산품 구입 100           행정지원과

제15회 생거진천농다리축제 추진위원 간담회 (군수) 330           행정지원과

투자유치 업무추진을 위한 지역특산물 구입 지출(부군수) 138           행정지원과

주부클럽회원 격려 (부군수) 132           행정지원과

S&T 대표이사 간담회 (군수) 180           행정지원과

진천군 정책자문단장 간담회 (군수) 87            행정지원과

충북혁신도시관리본부 직원 격려 (군수) 480           행정지원과

기획재정부 예산실 농림해양예산과장 간담회 (부군수) 175           행정지원과

투자사업 유치관련 기업인 간담회 (부군수) 97            행정지원과

정책자문단 대외협력관과 간담회 (군수) 125           행정지원과

충청북도 정기보안감사 관련 정보보호팀장 간담회 (부군수) 422           행정지원과

국정원 직원 간담회 (부군수) 36            행정지원과

정책자문단 대외협력관 간담회 (부군수) 75            행정지원과

광혜원 제2농공단지 투자설명회 간담회 (부군수) 200           행정지원과

미국 오카캠프“지나박” 간담회 (군수) 120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담당사무관 간담회 (부군수) 57            행정지원과

지역특산품 구입(군수) 750           행정지원과

국도비 예산확보 활용 지역특산물 구입비 지급 (군수) 1,320         행정지원과 단일건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간담회 (군수) 217           행정지원과

진천군 육상실업팀 선수 격려 (부군수) 516           행정지원과

진천군의회 의원간담회 (부군수) 36            행정지원과

진천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격려 (군수) 264           행정지원과

2014 회계결산검사위원 간담회 비용 지급 110           경제교통과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등 관계 공무원과의 간담회 비용 지급 212           경제교통과

중앙시장고객센터 건립사업 관계자와의 간담회비 64            경제교통과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 비용 지급 77            경제교통과

진천사랑상품권 대행점 관계자 간담회 비용 지출 73            경제교통과

농다리 축제의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한 청소용역 업체와의 간담회 개최에 따른 식비 지급 182           환경위생과

결산검사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에 따른 식비 지급 230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업 시책추진에 따른 식비 지급 30            친환경농정과

결산검사 위원과의 간담회 비용 지급 177           친환경농정과

결산검사위원과의 간담회 비용 지급 156           산림축산과

축산사업 업무추진 및 지역 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66            산림축산과

군정 홍보 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 개최 식비 지급

군정 홍보 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 개최 식비 지급

06월     85건 소계

06월



금액 부서 비고집행내역구분

농다리 축제 추진을 위한 간담회 비용지급 45            문화홍보체육과

제44회 전국소년체전 관련 간담회 비용 지급 33            문화홍보체육과

농다리 축제 실무협의회 간담회 비용 지급 127           문화홍보체육과

181           문화홍보체육과

450           문화홍보체육과

자원봉사센터 직원과의 간담회 비용지급 60            문화홍보체육과

결산검사위원 업무협의 간담회 220           안전건설과

125           주민복지과

125           주민복지과

농다리 축제 참가학생(대경대) 중식제공 82            투자정책과

진천선수촌 홍보관 및 특색있는 거리 조성사업 관계자 간담회비 지급 45            투자정책과

농다리 축제 홍보부스 근무자 격려 석식 제공 229           투자정책과

간담회 비용 지급(친환경 에너지타운 착공식 행사) 145           투자정책과

진천선수촌 주변 활성화 사업 관계자 간담회비 지급 155           투자정책과

2014회계 결산검사위원과의 오찬간담회 174           세정과

2014회계 결산검사관련 물품 및 다과비 등 지출 145           회계정보과

2014회계 결산검사관련 다과비 지출 57            회계정보과

보건사업 추진관련 용인시보건소 관계자 방문 중식비 지급 110           보건소

메르스 관련 의약정협의회 석식비 지급 197           보건소

메르스 예방 관련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식비 지급 30            보건소

메르스 예방 협조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식비 지급 23            보건소

홍보용 특산품 구입 26            보건소

50            농업기술센터

50            농업기술센터

농진청 청사이전 업무협의 오찬비 지급 124           농업기술센터

시책업무추진비 지출 223           농업기술센터

진천군 지역 특산물 구입 253           평생학습센터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운영 평가단 중식비 지급 143           평생학습센터

한해 대책을 위한 영농경영인과의 시책 간담회 식비 지급 136           문백면

간담회 비용지급(군)

06월

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시책업무추진비 지출



금액 부서 비고집행내역구분

12,271       

107           기획조정실

78            기획조정실

329           기획조정실

27            기획조정실

171           기획조정실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땅콩엿) 66            기획조정실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파프리카) 125           기획조정실

111           기획조정실

212           기획조정실

66            기획조정실

116           기획조정실

정부예산 확보 활용 지역특산품 구입(땅콩엿) 132           기획조정실

157           기획조정실

146           기획조정실

국도비 확보 및 투자유치 관련 지역특산품 구입(부군수) 228           행정지원과

충청북도 문화예술과 문화산업팀장 간담회 (부군수) 70            행정지원과

도민체전 출전선수 물품 구매 격려 (군수) 207           행정지원과

계룡건설 대표이사 간담회 (군수) 203           행정지원과

보은국도관리사무소장 간담회 (군수) 133           행정지원과

진천체육회 직원 격려 (군수) 63            행정지원과

진천경찰서 정보보안과장 간담회 (부군수) 85            행정지원과

진천군의회 의원간담회 (군수) 179           행정지원과

에머슨골프클럽 이사 간담회 (부군수) 92            행정지원과

진천경찰서 정보보안과 직원 간담회 (부군수) 64            행정지원과

충청북도지사 간담회 (군수) 130           행정지원과

진천군 홍보 물품 구입(군수) 1,925         행정지원과 단일건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전수 간담회 (군수) 150           행정지원과

중앙부처 방문에 따른 지역 농특산품 구입비 지급(군수) 250           행정지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처장 간담회 (부군수) 129           행정지원과

국비 예산확보 활용 지역특산물 구입비 지급(부군수) 208           행정지원과

도민체전 종합우승 종목 선수단 격려 (군수) 600           행정지원과

한화큐셀 상무 간담회 (부군수) 186           행정지원과

충북자치연수원 중견간부양성과정 교육생 격려(부군수) 101           행정지원과

진천군이장단연합회 임원들과의 간담회비 지급 179           행정지원과

기획재정부 문화예산과 담당사무관 간담회 (부군수) 4              행정지원과

진천군인사위원 간담회 (부군수) 259           행정지원과

KCL 송재빈 전원장 간담회 (군수) 144           행정지원과

진천군 출입기자단 간담회(군수) 434           행정지원과

진천군 명예대사 위촉 간담회 (군수) 70            행정지원과

간담회 비용 지출 91            경제교통과

진천군 그린리더 간담회 개최에 따른  식비 지급 376           환경위생과

청소업무 담당자 간담회 개최에 따른 식비 지급 147           환경위생과

「SBS 물은 생명이다」 우리군 소하천 촬영 관련 업무연찬회 실시에 따른 식비지급 95            환경위생과

「SBS 물은 생명이다」 우리군 소하천 홍보 촬영에 따른 주민간담회 식비지급 337           환경위생과

수질오염총량 3단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업무연찬회 식비 지급 230           환경위생과

판화미술관 기획전시 관련 간담회 비용지급 24            문화홍보체육과

200           문화홍보체육과

165           문화홍보체육과

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60            주민복지과

『진천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가로경관 정비사업)』 관련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 지급 381           지역개발건축과

투자유치업무 추진을 위한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 125           투자정책과

조기집행 등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기획감사실장 오찬간담회 경비 지급 111           세정과

군정홍보를 위한 기자간담회 식사비 지급 177           세정과

2015 진천군 공무원 정보화 골든벨관련 식대비 지출 210           회계정보과

홍보용 특산품(종) 구입 80            보건소

군정 홍보 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 개최 식비 지급

간담회 비용지급(군)

07월     69건 소계

07월

군정 홍보 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 개최 식비 지급

정부예산확보관련 중앙부처 관계관과의 간담회에 따른 급식비 지급

군정 홍보 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 개최 식비 지급

2015년 복권업무 관계자 워크숍에 따른 다과 및 간식구입비 지급



금액 부서 비고집행내역구분

132           보건소

110           보건소

농촌진흥사업 홍보 언론기관 오찬비 지급 138           농업기술센터

도민체전 출전선수오찬비 지급 152           농업기술센터

시책업무 추진비 지출 50            농업기술센터

진천군농민회 야유회 격려금 지급 50            농업기술센터

진천군 지역 특산물 구입비 지급 39            평생학습센터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자문위원단 중식비 지급 119           평생학습센터

지역특구 운영성과 현장평가단 중식비 지급 205           평생학습센터

100           평생학습센터

100           평생학습센터

진천읍 주요간선도로 환경정화 추진에 따른 음료 구입비 지급 87            진천읍

2015년 자연생태 어린이 물놀이장 안전요원과의 간담회 식비 지급 149           진천읍

2015년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에 따른 간담회 제공 음료 구입비 지급 95            진천읍

보건사업 추진관련 유관기관 관계자와의 간담회 식비

진천군 지역 특산물 구입

07월



금액 부서 비고집행내역구분

8,395         

320           기획조정실

419           기획조정실

118           기획조정실

69            기획조정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의 간담회비 지급 156           기획조정실

2016년 보통교부세 시군합동집무 현장 방문에 따른 간식비 지급 34            기획조정실

정부예산확보관련 중앙부처 관계관과의 오찬간담회에 다른 급식비 지급 89            기획조정실

정부예산확보관련 중앙부처관계관과의 간담회에 따른 다과비 지급 17            기획조정실

군정 홍보 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 개최 식비 지급 380           기획조정실

도 종합감사 대비를 위한 관계자 사전 업무 협의에 따른 식비 지급 132           기획조정실

정부예산확보관련 중앙부처 관계관과의 오찬간담회에 따른 급식비 지급 98            기획조정실

정부예산확보관련 중앙부처 관계관과의 간담회에 따른 다과비 지급 30            기획조정실

정부 3.0 현장홍보 관련 간담회 비용지급 84            기획조정실

군정 홍보 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 개최 식비 지급 141           기획조정실

정부예산확보 협의 관련 중앙부처 방문에 따른 특산품 구입 170           기획조정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실시(군수) 148           행정지원과

행정자치부 정보공유정책관 간담회 (부군수) 225           행정지원과

충청북도 투자유치과장 간담회 (부군수) 160           행정지원과

광복절맞이 관내 애국지사 위문품 구입 145           행정지원과

진천경찰서 정보보안과 직원 간담회에 따른 음료 구입 (부군수) 77            행정지원과

이월농업협동조합장 간담회 (부군수) 122           행정지원과

여성예비군 간담회(군수) 225           행정지원과

지역특산물 구입(부) 125           행정지원과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간담회 개최(군수) 300           행정지원과

을지연습 훈련 평가관 간담회 (군수) 132           행정지원과

투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비 지급 (군수) 98            행정지원과

정책자문단 분과위원장 간담회 (군수) 507           행정지원과

언론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에 따른 식비 지급 281           환경위생과

제(5회)한국쌀전업농 충청북도 회원대회 개최에 따른 농특산품 구입 1,200         친환경농정과 단일건

제15회 생거진천 농다리축제 평가보고회 관련 간담회 비용 지급 102           문화홍보체육과

문화관광해설사와의 간담회 비용지급 270           문화홍보체육과

2015년 을지연습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급 55            안전건설과

2015년 을지연습 중간점검 간단회 경비 지급 56            안전건설과

투자유치업무 추진을 위한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 100           투자정책과

진천선수촌 주변 활성화 사업 관련 문체부 관계자 간담회비 지급 132           투자정책과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관계자와 간담회비 지급 45            투자정책과

투자개발사업추진을 위한 간담회비 지급 45            투자정책과

투자유치업무 추진을 위한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 60            투자정책과

세입관리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 급식비 지급 142           세정과

107           보건소

148           보건소

55            보건소

135           보건소

제36회 생거진천 문화축제 업무 추진 간담회 만찬비 지출(시책업무추진) 156           농업기술센터

57            농업기술센터

112           농업기술센터

50            농업기술센터

25            농업기술센터

2015년 중국어캠프 관계자 간담회 중식비 지급 64            평생학습센터

2015년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에 따른 간담회 제공 음료 구입비 지급 95            진천읍

2015 쓰레기 배출량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에 따른 간담회 식사비 지급 235           초평면

광혜원면 화랑체육대회 추진을 위한 임원진과의 간담회 식사비 지급 149           광혜원면

보건사업 추진관련 유관기관 관계자와의 간담회 식비

시책업무추진비 지출

군정 홍보 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 개최 식비 지급

정부예산확보관련 중앙부처 관계관과의 간담회에 따른 급식비 지급

08월     52건 소계

08월



금액 부서 비고집행내역구분

12,415       

정부예산확보관련 국회 관계관과의 오찬간담회에 따른 급식비 지급 128           기획조정실

2015년 도 종합감사 사전자료 수집에 따른 물품 구입비 지급 74            기획조정실

2015년 도 종합감사에 따른 물품 구입비 지급 12            기획조정실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비 지급(포도) 270           기획조정실

지역특산품 구입(삼색쌀) 200           기획조정실

제4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진천군 평생학습관계자 연수 식대지급 258           기획조정실

중앙부처 방문에 따른 홍보용 특산물 구입 65            기획조정실

정부예산확보관련 중앙부처 관계관과의 간담회에 따른 급식비 지급 22            기획조정실

2015년 도 행정종합자료 수집에 따른 간식 구입 27            기획조정실

KBS 6시 내고향 '달려라 시골버스' 촬영에 따른 간담회 개최 212           기획조정실

2015년 도 행정종합자료 수집에 따른 간식 구입 170           기획조정실

2015년 도 종합감사 자료수집에 따른 물품 구입비 지급 491           기획조정실

2015년 도 행정종합감사장 준비 및 철거에 따른 직원 중식비 지급 96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부 지특사업 현지방문 간담회에 따른 지역특산품 구입 420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부 지특사업 현지방문 간담회에 따른 다과 및 물품구입비 지급 585           기획조정실

393           기획조정실

302           기획조정실

부군수 취임에 따른 유관기관 간담회 물품 구입비 지급(부) 910           행정지원과

진천군의회 의원간담회 (부군수) 280           행정지원과

충북도청 안전행정국장과의 업무협조를 위한 물품구입 (부군수) 280           행정지원과

농산물 공동브랜드 활성화 간담회 (부군수) 71            행정지원과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방문에 따른 기념품 구입비 지급 158           행정지원과

충북지사 방문 간부공무원 간담회 물품구입 (부군수) 180           행정지원과

진천군 출입기자 간담회 (부군수) 470           행정지원과

관내 방문객 홍보를 위한 선물세트 등 구입(부) 1,800         행정지원과 단일건

사랑의 연탄나눔 순회모금행사 성금 지출 (부군수) 100           행정지원과

진천군인사위원 간담회 (부군수) 204           행정지원과

지역특산품(시장군수) 구입 560           행정지원과

언론관계자 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450           행정지원과

지역특산물 구입(군) 100           행정지원과

산림청장 방문에 따른 농특산품 구입 (군) 69            행정지원과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진천군 및 충북도청간 간담회비 지급 56            행정지원과

산림축산사업 홍보를 위한 기자 간담회 식비 지급 177           산림축산과

진천송강유물특별전 다과회 준비물 구입 199           문화홍보체육과

충북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선수단 격려 116           문화홍보체육과

생거진천 문화축제 실무협의회 간담회 비용 지급 91            문화홍보체육과

양성평등 업무 시책추진간담회 실시에 따른 식비 지급 70            주민복지과

보훈(안보결의대회) 시책 추진 간담회 실시에 따른 식비 지급 105           주민복지과

현안업무 추진관련 도청공무원과의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 지급 72            지역개발건축과

현안업무 추진관련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구입 75            지역개발건축과

군정홍보 협의를 위한 기자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 지급 129           지역개발건축과

투자유치업무 추진을 위한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 120           투자정책과

간담회 비용 지급 79            투자정책과

투자유치업무 추진을 위한 기념품 구입 292           투자정책과

투자유치업무 추진을 위한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 130           투자정책과

보건사업 추진관련 유관기관 관계자와의 간담회 식비 64            보건소

95            농업기술센터

32            농업기술센터

특화사업 운영 관계자 간담회 식비 지급 160           평생학습센터

2015년 추석명절 '군민이웃사촌되기운동' 후원 성금품 전달(의회사무과장) 100           의회사무과

자원봉사자 식비 지급 450           덕산면

문백면 자율방범대와의 시책 간담회 96            문백면

백곡호 수면개발사업 관련 실무 협의에 따른 오찬 식비 지급 81            백곡면

참숯마실축제 실무추진단 간담회 개최에 따른 식비 지급 107           백곡면

무제풍물단 격려 식사비 지급 140           이월면

이원아트빌리지 원대연 건축가와의 간담회에 따른 식비 지급 22            이월면

군정 홍보 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 개최 식비 지급

시책업무추진비 지출

09월     56건 소계

09월



금액 부서 비고집행내역구분

9,641         

2016 정부예산확보관련 국회 관계자와 간담회에 따른 특산품 구입 495           기획조정실

특별조정교부금 확보관련 충청북도 예산담당관실과의 간담회 급식비 지급 90            기획조정실

260           기획조정실

240           기획조정실

진천군 정책자문단 행정재정분과 간담회 비용 지급 188           기획조정실

진천군 정책자문단 경제농정분과 간담회 비용 지급 168           기획조정실

진천군 정책자문단 복지환경분과 간담회 비용 지급 201           기획조정실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비 지급(포도) 50            기획조정실

충청북도 예산 관계관과의 만찬 간담회에 따른 급식비 지급 476           기획조정실

정부예산확보관련 중앙부처 관계관과의 오찬간담회에 따른 급식비 지급 56            기획조정실

군정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 34            기획조정실

군정 홍보 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 개최 식비 지급 325           기획조정실

군정 홍보 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 개최 200           기획조정실

군정 홍보 방안 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 개최 320           기획조정실

지역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 140           기획조정실

군정 홍보 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 개최 식비 지급 72            기획조정실

2016년 본예산 편성 업무협의를 위한 군 의회 의원과의 간담회비 지급 90            기획조정실

부동산중개업소 합동 지도단속 관련 업무추진 중식식대 지급 128           종합민원과

충주시 투자유치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비 지급(부군수) 389           행정지원과

관내 방문객 홍보를 위한 선물세트 등 구입(군수) 750           행정지원과

제36회 생거진천 문화축제 추진위원과 간담회 (부군수) 239           행정지원과

진천경찰서 정보보안과 직원과의 간담회비 지급 (군수) 338           행정지원과

진천군 출입기자 간담회 (부군수) 152           행정지원과

충청북도 농산사업소 직원들과 간담회 (부군수) 156           행정지원과

중앙부처 관계관과의 간담회에 따른 급식비 지급 60            행정지원과

충북도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군) 483           행정지원과

진천선수촌 활성화 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관계자 간담회비 지급(군수) 210           행정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비용 지출 100           경제교통과

기자간담회 비용지급 302           경제교통과

2015년 일자리지원 경진대회 참석자 간담회 비용 지급 40            경제교통과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사업 시,도간 교차점검 간담회 식비 지급 70            친환경농정과

2015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 추진 간담회 식비 지급 86            친환경농정과

농약판매업 교차점검 간담회 식비 지급 150           친환경농정과

기자간담회 비용 지급 422           문화홍보체육과

기자간담회 점심식사 203           주민복지과

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28            주민복지과

투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비 지급 230           투자정책과

생거진천 문화축제 참가학생 조식비 지급(1일차) 48            투자정책과

생거진천 문화축제 참가학생 조식비 지급(2일차) 36            투자정책과

제36회 생거진천 문화축제 우석대 및 대경대 공연팀 격려 간식비 지급 133           투자정책과

투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특산품 구입비용 지출 48            투자정책과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식사 대금 지급 120           세정과

제1회 도 세무직공무원 체육대회 경품용 막걸리 구입 50            세정과

제1회 도 세무직공무원 체육대회 경품용 생거진천 쌀 구입 68            세정과

세무조사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급식비 지급 147           세정과

2015년 충청북도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참가자 격려 식대비 지출 27            회계정보과

글로컬 테마파크 조성 관련 관계자 간담회 중식비 지급 85            평생학습센터

양양군의회 방문에 따른 환영오찬 급식 189           의회사무과

2015 쓰레기 배출량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에 따른 간담회 식사비 지급 333           초평면

문백면 기업체협의회와의 시책 간담회 식비 지급 158           문백면

약초작목반 회의 참석자 만찬격려 199           백곡면

약초작목반 회의 및 당면업무 추진용 음료 구입 60            백곡면

10월     52건 소계

10월

군정 홍보 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 개최 식비 지급



금액 부서 비고집행내역구분

11,577       

군정 홍보 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 개최 식비 지급 135           기획조정실

정부예산확보관련 국회 관계관과의 오찬간담회에 따른 급식비 지급 93            기획조정실

60            기획조정실

46            기획조정실

전직 기획감사실장과의 간담회 비용지급 343           기획조정실

진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과의 간담회비 지급 99            기획조정실

각종회의업무 추진을 위한 생수 구입 45            기획조정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에 따른 다과구입비 지급 98            기획조정실

정부예산확보관련 국회방문 정책간담회에 따른 특산품 구입(표고버섯) 390           기획조정실

정부예산확보관련 국회방문 지원건의를 위한 음료구입비 지급 38            기획조정실

149           기획조정실

19            기획조정실

38            기획조정실

45            기획조정실

2015년 진천군 이동신문고 운영에 따른 간식비 지급 106           기획조정실

지적행정 시책관련 업무협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간담회 식대지급 232           종합민원과

군정홍보를 위한 지역신문 기자와 간담회비 지급 114           행정지원과

국도정시책 종합 평가 등 활용 지역특산물 구입비 지급(군) 225           행정지원과

2015년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단 격려금 지급 (군) 1,000         행정지원과 단일건

단양 부군수와 간담회 (군) 180           행정지원과

진천선수촌 활성화 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관계자 간담회비 지급(군수) 336           행정지원과

2015년 6.25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 추모 화환 구입비 지급 100           행정지원과

진천경찰서 간부 공무원과 간담회 (군) 610           행정지원과

산림청장과의 간담회 (군) 204           행정지원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워크숍 개최에 따른 업무협조를 위한 물품구입(군) 120           행정지원과

진천군 정책자문단과 간담회 (군) 448           행정지원과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교통관리 근무자 격려 (군) 163           행정지원과

역대 부군수와 간담회 (군) 480           행정지원과

양양군 의회 초청 간담회 물품구입 (군) 570           행정지원과

역대부군수 간담회 지역특산품 구입 270           행정지원과

진천군 출입기자 간담회 (부군수) 100           행정지원과

CCS충북방송 기자와 간담회(군) 98            행정지원과

진천군의회 의장과의 간담회 (군) 155           행정지원과

중부포커스 기자 간담회 (군) 73            행정지원과

2015진천군 자원봉사자 대회에 따른 의연품 구입 (군) 238           행정지원과

진천군농협 출장소장과의 간담회 (군) 225           행정지원과

충청매일 기자 간담회 (군) 97            행정지원과

진천군 출입기자 간담회 (군) 580           행정지원과

대경대학교 교류협력에 따른 방문 간담회 물품구입 (군) 120           행정지원과

진천군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군) 480           행정지원과

2015년 하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기술지원 간담회 213           환경위생과

2016년 맞춤형 화학비료 비종선정 심의에 따른 간담회 식비 지급 76            친환경농정과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 비용 지급 142           문화홍보체육과

간담회 비용지급(군) 232           문화홍보체육과

문화축제 평가보고회 관련 간담회 비용지급 102           문화홍보체육과

240           문화홍보체육과

105           문화홍보체육과

15년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위문품 구입비 지급 432           주민복지과

보육정책위원 간담회 실시에 따른 식비 지급 144           주민복지과

청소년정책 관계자 간담회 실시에 따른 식비 지급 70            주민복지과

2015년 6.25전사자 유해발굴 영결식 추모화환 구입비 지급 100           주민복지과

제1회 생거진천 건축상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 지급 216           지역개발건축과

홍보용 지역특산물 구입비 지급 200           진천읍

제1회 화풍이월만월음악회 협조를 위한 이장과의 간담회에 따른 식비 지급 42            이월면

새마을문고 알뜰도서 교환시장 임원진과의 간담회 식사비 지급 152           광혜원면

2016병신년 해맞이행사 시책추진에 따른 간담회 식사비 지급 189           광혜원면

간담회 비용지급(군)

11월     56건 소계

11월

군정 홍보 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 개최 식비 지급

정부예산확보 국회대응활동 전개관련 만찬간담회에 따른 급식비 지급

군정 홍보 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 개최 식비 지급



금액 부서 비고집행내역구분

16,926       

정부예산확보 국회대응활동 전개관련 오찬간담회에 따른 급식비 지급 217           기획조정실

충청북도,시,군 사진기사 간담회 개최 식비 지급 138           기획조정실

83            기획조정실

155           기획조정실

생거진천 미래포럼 공동대표와의 간담회 비용지급 96            기획조정실

정부예산확보 및 현안건의 관련 충북도 관계관과의 만찬간담회 급식비 지급 476           기획조정실

중앙부처 관계관과의 만찬간담회에 따른 급식비 지급 185           기획조정실

지역현안 해소관련 중앙부처 관계관과의 간담회에 따른 급식비(다과류) 지급 28            기획조정실

352           기획조정실

108           기획조정실

48            기획조정실

416           기획조정실

49            기획조정실

2016년 본예산안 심의관련 군의회 의원 등 관계관과의 간담회비 지급 431           기획조정실

지역현안 해소관련 중앙부처 관계관과의 간담회에 따른 음료구입비 18            기획조정실

282           기획조정실

43            기획조정실

328           기획조정실

2016 정부예산확보관련 중앙부처 증정용 지역특산품 구입비 지급 950           기획조정실

200           기획조정실

194           기획조정실

208           기획조정실

보재 이상설기념관 건립사업 관련 충북도 관계관과의 간담회 급식비 지급 42            기획조정실

정부예산확보을 위한 관계관과의 오찬간담회비 지급 96            기획조정실

지역현안 건의관련 중앙부처 방문에 따른 지역특산품 구입비 지급 280           기획조정실

2016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관계관과의 간담회비 지급 420           기획조정실

충청일보 편집국장과 간담회 (군) 263           행정지원과

희망 2016 나눔캠페인 진천군 순회모금행사 성금 지출 (군) 200           행정지원과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기관방문에 따른 지역 농특산물 구입(군) 400           행정지원과

한국체육대학교 우리군 이전 후보지 현장 답사에 따른 유관기관 협조 물품구입 (군) 272           행정지원과

한국체육대학교 우리군 이전 후보지 관련 간담회 (군) 647           행정지원과

제9회 기업인의 날 수상 기업체 대표 격려 (군) 374           행정지원과

진천군 체육회 직원 격려 (군) 378           행정지원과

충북도청 창조전략 담당관 직원들과 간담회 (군) 249           행정지원과

진천산림항공관리소 직원과의 간담회 (군) 308           행정지원과

연말연시 경찰서 및 소방서 위문에 따른 물품 구입비 지급 114           행정지원과

꿈나무 창의공작 체험프로그램 참여 언론인 시책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 (군) 50            행정지원과

산단형 어린이집 설치관련 간담회 비용 지급 82            경제교통과

진천사랑상품권 홍보를 위한 간담회 비용 지급 370           경제교통과

읍내6리 주민과의 간담회 비용 지급 100           경제교통과

언론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에 따른 식비 지급 172           환경위생과

진천광역친환경농업단지 추진 관련 간담회비 지급 127           친환경농정과

간담회 비용지급(군) 298           문화홍보체육과

136           문화홍보체육과

236           문화홍보체육과

간담회 비용지급(군) 350           문화홍보체육과

기자 간담회 비용지급 495           문화홍보체육과

69            문화홍보체육과

282           문화홍보체육과

간담회 비용지급(군) 445           문화홍보체육과

2015년 겨울철 도로제설대책 업무협의 간담회에 따른 식비 지급 176           안전건설과

도로제설대책 업무협의 간담회비 지급 265           안전건설과

소하천정비사업 업무협의 간담회비 지급 300           안전건설과

재난안전 업무협의 간담회비 지급 192           안전건설과

재난안전 및 도로관리대책 업무협의 간담회비 지급 305           안전건설과

현안업무 추진관련 도청공무원과의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 지급 126           지역개발건축과

간담회 비용지급

군정 홍보 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 개최 식비 지급

군정 홍보 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 개최 식비 지급

군정 홍보 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 개최 식비 지급

군정 홍보 협의를 위한 기자 간담회 개최 식비 지급

간담회 비용지급

12월     75건 소계

12월



금액 부서 비고집행내역구분

내실있는 건축업무 추진을 위한 건축관계자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 지급 314           지역개발건축과

2015년도 관내 측량·설계업체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 지급 496           지역개발건축과

세정업무 발전방안 간담회 급식비 지급 36            세정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협의회 간담회 227           회계정보과

시책업무추진비 지출 39            농업기술센터

진천경찰서 정보계와 간담회 개최따른 식비 지급 237           의회사무과

BBS(불교방송) 관계자와 인터뷰 관련 협의 280           의회사무과

주민자치회 특성화사업을 위한 간담회 식비 지급 79            진천읍

이장단협의회 선진지견학에 따른 식비 지급 244           진천읍

2016년 해맞이 행사 개최를 위한 간담회 식비 지급 235           진천읍

2016년도 진천읍 해맞이 행사 추진에 따른 간담회 제공 음료 구입비 지급 50            진천읍

2016년 해맞이 행사 개최를 위한 간담회 식비 지급 485           진천읍

인구늘리기 시책 업무 협조를 위한 간담회 식비 지급 137           문백면

백곡호 수면활용 업무협의에 따른 식비 지급 123           백곡면

참숯마실축제 회의 개최에 따른 참석자 식비 지급 42            백곡면

약초작목반 회의 참석자 만찬격려 식비 지급 47            백곡면

산불비상근무자 격려 간담회에 따른 식비 지급 81            이월면

마을건강지도자 양성과정 프로그램에 따른 간담회 식비 지급 100           이월면

(주)뉴핫맥스 대표와의 간담회에 따른 식비 지급 50            이월면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