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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14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 960건 131,565

　 1월 34건 소계 3,851

1월 구정평가 관련 간담회   121 

1월 사랑의 연탄 나누기 관련 간담회 등  8건       848 

1월 어린이안전관리업무관련간담회         90 

1월 도시재생선도지역 추진관련 간담회 등  3건           
237 

1월 부동산평가위원회 간담회         295 

1월 구정발전 논의 간담회 외 2건          
692 

1월 앞산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등 홍보간담회 등 5건           
404 

1월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영현대화 간담회           
162 

1월 체납세의 징수방안협의위한업무협의간담회  등2건            
80 

1월 의정활동지원사업추진 간담회 등 6건          
632 

1월 정월대보름  행사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            
39 

1월 2014년 구강보건 지원사업 추진  간담회 등 3건           
251 

　 2월 64건 소계 7,246

2월 매니페스토 관련 간담회 등 5건         850 

2월 교복나눔장터 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  9건    1,097 

2월 청소년창작센터 운영 사업추진간담회        95 

2월 겨울철식중독예방간담회        172 

2월 소공원 조성관련 간담회 등 7건      1,189 

2월 주택정비사업 시책홍보 간담회         90 

2월 주민자치 운영방안 논의 간담회 외  13건       1,349 

2월 설맞이 공공기관 구정시책 홍보간담회 등 9건        955 

2월 자유총연맹 봉사활동 운영계획 관련 관계자 간담회 등 2건         99 

2월 2014년 정월대보름 행사 관계자 간담회       348 

2월 사업체 조사업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         85 

2월 관문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간담회 등 2건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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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2월 지방세정발전모색위한2014지방세정연찬관련간담회  등2건 114

2월 의정활동지원사업추진 간담회 등 5건 238

2월 정월대보름 행사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 48

2월 건강증진사업추진  간담회 등 4건 378

　 3월 78건 소계 8,478

3월 정부3.0 관련 간담회 등 3건      314 

3월 복지사각지대 조사관련 간담회 등 13건     1,205 

3월 아이돌보미사업 업무 협의 사업추진간담회  등 3건       456 

3월 쓰레기 줄이기 시책 추진 간담회 등 2건       240 

3월 식품취급및안전관리간담회        189 

3월 부정불량식품근절업무관련간담회          140 

3월 도시재생선도지역 간담회 등 11건    1,216 

3월 건축환경개선 업무협의 간담회 등 3건         226 

3월 대명공연문화거리 공연활성화 논의 간담회  외 16건        2,353 

3월 이천동 행복마을 조성 사업 추진 관련 홍보간담회 등 7건     824 

3월 대명공연문화거리 로드페스티벌 행사 간담회 등 2건     372 

3월 공공도서관 건립관련 간담회       42 

3월 대명시장 아케이드 연장공사 조성 관련  간담회      35 

3월 구세기본조례 개정에 따른 협의간담회  등2건     72 

3월 자원봉사활성화사업추진 간담회 등 3건       155 

3월 남구합창단 지휘자 선발을 위한 심사위원간담회       50 

3월 노인의치사업 등 구강보건지원사업 추진  간담회 등 6건         480 

3월 노인의치사업 및 치매사업 설명회 격려  오찬 등 2건         109

　 4월 86건 소계 9,717

4월 구정평가 관련 업무 협의 위한 실무자  간담회 등 8건 674

4월 6.25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  업무협의 간담회 등 14건 1,603

4월  환경차량 주차지 청결 관련 간담회 등 2건 168

4월 도시철도 업무관련 간담회 등 6건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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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4월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간담회  등 2건 164

4월 2014년 FE연습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간담회 외 7건 1,674

4월 안전문화운동추진보고회 관련 간담회 200

4월 드림스타트사업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관련 홍보간담회 
등 12건 1,197

4월 공공도서관 건립관련 간담회 48

4월 8회 신천돗자리음악회 평가위원회 개최를 위한 다과회 71

4월 스마트폰 주민교육 ㈜KT서포터즈 관계자 간담회 150

4월 대명시장 아케이드 연장공사 조성 관련  간담회 200

4월 고액체납자의 체납징수 방안 업무협의간담회  등7건 280

4월 의정활동지원사업추진 간담회 등 8건 535

4월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간담회 등 14건 1,729

4월 세계결핵의 날 설명회 격려 오찬 14

　 5월 56건 소계 5,831

5월 안행부 지방교부세 실태점검관련 간담회  등 3건 319

5월 이웃지킴이 후원결연사업 추진 간담회 등 6건 384

5월 장애인재활지원센터 공사 관련 사업추진간담회 99

5월 재활용 나눔장터 운영 사업 추진 간담회 52

5월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관련 간담회 등  6건 657

5월 건축환경개선 사업 추진 간담회 등 2건 191

5월 2014.1.1기준 개별공시지가  부동산평가위원회 간담회 297

5월 지역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논의 간담회  외 7건 1,548

5월 총체적인 안전점검 실시 결과 관련 간담회 78

5월 2014년도 문화행사추진위원회 2차 회의 개최 다과회 82

5월 아파트 불법쓰레기 특별 단속 등 홍보간담회 등 7건 544

5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102

5월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간담회 등 7건 438

5월 의정활동지원사업추진 간담회 등 6건 585

5월 문예회관문화프로그램 '싱싱음악대'지원을위한간담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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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5월 차량 방역소독사업 추진  간담회 등 5건 395

　 6월 69건 소계 7,962

6월 시정견문정보보고제 관련 간담회 등 4건 466

6월 저소득층 학생 문화공연 후원관련 간담회 등 13건 1,380

6월 기초연금제도 시행 관련 사업추진간담회 76

6월 하절기 청결대책 협의 33

6월 도시활력증진지역사업관련 간담회 등 8건 1,127

6월 주택정비사업시책홍보간담회 30

6월 시비보조사업 추진 논의 간담회 외  16건 2,251

6월 구정 주요행사 홍보 언론관계자 간담회 181

6월 금년도 사업계획 관련 간담회 등 2건 288

6월  찾아가는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홍보간담회 등 9건 866

6월 효율적인체납세징수율제고위한업무협의간담회 13

6월 의정활동지원사업추진 간담회 등 5건 396

6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현황 및 성과관련 간담회 70

6월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사업 추진  간담회 등 6건 785

　 7월 78건 10,782

7월 청백-e시스템 구축반 간담회 등 2건 144

7월 여름철 무더위 대비 안전사고 대책논의  간담회 등 13건 1,277

7월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업추진간담회 81

7월 장애인재활지원센터 개소 준비 사업추진간담회 등 2건 153

7월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간담회 등 4건 704

7월 안지랑곱창젊음의거리축제추진위원회간담회 249

7월 도시재생  언론 홍보 관련 간담회 등 9건 1,102

7월 건축건실화추진 업무협의 간담회 등 3건 255

7월 하수도 특별회계사업 추진 간담회 180

7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 
간담회 295

7월 체육시책 업무관련 간담회 외 15건 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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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7월 총체적 안전점검결과 관련  간담회 등 2건 100 　

7월 자원봉사 아카데미 운영 관련 홍보간담회 등 9건 574 　

7월 제44회 봉황기 전국사격대회 격려 간담회 174 　

7월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영현대화 간담회 100 　

7월 효율적인체납세징수율제고위한업무협의간담회 28 　

7월 자원봉사활성화사업추진 간담회 등 2건 312 　

7월 제25회 대구국악제 전국 국악 경연대회 준비관련 간담회 
등 2건 413 　

7월 다문화 가족 장애인 치아돌보미 사업  추진 간담회 등 8건 862 　

　 8월 58건 소계 12,281 　

8월 민간사회안전망 연합회 창립총회 개최  간담회 등 15건 1,902 　

8월 노인대학운영 관련 사업추진간담회 44 　

8월 기초연금제도 업무 사업추진간담회 등 3건 140 　

8월 국가도시재생선도지역 추진 관련 간담회  등 7건 694 　

8월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간담회 등 3건 212 　

8월 이천동 2000배 행복만들기 사업시행  관련 간담회 2,710 　

8월 방문자 기념품(유기수저) 구입 2,604 단일건

8월 신천돗자리음악회 행사추진 업무협의 간담회 52 　

8월 을지연습 관련 간담회 등 2건 232 　

8월 청소년예절교실 운영 홍보 간담회 등 9건 678 　

8월 체육문화시설 모니터요원 간담회 개최 등 3건 630 　

8월 제34회 전국실업단 사격대회에서 사격팀 격려 간담회 114 　

8월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최우수상 관계자 노고 격려 간담회 175 　

8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관련 간담회 48 　

8월 재산세 고지서 송달 업무협의간담회  등3건 182 　

8월 의정활동지원사업추진 간담회 등 8건 704 　

8월 싱싱음악대 단원 격려 및 지원을 위한 간담회 160 　

8월 요양병원 안전점검 업무 추진 간담회 등  7건 1,001 　

　 9월 69건 소계 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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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9월 한미친선협의회 간담회 등 4건 526 　

9월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방안논의 간담회 등 7건 862 　

9월 노인요양시설 업무 사업추진간담회 65 　

9월 추석맞이 대청소 업무 추진 간담회 등 2건 215 　

9월 봉명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관련 간담회  등 10건 1,567 　

9월 건축환경개선사업추진간담회 100 　

9월 방문자 기념품(수제비누세트) 구입 1,500 단일건

9월 생활체육활성화 간담회 외 12건 1,419 　

9월 대명공연문화거리로드페스티벌행사추진논의간담회 146 　

9월 남구새마을회 이웃돕기바자회 개최 홍보간담회 등 5건 412 　

9월 자유총연맹 여성회 월례회 회의 개최 관련 간담회 등 3건 438 　

9월 대명시장 아케이드 연장공사 조성 관련 간담회 75 　

9월 2014.8월정기분주민세고지서 업무 협의간담회 등4건 227 　

9월 의정활동지원사업추진 간담회 등 12건 781 　

9월 건강드림미용실 운영업무 추진 간담회 등  5건 544 　

　 10월 97건 소계 12,914 　

10월 구정평가위원들과 간담회 등 6건 594 　

10월 생활공감 모니터단 나눔과 봉사활동 관련 간담회 등 14건 1,909 　

10월 다문화지원센터 업무 사업추진간담회 등 2건 261 　

10월 청소행정평가 대비 업무추진 간담회 등 4건 323 　

10월 식중독예방업무관련간담회 329 　

10월 도시재생사업추진 관련 간담회 등 10건 1,822 　

10월 건축건실화추진업무협의간담회 81 　

10월 도로명주소 홍보지원을 위한 감담회 개최  등2건 598 　

10월 주민자치사업 추진논의 간담회 외 17건 2,825 　

10월 안전한국훈련 관계자 관련 간담회 등  4건 194 　

10월 몽골 사랑의 옷보내기 행사 홍보 간담회 등 11건 1,066 　

10월 제8회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산대회 개최 관련 간담회 등 
5건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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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여권대행에 따른 여권창구 설치 업무 협의 간담회 191 　

10월 구금고 운영 발전방안 제고를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 등3건 105 　

10월 자원봉사활성화사업추진 간담회 등 5건 619 　

10월 안지랑곱창 젊음의 거리축제 행사지원을 위한 
싱싱음악대단원 간담회 267 　

10월 학교구강보건사업 추진 간담회 등 10건 1,237 　

　 11월 106건 소계 16,590 　

11월 2015 시비보조사업지원관련 예산담당자  간담회 등 5건 812 　

11월 지자체 주민복지 관련 규제개혁 업무  간담회 등 23건 4,360 　

11월 보육시설 업무 사업추진간담회 등 2건 182 　

11월  재활용 활성화 사업 추진 간담회 등 2건 84 　

11월 부정불량식품근절업무관련간담회 302 　

11월 나트륨저감화업무추진을위한간담회 170 　

11월 도시재생 업무폅의 관계자 간담회 등  9건 1,485 　

11월 주택정비사업시책홍보간담회 57 　

11월 대덕맨션주변 노점상 대상 간담회 140 　

11월 재난관리실태 평가자료 점검 관련 간담회 70 　

11월 건설사업 추진 간담회 358 　

11월 도시재생 선도지역 및 도활사업 간담회  외 19건 3,243 　

11월 방문자 기념품(수제비누세트) 구입 750 　

11월 지방자치박람회 행사참여 추진논의 간담회  외 1건 119 　

11월 시설물 일제조사관련 간담회 등 4건 264 　

11월 제15회 영호남 장애인 교류대회 홍보  간담회 등 12건 1,115 　

11월 제22회 대덕제 발전 T/F팀 1차  회의 개최 간담회 등 2건 197 　

11월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관련 감담회 등  2건 339 　

11월 전산실 통합스토리지 업체 관계자 간담회 등 2건 279 　

11월 대명시장 아케이드 연장공사등 시설현대화  관련 간담회 199 　

11월 동절기 화재예방 관련 간담회 등 2건 454 　

11월 구세감면조례 개정에 따른 협의간담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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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의정활동지원사업추진 간담회  등 5건 404 　

11월 남구  생활문화예술제 행사 참여단체(새마을회 등) 간담회 
개최 270 　

11월 찾아가는 어르신 치아건강 행복교실 운영  간담회 등 5건 883 　

　 12월 119건 소계 19,784 　

12월 외교부 북미팀 SOFA운영팀과 간담회  등 5건 1,216 　

12월 일사천리 살펴드림 업무추진 간담회 등  10건 2,100 　

12월 노인회 남구지회 업무 사업추진간담회 85 　

12월  환경청소 업무추진 간담회 등 2건 67 　

12월 노로바이러스식중독예방및당면현안사안간담회 100 　

12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업무추진간담회 160 　

12월 지역공동체 활성화 업무추진 관련 간담회  등 18건 3,107 　

12월 주택정비사업시책홍보간담회 247 　

12월 관문시장 노점상 대상 간담회 276 　

12월 봉덕시장 노점상 대상 간담회 250 　

12월 한국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업무협의 간담회 등 2건 377 　

12월 노인복지분야 업무 논의 간담회 외  31건 6,040 　

12월 2015 신천 해맞이축제 행사추진 논의  간담회 외 3건 801 　

12월 안전모니터봉사단활성화관련 간담회 등  5건 513 　

12월 연극 "해가 지면 달이  뜨고" 관련 홍보 간담회 등 7건 391 　

12월 제22회 대덕제 간담회 등 2건 572 　

12월 자유총연맹 운영위원회 평가대회 관련  회장단 간담회 122 　

12월 가구주택 기초조사 참여자 노고 격려 간담회 등 4건 731 　

12월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영현대화 간담회 97 　

12월 전통시장 환경정비 사업 관련 간담회 104 　

12월 광덕시장 재난위험물 관련 간담회 287 　

12월 세외수입 과징업무 간담회  등4건 214 　

12월 의정활동지원사업추진 간담회 등 14건 1,459 　

12월 대덕문화전당 생활문화센터 조성 간담회 등 2건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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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 46건 소계 7,253 　

13월 2014 하반기 시정견문정보보고제 운영  관련 간담회 등 
4건 585 　

13월 저소득주민 따뜻한 겨울나기 추진 간담회  등 14건 2,829 　

13월 안전귀가서비스 연계 및 드림스타트 업무 사업추진간담회 160 　

13월 도시건설 업무 발전방안 간담회 등  14건 2,077 　

13월 건축환경개선사업추진간담회 248 　

13월 2015년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 관련  간담회 등 2건 154 　

13월 2015년 을미년 신천해맞이축제 간담회 등 2건 297 　

13월 청소행정평가 8년 연속 최우수평가 홍보  간담회 등 5건 309 　

13월 개별주택특성조사의원활한업무추진을위한업무협의간담회 95 　

13월 2014년  정기연주회 등남구합창단 단원 간담회 등 2건 4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