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20년 12월
일자

집

행

내

역

대 상 자

2020-12-01 국 조직 소통활성화 행정복지국 부서장 및 주무팀장 격려 16명(국장, 행정국 부서장 및 주무팀장)
2020-12-01 소속 상근직원 경조사에 따른 부의금 지급

14명(남면장 및 전체 직원)

2020-12-03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업무 추진 안전건설과 직원 격려 12명(경제국장, 과장 및 재난안전 관계 직원)
2020-12-05 코로나19 방역상황실 운영 보건소 직원 격려

사철식당

2020-12-08 부속실 방문 내방객 제공을 위한 물품 구입

11명(11개 보건진료소 소장)

금 액
(단위:원)

비고

445,000 기관운영
50,000 기관운영

남해횟집

360,000 기관운영

진남맴생이탕 258,000 기관운영

화수분

13명(보건소장, 각급 팀장 및 관계직원) 리버사이드

2020-12-07 면정 현안업무 추진 북이면행정복지센터 직원 격려 15명(북이면장, 팀장 및 전 직원)

2020-12-09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 업무 추진 보건진료소장 격려

소

환경위생과 김00

2020-12-02 자치분권 및 인구정책 업무 추진 총무과 직원 격려 22명(국장, 과장, 팀장 및 전 직원)
2020-12-03 면정 현안업무 추진 남면행정복지센터 직원 격려

장

379,000 기관운영
384,000 기관운영

산촌어부

245,000 기관운영

농협하나로마트

394,440 기관운영

대성정육회관 216,000 기관운영

2020-12-10 주차장 조성 등 교통복지 업무 추진 경제교통과 직원 격려 16명(과장, 각급 팀장 및 관계직원) 리버사이드

330,000 기관운영

2020-12-11 면정 현안업무 추진 북하면행정복지센터 직원 격려 13명(면장, 각급 팀장 및 전 직원)

호반가든

207,000 기관운영

2020-12-11 인사 및 인구청년 업무 추진 총무과 직원 격려 7명(과장, 행정팀장, 인구정책팀장 등)

거송회관

154,000 기관운영

2020-12-15 조류독감 방역 업무 추진 등 농업축산과 직원 격려 20명(과장, 각급 팀장 및 전 직원)

다모아보쌈웰빙수제비

210,000 기관운영

2020-12-16 홈페이지 관리 정보통신 업무 추진 소통정보실 직원 격려 10명(실장, 정보통신팀장 및 관계직원) 덕장진땡이
2020-12-17 방문보건 업무 추진 보건소 직원 격려

15명(방문보건팀장 및 관계직원) 만금과수원집 240,000 기관운영

2020-12-18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안전건설과 직원 격려 24명(국장, 과장, 각급 팀장 및 전 직원) 홍길동포장마차
2020-12-21 읍 현안업무 추진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직원 격려 20명(읍장, 각급 팀장 및 전 직원)

국일본가

2020-12-21 어르신 복지 및 희망복지 업무추진 주민복지과 직원 격려 12명(과장, 노인복지,희망복지 팀장 및 직원) 매일식육식당
2020-12-23 경제건설국 소관 역점사업 추진에 따른 직원 격려 14명(경제건설국장, 각 부서장 및 관계 팀장)
2020-12-28 주요 역점사업 추진 간부공무원 격려

230,000 기관운영

6명(국장2,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380,000 기관운영
251,000 기관운영
346,000 기관운영

사철식당

380,000 기관운영

정광석항아리보쌈

131,000 기관운영

2020-12-29 소속 상근직원 경조사에 따른 축.부의금 지급 환경위생과 박00, 문화관광과 곽00

100,000 기관운영

2020-12-30 코로나19 비상근무에 따른 격려금품 지급

500,000 기관운영

2020-12-30 내방객 방문 홍보용 특산품 구입(황토소금)

계

김00

㈜삼손푸드 1,500,000 시책추진
7,690,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