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201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별 집행내역 금  액 비고

총  계 241,346 802건

1월 52건 소계 16,150 

방재산업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 업무추진 등 4건 662               

기업유치 업무추진 300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엄무추진 등 5건 1,294             

종합발전단지 건설 업무추진 237               

기간산업전략 업무추진 등 2건 395               

예산편성·운영 업무추진 등 4건 1,043             

축정업무추진 400               

야생동식물보호 업무추진 300               

시정홍보 및 매체관리 업무추진 등 2건 417               

유관기관 업무협조 추진 등 13건 4,179             

국책사업추진 지원 1,280             단일건

지방세 부과 업무추진 360               

지출관리 업무추진 등 3건 636               

노인관련단체 공익사업 지원 486               

농산시책 업무추진 658               

불법어업지도단속 업무추진 107               

보건사업 정보화관리 업무추진 등 3건 1,481             

농촌진흥분야 활력화 업무추진 지원 505               

평생학습문화 확산 및 정착사업 지원 등 3건 810               

문화예술회관 일반운영 165               

의정활동 전문성 증진 업무추진 등 2건 435               

2월 64건 소계 18,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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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별 집행내역 금  액 비고

2월 기업유치 업무추진 등 7건 1,356             

방재산업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 업무추진 등 2건 290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엄무추진 등 2건 953               

종합발전단지 건설 업무추진 등 2건 214               

기간산업전략 업무추진 400               

지역혁신사업 추진 234               

구제역 방역업무추진 등 5건 2,341             

재정계획관리 업무추진 200               

문화예술행사 지원 업무추진 등 2건 257               

시정홍보 및 매체관리 업무추진 등 6건 2,484             

유관기관 업무협조 추진 등 17건 6,732             

인구증가시책 지원 190               

인사운영 업무추진 등 3건 851               

시정지원단체 공익사업 지원 업무추진 등 2건 592               

지출관리 업무추진 등 2건 406               

생태계 보전업무추진 230               

도시계획위원회 관리 업무추진 167               

보건사업 정보화관리 업무추진 등 3건 270               

탄광지역개발지원 업무추진 119               

평생학습문화 확산 및 정착사업 지원 151               

평생학습관 일반운영 업무추진 170               

관광객 유치홍보 업무추진 146               

의정활동 전문성 증진 업무추진 188               

3월 74건 소계 20,227           

기업유치 업무추진 등 5건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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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별 집행내역 금  액 비고

3월 방재산업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 업무추진 등 2건 213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업무추진 등 2건 274               

종합발전단지 건설 업무추진 200               

기간산업전략추진 등 5건 1,655             

국내외교류 업무추진 등 2건 780               

재정계획관리 업무추진 등 11건 3,721             

지역발전사업 컨설팅 업무추진 453               

시정홍보 및 매체관리 업무추진 등 3건 886               

유관기관 업무협조 추진 등 16건 4,050             

인사운영 업무추진 158               

인구증가시책 지원 314               

시정지원단체 공익사업 지원 426               

사회복지지원업무추진 30                 

지방물가안정관리 업무추진 등 5건 1,520             

산림문화 숲 조성 및 산림문화행사관리 업무추진 300               

불법어업지도단속 업무추진 254               

지역안전관리 업무추진 등 3건 832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업무추진 120               

보건사업 정보화관리 업무추진 등 2건 453               

농촌진흥분야 활력화 업무추진 지원 등 2건 693               

탄광지역개발지원 업무추진 353               

평생학습문화 확산 및 정착사업 업무추진 220               

관광객 유치홍보 업무추진 등 2건 498               

의정활동 전문성 증진 업무추진 등 3건 599               

4월 64건 소계 1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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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별 집행내역 금  액 비고

4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업무추진 등 4건 1,147             

기업유치 업무추진 67                 

방재산업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 업무추진 259               

기간산업전략추진 등 3건 1,318             

재정계획관리 업무추진 100               

기획일반지원 업무추진 50                 

예산편성·운영 업무추진 133               

국내외교류 업무추진 등 4건 868               

체육육성지원 업무추진 676               

문화예술행사 지원 업무추진 120               

시정홍보 및 매체관리 업무추진 등 4건 1,590             

유관기관 업무협조 업무추진 등 16건 4,051             

정책포럼 관련 업무추진 1,000             단일건

시정지원단체 공익사업 지원 300               

인사운영 업무추진 등 2건 910               

공무원 노조관리 업무추진 400               

생활체육회 관련 업무추진 1,447             단일건

시정지원단체 공익사업 지원 394               

인구증가시책 지원 업무추진 174               

지출관리 업무추진 162               

관광안내 체계 개선 업무추진 374               

지방물가안정관리 업무추진 등 2건 558               

산림문화 숲 조성 및 산림문화행사관리 업무추진 등 3건 322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추진 42                 

지역안전관리 업무추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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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별 집행내역 금  액 비고

4월 보건사업 정보화관리 업무추진 등 2건 120               

농촌진흥분야 활력화 업무추진 지원 229               

탄광지역개발지원 업무추진 233               

평생학습관 일반운영 업무추진 170               

평생학습문화 확산 및 정착사업 업무추진 등 2건 195               

문화예술회관 일반운영 업무추진 300               

의정활동 전문성 증진 업무추진 150               

5월 60건 소계 16,982           

방재산업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 업무추진 등 4건 414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업무추진 등 3건 727               

기업유치 업무추진 등 2건 305               

기간산업전략 업무추진 192               

지역혁신사업 업무추진 등 3건 802               

국내외교류 업무추진 220               

시설관리공단 주민공청회 추진 450               

산불예방 업무추진 380               

시정홍보 및 매체관리 업무추진 등 6건 2,936             

문화예술행사 지원 업무추진 60                 

유관기관 업무협조 업무추진 등 10건 1,805             

시정지원단체 공익사업 지원 299               

인구증가시책 지원 업무추진 480               

인사운영 업무추진 등 2건 717               

시정지원단체 공익사업 지원 300               

선점적 정보자원 정책 협의 업무추진 3,760             단일건

시정지원단체 공익사업 지원 업무추진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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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별 집행내역 금  액 비고

5월 지방세 부과 업무추진 60                 

생태계 보전업무추진 등 3건 442               

관광객 수용태세 관련 업무추진 90                 

보건사업 정보화관리 업무추진 90                 

농촌진흥분야 활력화 업무추진 지원 등 2건 642               

평생학습문화 확산 및 정착사업 업무추진 등 2건 186               

관광객 유치홍보 업무추진 등 4건 292               

의정활동 전문성 증진 업무추진 등 6건 1,006             

6월 81건 소계 24,939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업무추진 등 4건 1,370             

기업유치 업무추진 등 5건 756               

방재산업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 업무추진 등 3건 442               

종합발전단지 건설 업무추진 등 2건 843               

기간산업전략 업무추진 등 2건 221               

지역혁신사업 추진 220               

지역치안 및 범죄예방 관련 업무추진 205               

기획일반지원 업무추진 등 2건 450               

국내외교류 업무추진 등 2건 250               

체육육성지원 업무추진 870               

재정 조기집행 업무추진 150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 관련 업무추진 270               

기획일반지원 업무추진 153               

시정홍보 및 매체관리 업무추진 등 5건 2,740             

인구증가시책 지원 업무추진 100               

인사운영 업무추진 등 5건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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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별 집행내역 금  액 비고

6월 유관기관 업무협조 업무추진 등 13건 4,803             

치안유지활동 관련 업무추진 1,255             단일건

시정지원단체 공익사업 지원 업무추진 등 3건 1,003             

지방세 부과 업무추진 등 2건 271               

지출관리 업무추진 등 3건 545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관리 업무추진 496               

생태계 보전업무추진 등 3건 952               

사회복지지원업무추진 256               

지방물가안정관리 업무추진 등 4건 731               

도로유지관리 업무추진 218               

불법어업지도단속 업무추진 169               

농촌진흥분야 활력화 업무추진 지원 404               

평생학습관 일반운영 업무추진 90                 

평생학습문화 확산 및 정착사업 업무추진 등 3건 1,170             

의정활동 전문성 증진 업무추진 등 6건 2,284             

7월 65건 소계 22,846           

기업유치 업무추진 등 5건 1,116             

방재산업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 업무추진 등 2건 302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400               

기간산업전략 업무추진 514               

시설관리공단 관련 업무추진 520               

지역특구운영 업무추진 등 2건 590               

재정계획관리 업무추진 104               

기획일반지원 업무추진 등 2건 266               

국내외교류 업무추진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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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별 집행내역 금  액 비고

7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업무추진 630               

국내외교류 업무추진 922               

문화예술행사 지원 업무추진 등 2건 195               

체육육성지원 업무추진 등 2건 670               

시정홍보 및 매체관리 업무추진 등 5건 920               

인사운영 업무추진 등 2건 411               

유관기관 업무협조 추진 등 22건 8,238             

시정지원단체 공익사업 지원 업무추진 323               

인구증가시책 지원 업무추진 등 2건 793               

해양경찰 수련 및 훈련시설 유치 업무추진 1,314             단일건

핸드볼팀 관련 업무추진 1,064             단일건

지방물가안정관리 업무추진 340               

보건사업 정보화관리 업무추진 199               

농촌진흥분야 활력화 업무추진 지원 등 3건 593               

평생학습관 일반운영 업무추진 164               

의정활동 전문성 증진 업무추진 등 3건 1,698             

8월 52건 소계 17,166           

방재산업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 업무추진 등 2건 282               

기업유치 업무추진 171               

종합발전단지 건설 업무추진 120               

기간산업전략 업무추진 등 2건 300               

국내외교류 업무추진 60                 

시정홍보 및 매체관리 업무추진 200               

이사부 문화축전 업무추진 등 3건 1,010             

인사운영 업무추진 등 2건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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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별 집행내역 금  액 비고

8월 유관기관 업무협조 업무추진 등 18건 6,658             

체육육성지원 업무추진 1,280             

시정지원단체 공익사업 지원 323               

인구증가시책 지원 업무추진 490               

유관기관 업무협조 추진 1,439             단일건

해안철책선 개선사업 및 해변 안전운영 업무추진 1,161             단일건

시정지원단체 공익사업 지원 업무추진 300               

생태계 보전업무추진 408               

지방물가안정관리 업무추진 등 2건 219               

도로유지관리 업무추진 등 2건 328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추진 446               

보건사업 정보화관리 업무추진 등 2건 158               

농촌진흥분야 활력화 업무추진 지원 등 3건 754               

의정활동 전문성 증진 업무추진 등 4건 491               

9월 70건 소계 21,857           

방재산업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 업무추진 81                 

기업유치 업무추진 등 3건 842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업무추진 등 4건 1,419             

기간산업전략 업무추진 225               

재정계획관리 업무추진 등 3건 1,454             

예산편성·운영 업무추진 등 2건 1,260             

시정홍보 및 매체관리 업무추진 등 7건 2,640             

문화예술행사 지원 업무추진 등 2건 150               

인구증가시책 지원 업무추진 390               

유관기관 업무협조 업무추진 등 19건 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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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별 집행내역 금  액 비고

9월 에너지대체 연관산업 투자유치 업무추진 1,120             단일건

에너지산업 벤치마킹 관련 업무추진 1,030             단일건

인사운영 업무추진 395               

시정지원단체 공익사업 지원 업무추진 352               

지방물가안정관리 업무추진 등 5건 424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업무추진 300               

농촌진흥분야 활력화 업무추진 지원 등 4건 753               

탄광지역개발지원 업무추진 103               

평생학습관 일반운영 업무추진 등 2건 319               

평생학습문화 확산 및 정착사업 업무추진 등 2건 863               

문화예술회관 일반운영 업무추진 224               

관광객 유치홍보 업무추진 등 3건 234               

의정활동 전문성 증진 업무추진 등 4건 814               

10월 70건 소계 20,091           

방재산업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 업무추진 등 4건 653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업무추진 등 3건 442               

기업유치 업무추진 63                 

기간산업전략 업무추진 83                 

기획일반지원 업무추진 77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120               

클린에너지 관련 업무추진 295               

국내외교류 업무추진 등 3건 1,028             

체육육성지원 업무추진 156               

의정활동 전문성 증진 업무추진 등 4건 1,207             

국내외교류 업무추진 등 2건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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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별 집행내역 금  액 비고

10월 시정홍보 및 매체관리 등 6건 1,683             

문화예술행사 지원 업무추진 200               

체육육성지원 업무추진 1,150             단일건

공무원 노조관리 업무추진 등 2건 550               

유관기관 업무협조 추진 등 업무추진 등 8건 2,562             

인사운영 업무추진 235               

공무원 노조관리 업무추진 480               

대통령기 전국 축구한마당 축제 업무추진 1,000             단일건

기업유치 업무추진 1,800             단일건

시정지원단체 공익사업 지원 업무추진 154               

지방세 부과 업무추진 등 2건 754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관리 업무추진 360               

관광객 수용태세 업무추진 390               

사회복지지원업무추진 등 4건 361               

지방물가안정관리 업무추진 등 6건 1,317             

도로유지관리 업무추진 100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업무추진 270               

보건사업 정보화관리 업무추진 등 2건 96                 

농촌진흥분야 활력화 업무추진 지원 349               

탄광지역개발지원 업무추진 186               

평생학습문화 확산 및 정착사업 업무추진 188               

평생학습관 일반운영 업무추진 240               

관광객 유치홍보 업무추진 등 3건 302               

11월 55건 소계 17,307           

기업유치 업무추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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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별 집행내역 금  액 비고

11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업무추진 등 2건 921               

기간산업전략추진 160               

지역혁신사업 추진 219               

국내외교류 업무추진 270               

의정활동 전문성 증진 업무추진 등 2건 530               

기획일반지원 업무추진 등 2건 488               

예산편성·운영 업무추진 480               

문화예술행사 지원 업무추진 등 2건 271               

시정홍보 및 매체관리 업무추진 등 6건 1,768             

체육육성지원 업무추진 300               

유관기관 업무협조 업추추진 등 12건 3,189             

인구증가시책 지원 업무추진 등 2건 698               

국제교류업무추진 1,800             단일건

시정지원단체 공익사업 지원 176               

강원테크노파크 관련 업무추진 1,280             단일건

한국의 아름다운 마을 선정 관련 업무추진 1,156             단일건

지방세 부과 업무추진 71                 

노인관련단체 공익사업 지원 업무추진 등 3건 334               

관광안내 체계 개선 업무추진 360               

지방물가안정관리 업무추진 등 5건 1,309             

농산시책 업무추진 270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추진 240               

보건사업 정보화관리 업무추진 92                 

농촌진흥분야 활력화 업무추진 지원 135               

탄광지역개발지원 업무추진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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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별 집행내역 금  액 비고

11월 평생학습관 일반운영 업무추진 258               

관광객 유치홍보 업무추진 120               

12월 95건 소계 26,931           

기업유치 업무추진 307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업무추진 등 3건 1,086             

종합발전단지 건설 업무추진 45                 

기간산업전략 업무추진 120               

지역혁신사업 추진 320               

의정활동 전문성 증진 업무추진 등 4건 1,165             

따뜻한 겨울나기 대책업무추진 215               

예산편성·운영 업무추진 58                 

재정계획관리 업무추진 345               

기획일반지원 업무추진 등 3건 1,160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 업무추진 163               

문화예술행사 지원 업무추진 등 3건 502               

시정홍보 및 매체관리 업무추진 등 6건 1,280             

유관기관 업무협조 업무추진 등 14건 6,943             

시정지원단체 공익사업 지원 업무추진 등 2건 600               

인구증가시책 지원 업무추진 등 2건 871               

인사운영 업무추진 등 4건 1,228             

신에너지산업 육성 업무추진 1,190             단일건

공무원 노조관리 업무추진 등 2건 570               

지방세 부과 업무추진 등 2건 280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관리 업무추진 144               

노인관련단체 공익사업 지원 업무추진 등 3건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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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별 집행내역 금  액 비고

12월 생태계 보전업무추진 240               

관광안내 체계 개선 업무추진 등 4건 1,064             

사회복지지원업무추진 등 4건 465               

지방물가안정관리 업무추진 등 7건 1,640             

산림문화 숲 조성 및 산림문화행사관리 업무추진 360               

도로유지관리 업무추진 등 2건 240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추진 170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업무추진 210               

보건사업 정보화관리 등 업무추진 등 4건 1,057             

농촌진흥분야 활력화 업무추진 지원 업무추진 등 4건 1,242             

탄광지역개발지원 업무추진 등 2건 394               

평생학습관 일반운영 업무추진 등 2건 376               

평생학습문화 확산 및 정착사업 업무추진 등 2건 285               

문화예술회관 일반운영 업무추진 210               

관광객 유치홍보 업무추진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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