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267,524 842회

17,018 45회

1월 관광문화 종합 시책 추진 870 1회

기간산업전략추진 636 3회

국내외 교류 업무 추진 160 1회

지방건전재정 운영 3,276 6회

관광객 유치홍보 업무추진 153 1회

시정홍보 및 매체관리 업무 추진 479 1회

종합발전단지 조성 업무 추진 425 2회

의정활동 전문성 증진 업무추진 392 1회

전략산업유치 육성시책 추진 7,137 14회

지역혁신사업 추진 175 1회

지방물가안정관리 업무추진 796 4회

공무원단체 및 교육관리 추진 169 1회

유관기관 업무협조 추진 1,787 5회

인사관리 추진 134 2회

생태계 보전업무추진 229 1회

회계 결산업무 추진 200 1회

33,249 94회

2월 종합 민원 업무 추진 2,070 8회

도로유지관리 업무추진 346 4회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추진 1,000 3회

관광개발 업무 추진 1,620 3회

2월   31건 소계

(단위:천원)

200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월   16건 소계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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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단위:천원)

200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업무추진 108 2회

기간산업전략추진 480 2회

지방건전재정 운영 4,957 10회

기획일반지원 업무 추진 450 1회

국내외 교류 업무 추진 1,791 4회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235 1회

관광객유치 및 서비스개선 업무추진 382 4회

종합 민원 업무 추진 310 1회

새주소사업 운영관리 업무 추진 150 1회

문화예술행사 지원 업무 추진 270 2회

시정홍보 및 매체관리 업무 추진 2,038 5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관리 업무 추진 460 4회

지방세수증대 업무 추진 270 2회

종합발전단지 조성 업무 추진 600 2회

기업유치 업무추진 418 2회

방재산업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 업무추진 722 3회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추진 2,388 6회

지역혁신사업 업무추진 332 2회

탄광지역개발지원 업무추진 277 1회

지방물가안정관리 업무추진 942 3회

공무원 노조관리 업무 추진 78 1회

유관기관 업무협조 업무추진 9,182 10회

인구증가시책 지원 업무 추진 200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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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200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인사관리 업무추진 216 2회

2월 평생학습관 교육시책 발굴추진 325 1회

생태계 보전업무추진 432 2회

회계 결산업무 추진 200 1회

21,591 76회

3월 관광개발 업무 추진 60 1회

종합 민원 업무 추진 740 4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업무추진 165 3회

기간산업전략추진 170 1회

국내외 교류 업무 추진 300 2회

기획일반지원 업무 추진 521 1회

지방건전재정 운영 2,530 8회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421 5회

관광객 유치홍보 업무추진 189 1회

문화예술 업무 추진 465 3회

시정홍보 및 매체관리 업무 추진 360 1회

지방세수증대 업무 추진 192 2회

종합발전단지 조성 업무 추진 296 1회

의정활동 전문성 증진 업무추진 398 2회

기업유치 업무추진 1,299 4회

방재산업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 업무추진 260 3회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추진 2,215 3회

지방물가안정관리 업무추진 1,167 7회

3월   25건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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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200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시정지원단체 공익사업 지원 178 1회

3월 유관기관 업무협조 추진 6,203 11회

인구증가시책 지원 업무 추진 293 1회

인사관리 업무추진 1,895 5회

찾아가는 삼척평생학습대학 운영 업무추진 390 1회

평생학습관 교육시책 발굴추진 824 3회

생태계 보전업무추진 60 1회

18,844 67회

4월 도로유지관리 업무추진 112 2회

관광개발 업무 추진 920 3회

기간산업전략 추진 420 1회

국내외 교류 업무 추진 260 3회

기획일반지원 업무 추진 368 2회

지방건전재정 운영 4,132 10회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업무추진 1,010 4회

관광객 유치홍보 업무추진 62 1회

문화예술 업무 추진 132 2회

시정홍보 및 매체관리 업무 추진 1,004 2회

보건사업 정보화관리 업무 추진 250 1회

노인관련단체 공익사업 지원 업무 추진 192 2회

지방세수증대 업무 추진 124 1회

종합발전단지 조성 업무 추진 452 2회

의정활동 전문성 증진 업무추진 35 1회

4월   24건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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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200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기업유치 업무추진 260 2회

4월 방재산업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 업무추진 305 3회

지역혁신사업 추진 185 1회

탄광지역개발지원 업무추진 257 1회

지방물가안정관리 업무추진 869 5회

유관기관 업무협조 업무추진 6,446 12회

인사관리 업무추진 271 2회

찾아가는 삼척평생학습대학 운영 업무추진 434 2회

회계 결산업무 추진 344 2회

28,901 83회

5월 도로유지관리 업무추진 48 1회

관광개발 업무 추진 560 1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업무추진 112 2회

기간산업전략추진 61 1회

국내외 교류 업무 추진 400 2회

기획일반지원 업무 추진 214 2회

지방건전재정 운영 13,478 27회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업무추진 536 3회

관광객 유치홍보 업무추진 100 3회

문화예술행사 지원 업무 추진 258 1회

시정홍보 및 매체관리 업무 추진 400 2회

체육육성지원 업무 추진 700 1회

지방세수증대 업무 추진 482 2회

5월   27건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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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단위:천원)

200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종합발전단지 조성 업무 추진 292 2회

5월 의정활동 전문성 증진 업무추진 209 2회

기업유치 업무추진 345 2회

방재산업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 업무추진 65 1회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추진 497 3회

사회복지지원 업무추진 50 1회

탄광지역개발지원 업무추진 539 4회

지방물가안정관리 업무추진 617 1회

시정지원단체 공익사업 지원 업무추진 565 2회

유관기관 업무협조 추진 7,451 11회

찾아가는 삼척평생학습대학 운영 업무추진 470 2회

평생학습관 교육시책 발굴 업무 추진 190 2회

불법어업 지도 단속 업무 추진 200 1회

생태계 보전 업무 추진 62 1회

22,896 86회

6월 도로유지관리 업무추진 160 2회

관광개발 업무 추진 780 2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업무추진 269 4회

기간산업전략추진 136 1회

국내외 교류 업무 추진 100 1회

기획일반지원 업무 추진 147 2회

지방건전재정 운영 6,224 15회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업무추진 484 3회

6월   29건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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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200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관광객 유치홍보 업무추진 305 4회

6월 새주소사업 운영관리 업무 추진 315 2회

문화예술행사 지원 업무 추진 657 2회

시정홍보 및 매체관리 업무 추진 1,630 5회

체육육성지원 업무 추진 500 1회

보건사업 정보화관리 업무 추진 350 1회

노인관련단체 공익사업 지원 업무 추진 70 1회

지방세수증대 업무 추진 210 1회

종합발전단지 조성 업무 추진 389 2회

기업유치 업무추진 275 2회

사회복지지원 업무추진 185 1회

지역혁신사업 추진 150 1회

탄광지역개발지원 업무추진 364 1회

지방물가안정관리 업무추진 761 3회

유관기관 업무협조 추진 5,622 14회

인사관리 업무 추진 1,089 5회

찾아가는 삼척평생학습대학 운영 업무추진 348 1회

평생학습관 교육시책 발굴 업무 추진 220 2회

불법어업 지도 단속 업무 추진 192 1회

생태계 보전 업무 추진 494 3회

회계 결산업무 추진 471 3회

18,943 63회

7월 도로유지관리 업무추진 22 1회

7월   21건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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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단위:천원)

200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관광문화 종합 시책 추진 280 1회

7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업무추진 82 1회

국내외 교류 업무 추진 670 1회

기획일반지원 업무 추진 238 2회

지방건전재정 운영 2,482 11회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업무추진 125 1회

관광객 유치홍보 업무추진 246 3회

새주소사업 운영관리 업무 추진 273 2회

문화예술행사 지원 업무 추진 307 2회

체육육성지원 업무 추진 750 1회

지방세수증대 업무 추진 252 1회

종합발전단지 조성 업무 추진 240 1회

문화예술회관 공연유치 업무 추진 505 2회

의정활동 전문성 증진 업무추진 423 3회

기업유치 업무추진 1,027 4회

지방물가안정관리 업무추진 75 1회

시정지원단체 공익사업 지원 업무추진 329 1회

유관기관 업무협조 추진 9,712 19회

인구증가시책 지원 업무 추진 783 4회

회계 결산업무 추진 123 1회

23,269 72회

8월 기간산업 전략 업무 추진  384 2회

국내외교류 업무 추진 1,262 4회

8월   18건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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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200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지방건전재정 운영 4,803 14회

8월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2,218 11회

관광객 유치홍보 업무추진 35 1회

문화예술행사 지원 업무 추진 101 1회

시정홍보 및 매체관리 업무 추진 1,200 1회

체육육성지원 업무 추진 460 1회

보건사업 정보화관리 업무 추진 50 1회

문화예술회관 공연유치 업무 추진 180 1회

의정활동 전문성 증진 업무추진 187 2회

지역안전관리 업무 추진 266 1회

기업유치 업무추진 200 1회

방재산업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 업무추진 182 2회

지방물가안정관리 업무추진 457 2회

유관기관 업무협조 추진 9,785 19회

인사관리 업무 추진 1,399 7회

찾아가는 삼척평생학습대학 운영 업무추진 100 1회

14,642 50회

9월 도로유지관리 업무추진 30 1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업무추진 196 2회

국내외교류 업무 추진 489 1회

기획일반지원 업무 추진 211 1회

지방건전재정 운영 2,719 7회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업무추진 722 3회

9월   22건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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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단위:천원)

200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새주소사업 운영관리 업무 추진 84 1회

9월 문화예술행사 지원 업무 추진 100 1회

시정홍보 및 매체관리 업무 추진 755 3회

체육육성지원 업무 추진 605 1회

산림문화 숲 조성 및 산림문화행사관리 업무추진 440 2회

지방세수증대 업무 추진 350 1회

기업유치 업무추진 285 2회

방재산업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 업무추진 140 1회

지역혁신사업 추진 250 1회

탄광지역개발지원 업무추진 212 1회

지방물가안정관리 업무추진 824 2회

시정지원단체 공익사업 지원 업무추진 247 1회

유관기관 업무협조 추진 5,162 14회

인사관리 업무 추진  585 2회

찾아가는 삼척평생학습대학 운영 업무추진 185 1회

생태계 보전업무추진 50 1회

18,933 51회

10월 도로유지관리 업무추진 42 1회

관광문화 종합 시책 추진 220 1회

기간산업전략추진 177 1회

국내외교류 업무 추진 65 1회

기획일반지원 업무 추진 354 2회

지방건전재정 운영 2,995 7회

10월   23건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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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단위:천원)

200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업무추진 372 2회

10월 관광객 유치홍보 업무추진 135 2회

문화예술행사 지원 업무 추진 892 4회

시정홍보 및 매체관리 업무 추진 480 1회

체육육성지원 업무 추진 1,800 1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관리 업무 추진 136 1회

노인관련단체 공익사업 지원 업무 추진 50 1회

산림문화 숲 조성 및 산림문화행사관리 업무추진 55 1회

의정활동 전문성 증진 업무추진 122 1회

지역안전관리 업무 추진 320 1회

사회복지지원 업무추진 60 1회

지방물가안정관리 업무추진 882 3회

시정지원단체 공익사업 지원 업무추진 686 2회

유관기관 업무협조 추진 8,062 12회

인사관리 업무 추진   327 2회

찾아가는 삼척평생학습대학 운영 업무추진 590 2회

생태계 보전 업무추진 110 1회

19,816 61회

11월 도로유지관리 업무추진 19 1회

관광문화 종합 시책 추진 742 3회

기획일반지원 업무 추진 325 2회

지방건전재정 운영 2,551 9회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업무추진 703 4회

11월   25건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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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단위:천원)

200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관광객 유치홍보 업무추진 100 1회

11월 문화예술행사 지원 업무 추진 117 2회

시정홍보 및 매체관리 업무 추진 260 2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관리 업무 추진 404 1회

산림문화 숲 조성 및 산림문화행사관리 업무추진 200 3회

지방세수증대 업무 추진 120 1회

문화예술회관 공연유치 업무 추진 183 1회

의정활동 전문성 증진 업무추진 86 1회

지역안전관리 업무 추진 414 1회

기업유치 업무추진 436 1회

지역혁신사업 추진 429 2회

탄광지역개발지원 업무추진 190 1회

지방물가안정관리 업무추진 1,034 4회

시정지원단체 공익사업 지원 업무추진 460 2회

유관기관 업무협조 추진 9,458 12회

인구증가시책 지원 593 1회

인사관리 업무 추진  76 1회

찾아가는 삼척평생학습대학 운영 업무추진 470 2회

생태계 보전업무추진 394 2회

회계 결산업무 추진 52 1회

18,559 67회

12월 도로유지관리 업무추진 220 4회

기간산업 전략 업무 추진 480 1회

12월   28건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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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단위:천원)

200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국내외교류 업무 추진 150 1회

12월 기획일반지원 업무 추진 170 1회

지방건전재정 운영 1,729 7회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업무추진 60 1회

관광객 유치홍보 업무추진 293 2회

새주소사업 운영관리 업무 추진 88 1회

문화예술행사 지원 업무 추진 673 2회

시정홍보 및 매체관리 업무 추진 400 1회

체육육성지원 업무 추진 185 1회

보건사업 정보화관리 업무 추진 345 1회

노인관련단체 공익사업 지원 업무 추진 610 3회

문화예술회관 공연유치 업무 추진 132 1회

기업유치 업무추진 1,065 4회

방재산업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 업무추진 465 3회

사회복지지원 업무추진 365 3회

지역혁신사업 업무추진 479 1회

탄광지역개발지원 업무추진 1,161 4회

지방물가안정관리 업무추진 209 1회

공무원 노조관리 업무 추진 194 1회

시정지원단체 공익사업 지원 업무추진 2,010 5회

유관기관 업무협조 추진 5,353 9회

인사관리 업무 추진  633 2회

평생학습관 강사섭외 및 교육시책 발굴 추진 195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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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단위:천원)

200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불법어업 지도 단속 업무 추진 407 1회

생태계 보전 업무 추진 156 2회

12월 회계 결산업무 추진 332 2회

10,864 27회

'10년 1월 관광문화 종합 시책 추진 520 1회

기간산업 전략 추진 56 1회

국내외교류 업무 추진 350 1회

지방건전재정 운영 1,360 4회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업무추진 114 1회

새주소사업 운영관리 업무 추진 84 1회

시정홍보 및 매체관리 업무 추진 993 3회

의정활동 전문성 증진 업무추진 90 1회

사회복지지원 업무추진 340 1회

시정지원단체 공익사업 지원 업무추진 1,524 3회

유관기관 업무협조 추진 1,713 3회

인구증가시책 지원 업무 추진 3,043 3회

인사관리 업무 추진   375 1회

평생학습관 강사섭외 및 교육시책 발굴 추진 232 2회

회계 결산업무 추진 70 1회

'10년 1월   15건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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