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계 : 1,024건 148,800

1월 1월 소계 : 64건 7,131

1월 설맞이 이웃돕기 사회단체 간담회 외 1건 309

1월 동절기노숙인보호대책관련 업무추진간담회 외 1건 198

1월 교복나눔 사업추진 간담회 외 1건 254

1월 법인어린이집 보육관련 어린이집 원장과의 간담회 240

1월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임원단 간담회 52

1월 자연보호 활성화 관련 관계자 간담회 외 1건 178

1월 앞산맛둘레길 사업홍보 언론관계자 간담회 외 2건 294

1월 도시재생사업 우수사례 홍보 언론관계자 간담회 외 2건 428

1월 관내 주요시설공사 관계자 간담회 외 1건 346

1월 앞산맛둘레길 활성화 관련 간담회 외 1건 395

1월 건축분야 규제개선 관련 간담회 83

1월 건축건실화 효율적 추진 관련 간담회 144

1월 주택정비사업 시책홍보 관련 간담회 150

1월 부동산평가위원회 간담회 355

1월 유관기관 유관기관 정보교환 및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기관장 간담회 외 8건 1,324

1월 구정 홍보 관련 간담회 외 5건 286

1월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 간담회 외 3건 303

1월 안전모니터봉사단 간담회 113

1월 여성예비군 간담회 57

1월 정부 3.0 추진실적평가 우수기관 선정 관련 홍보 간담회 외 6건 601

1월 2015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관련 간담회 외 2건 229

1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안전 간담회 194

1월 정월대보름달맞이축제사전회업무협조 간담회 96

1월 의정활동활성화사업추진 간담회 등 6건 502

2월 2월 소계 : 76건 9,919

2월 교복나누미 사업 추진 관련 간담회 외 3건 1,234

2월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간담회 외 2건 813

2월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관련 간담회 외 9건 1,212

2월 장애인 복지시설 더불어복지재단 방문관련 간담회 97

2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사업추진 간담회 48

2월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추진 간담회 36

2월 관내 무연고사망자 시신수습관련 업무협의 간담회 47

◈ ’1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2월 쓰레기줄이기 관련 청소 종사자와 간담회 외 1건 150

2월 부정불량식품근절 업무관련 간담회 급식비 지출 280

2월 대명행복문화마을 조성사업관련 간담회 외 2건 362

2월 생생체험 창조드림피아 사업 업무협의 간담회 외 1건 354

2월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정비 관련 간담회 190

2월 설맞이 전통시장 범죄예방활동 관련 간담회 외 2건 846

2월 남구 의정동우회 간담회 외 6건 1,099

2월 구정 홍보 관련 언론관계자 간담회 등 6건 452

2월 해빙기 안전점검 관계자 간담회 85

2월 남구청 사격팀 강소원 국가대표 강화 훈련 관련 홍보 간담회 외 5건 807

2월 2015년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관련 전문가 간담회 외 4건 303

2월 제22회대덕제“대구앞산빨래터축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외 2건 206

2월 여권업무 개시에 따른 업무협의 82

2월 구강보건지원사업 추진 간담회 등 4건 332

2월 지방보조금 및 조기집행목표 달성 위한 담당자 간담회 외 3건 472

2월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방안 협의를 위한 간담회 37

2월 자원봉사활성화사업추진 간담회 등 5건 375

3월 3월 소계 : 80건 10,361

3월 2000행복플러스 참여단체 간담회 외 4건 855

3월 노숙인 보호대책관련 업무추진 간담회 외 5건 869

3월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지원 등 청소년지도협의회 노고격려 간담회 186

3월 노인여가시설 대명9동 경로당 운영관련 간담회 48

3월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추진 간담회 60

3월 물포럼대비 시가지청결 관련 관계자와 간담회 123

3월 앞산빨래터축제 업무관련 간담회 급식비 지출 260

3월 도시재생선도지역 추진 업무협의 간담회 외 2건 350

3월 고산골 생태숲 조성관련 언론홍보 간담회 외 2건 329

3월 도시계획 업무협의 간담회 외 2건 594

3월 건설업무관련 건설본부 관계자 간담회 외 1건 339

3월 건축건실화 효율적 추진 관련 간담회 64

3월 주택정비사업 시책 홍보 관련 간담회 35

3월 건축환경개선 관련 간담회 39

3월 정월대보름 행사 추진 관련 간담회 외 7건 1,690

3월 고액 체납자 집중 징수 관련 간담회 외 4건 963

3월 여권 사무대행 개시 관련 간담회 외 3건 617

3월 재난안전삭호예방 관련자 간담회 70

3월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관계자 간담회 113

3월 제4회 앞산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관련 홍보 간담회 외 7건 709



3월 체육시설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 관련 간담회 외 2건 459

3월 제22회 대덕제 "대구 앞산빨래터 축제" 행사추진 관련 간담회 외 3건 322

3월 정월대보름달맞이축제간담회외 2건 373

3월 차량 방역소독 관련 간담회 등 2건 140

3월 구정평가위원회 개최관련 다과구입 외 1건 159

3월 개별주택검증관련 감정평가사와의 업무협의 간담회 29

3월 세외수입 과징업무 및 효율적인 체납처분을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 63

3월 의정활동활성화사업추진 간담회 등 6건 503

4월 4월 소계 : 92건 12,419

4월 복지한마당 개최업무협의 간담회 외 3건 525

4월 의료 및 그린사업관련 CU-미니클러스터 관계자 간담회 외 7건 1,827

4월 2015년 몽골 사랑의 옷보내기 업무협의 간담회 외 3건 494

4월 장애인 편의시설관련 업무추진 간담회 35

4월 장애인 활동보조사업관련 간담회 70

4월 미미앤락 식품산업전 현장 설명회 개최 간담회 급식비지출 347

4월 청소년블루존 입면정비 협의 간담회 외 2건 923

4월 현충로 가로환경개선 설계 관계자 간담회 외 2건 302

4월 도시재생사업 추진관련 간담회 외 1건 218

4월 앞산맛둘레길 사업 홍보관련 간담회 외 1건 189

4월 건축분야 규제개혁 관련 간담회 74

4월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지역자율방재단 간담회 419

4월 감정평가사 간담회 195

4월 대구앞산빨래터축제 최종 점검사항 논의 관련 간담회 외 3건 523

4월 제22회 대덕제 안전관리 및 교통대책 관련 간담회 외 5건 655

4월 장보러가자 행사 언론 홍보 간담회 외 10건 792

4월 민방위 교육 추진 관련자 간담회 63

4월 국가안전대진단 관련자 간담회 122

4월 상반기민방위교육 및 민방위의날 훈련업무추진관계자 간담회 195

4월 국내 관광지 100선 선정에 따른 홍보 간담회 외 4건 758

4월 2015년 남구문화대학 간담회 외 2건 374

4월 제22회 대덕제 "대구 앞산빨래터 축제"  간담회 외 5건 840

4월 여권업무 개시에 따른 간담회 등 2건 224

4월 낮마실 밤마실 콘서트 행사출전자간담회 139

4월 건강체험관 운영 및 의료지원 추진 간담회 등 4건 841

4월 2015 청렴실천 결의대회 및 특강 행사관련 다과 구입 외 1건 312

4월 구금고 운영 발전방안 제고를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 78

4월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율제고를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 76

4월 의정활동활성화사업추진 간담회 등 10건 809



5월 5월 소계 : 89건 11,122

5월 청소환경분야 시,구 관계자 간담회 외 3건 593

5월 대구지역대회 언론홍보 간담회 외 6건 2,056

5월 희망보금자리6호점 입주식 관련 간담회 외 1건 163

5월 종교단체 봉안시설 업무추진 간담회 36

5월 장사시설 법률자문 및 장애인 복지업무협의 간담회 93

5월 장사시설 고충민원 업무협의 간담회 45

5월 헌옷수거함 정비 관계자와의 간담회 57

5월 5대맛길 식품안전거리지정관련 간담회 개최에 따른 다과구입비 지출 96

5월 하절기 식중독 예방 관련 간담회 120

5월 생생체험, 창조드림피아 사업추진 간담회 외 2건 196

5월 고산골 개발관련 간담회 외 2건 164

5월 도시재생선도지역 추진협의 간담회 외 2건 302

5월 도시재생사업 및 건설관계자 간담회 외 1건 265

5월 도시재개발 및 지역개발 관련 간담회 외 1건 266

5월 부동산평가위원회 간담회 355

5월 지역 현안사업 예산 지원 관련 간담회 외 5건 1,311

5월 맞춤형 평생학습 과정개설 논의 간담회 외 9건 1,101

5월 재능나눔 자원봉사단 활동 세부계획 논의 간담회 외 7건 864

5월 재활용 나눔장터 개장 시책 사업관련 홍보간담회 외 4건 460

5월 구민체육광장 확장 및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 간담회 외 2건 532

5월 대구사회조사 업무 수행 관련 간담회 256

5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안전 간담회 179

5월 조영남초청 오월의향연 간담회외 2건 505

5월 금연 합동 지도단속 추진 관련 간담회 등 3건 169

5월 골든100세, 건강만세 요가교실 운영 간담회 등 3건 139

5월 추경 의회 심의 사전설명관련 간담회 외 2건 366

5월 지방세정발전모색위한 2015 지방세정 업무연찬관련 간담회 57

5월 고액체납자의 효율적인 체납징수방안 협의를 위한 간담회 54

5월 세외수입 과징업무 및 효율적인 체납처분을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 53

5월 의정활동활성화사업추진 간담회 등 6건 269

6월 6월 소계 : 79건 9,957

6월 메르스관련 사회복지시설장 간담회 외 7건 2,034

6월 이웃돕기 후원업무관련 은행관계자 간담회 외 4건 627

6월 6.25전쟁 65주년 행사 언론홍보 간담회 외 3건 884

6월 다문화가족 및 여성시설 민원처리 관련 관계자 간담회 72

6월 남구 자원봉사센터 업무추진 감담회 68

6월 대덕경로당 환경정비관련 업무추진 간담회 48



6월 맞춤형 급여 시행관련 업무 협의 간담회 등 4건 246

6월 EM사업 추진 관련 관계자와의 간담회 42

6월 도시계획 규제 관련 논의 간담회 외 2건 269

6월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관련 간담회 외 1건 112

6월 건설교통 발전방안 시의원 간담회 외 1건 182

6월 주택정비 사업시책홍보 관련 간담회 42

6월 주택정비 사업시책홍보 관련 간담회 41

6월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정비 관련 간담회 62

6월 구정모니터 간담회 도시락 구입 외 3건 1,212

6월 지방행정동우회 하반기 사업추진 논의 간담회 외 2건 412

6월 재난안전한국훈련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위한 식사제공 100

6월 문화 갤러리 운영 관련 홍보간담회 외 5건 452

6월 대명1동 남부시장 빈 점포를 활용 간담회 외 2건 343

6월 장애인일자리 및 공공근로 참여자 간담회 163

6월 지역대중음악종사자들과 음악창작소 조성 간담회 159

6월 보건소 주민 만족 진료실 운영을 위한 간담회 등 3건 326

6월 메르스 대비 방역 소독 추진 간담회 등 3건 398

6월 구정평가위원 간담회 외 2건 302

6월 자동차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 외 2건 268

6월 지방세홍보 및 발전방안 모색위한 출입기자 업무협의 간담회 외 1건 115

6월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율제고를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 91

6월 의정활동활성화사업추진 간담회 등 10건 887

7월 7월 소계 : 90건 14,192

7월 2015년 종합사회복지관 현장평가대비 업무협의 간담회 외 3건 513

7월 6.25참전유공자 위로연 및 맞춤형급여관련 언론홍보간담회 외 9건 2,022

7월 식품취급 및 안전관리 간담회 외 5건 1,191

7월 메르스 극복을 위한 일사천리살펴드림 업무추진 간담회 등 2건 161

7월 청소행정평가관련 시책점검 간담회 외 1건 448

7월 안지랑곱창골목 식중독 예방 관련 간담회 135

7월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 현장방문 간담회 외 2건 502

7월 도시재생 발전방안 간담회 외 2건 687

7월 태풍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조치 간담회 외 2건 250

7월 대명행복문화마을 조성 사업관련(베리어프리) 간담회 외 2건 189

7월 도시재생사업 문화예술 도입방안 간담회 외 2건 472

7월 건축분야 규제개혁 관련 간담회 50

7월 주택정비사업 시책홍보 관련 간담회 21

7월 건축환경개선 관련 간담회 21

7월 중앙대로32길 도로개설 사업 관련 간담회 200



7월 부동산평가위원회 간담회 338

7월 대명3동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간담회 외 2건 787

7월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및 상가 소비촉진 홍보 간담회 10건 1,998

7월 제67주년 제헌절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운동 언론홍보 간담회 외 7건 895

7월 안전모니터봉사단 회원들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위한 식사제공 127

7월 남구여성예비군관계자들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위한 식사제공 126

7월 메르스확진자의 동선파악협조자들에 대한 간담회 외 1건 126

7월 정보화 우수시책 평가 홍보간담회 외 7건 1,125

7월 2015년 하반기 희망가요대학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97

7월 문화관광스토리텔링 다과회 외 1건 112

7월 보건의료관계자 당면현안 논의 간담회 등 3건 547

7월 조기집행 관련 업무담당자 간담회 99

7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홍보 안내를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 57

7월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율제고를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 44

7월 의정활동활성화사업추진 간담회 등 3건 852

8월 8월 소계 : 64건 13,107

8월 추석명절 저소득층 후원 업무협의 간담회 외 2건 1,016

8월 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 개최 외 8건 1,045

8월 맞춤형 급여 홍보 및 자활업무 관련 간담회 1건 200

8월 도시철도 3호선 남산역 주변 간판개선 관계자 간담회 외 2건 442

8월 도시경관사업 운영관련 간담회 외 1건 160

8월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정비 관련 간담회 120

8월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관련 간담회 220

8월 폭염 특별봉사 추진계획 논의 간담회 외 2건 866

8월 구의원과 구청 간부공무원 간담회 외 8건 888

8월 을지연습 추진을 위한 봉사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 60

8월 을지연습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한 간담회 72

8월 민방공 훈련관계자들에 대한 간담회 62

8월 규제개선 홍보간담회 개최 외 7건 770

8월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용역 1차 자문위원회 다과회 개최 36

8월 싱싱음악대 단원격려 및 간담회외 2건 876

8월 방역취약지 중점 소독 추진 간담회 등 2건 284

8월 정부3.0모법자치단체 현장컨설팅단 간담회 외 4건 685

8월 방문객 기념품(수저) 구입 2,970 단일건

8월 방문객 기념품(수제비누) 구입 1,600 단일건

8월 정기분재산세 납부홍보안내를 위한업무협의간담회 57

8월 세외수입 과징업무 및 효율적인 체납처분위한 업무협의 간담회 46

8월 정기분주민세 납부홍보안내를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 73



8월 의정활동활성화사업추진 간담회 등 4건 559

9월 9월 소계 : 65건 9,631

9월 추석명절 저소득층 후원 업무협의 간담회 외 2건 251

9월 청소용역업체 민원 관련 업무협의 간담회 외 3건 1,059

9월 노인일자리 관련 노인단체회원 간담회 외 6건 936

9월 경로체육대회 관련 노인복지시설장과의 업무추진 간담회 107

9월 경로체육대회 관련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등과의 간담회 136

9월 재활용 나눔장터 운영 사업 관계자와 간담회 72

9월 도시재생추진관련 간담회 외 2건 308

9월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개선 관련 간담회 외 1건 470

9월 도시재생선도지역 추진협의 간담회 외 1건 255

9월 주택정비사업 시책홍보 관련 간담회 93

9월 도로명주소홍보지원 간담회 410

9월 제17기 민주평통 2015년 4분기 운영계획 논의 간담회 외 5건 1,436

9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 설치 관련 논의 간담회 외 5건 329

9월 공공청사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논의 간담회 외 2건 248

9월 원활한 민방위 업무 추진을 위한 관계자들과 간담회 72

9월 안전한 남구의 날 실천결의대회와 관련한 관계자들과 간담회 24

9월 안전한 남구의 날 지정행사 관련자들과 간담회 307

9월 국제라이온스협회 356-A지구 제4지역 관문시장 장보기행사 간담회 외 5건 929

9월 정보화교육 강사 및 관계자 간담회 등 3건 272

9월 가짜 석유 유통 근절 간담회 293

9월 생활예술제 관련자 격려 및 간담회 250

9월 지역사회건강조사원 간담회 49

9월 청렴마인드 업 워크숍 행사 다과 구입 277

9월 정기분재산세 납부홍보안내를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 외 1건 88

9월 효율적인체납세징수율제고위한업무협의간담회 135

9월 구금고 운영 발전방안 제고를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 92

9월 의정활동활성화사업추진 간담회 등 4건 733

10월 10월 소계 : 78건 10,411

10월 아이지킴이 역할관련 아동시설관계자 간담회 외 11건 1,830

10월 자활업무 관련 간담회 등 2건 184

10월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 추진 관계자 격려 간담회 외 2건 259

10월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업무관련 간담회 급식비 지출 295

10월 식중독 예방 업무 관련 간담회 435

10월 고산골 메타숲길 수목진단 간담회 외 2건 294

10월 현충로 보행환경개선공사 관련 간담회 외 2건 103

10월 앞산 자락길 전기공사 관련 간담회 외 1건 146



10월 도시재생사업 업무협의 간담회 외 1건 378

10월 주택정비사업 시책홍보 관련 간담회 18

10월 건축환경개선 관련 간담회 82

10월 도로적치물 수거 관련 간식제공 217

10월 도로적치물 수거 관련 식사제공 380

10월 구 남대구등기소 매입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 논의 간담회 외 2건 1,159

10월 쇄소응대 톡톡 토크미팅 간담회 외 1건 378

10월 2015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관련 언론 홍보 간담회 외 6건 552

10월 민방위훈련의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해 관련자와 간담회 45

10월 쇄소응대 실천행정 추진과 관련출입기자와 홍보 간담회 개최 외 8건 621

10월 제9회 앞산사랑가족건강등산대회 간담회 개최 77

10월 남부경찰서 관련부서와 생활안전방범CCTV구축 간담회 125

10월 가짜 석유 근절을 통한 경제활성화 간담회 168

10월 골목형시장 육성 간담회 48

10월 남구합창단 격려 및 간담회외 3건 699

10월 심뇌혈관질환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관련 간담회 등 3건 380

10월 다문화가족장애인 치아돌보미사업 간담회 등 2건 157

10월 보건소 진료업무 추진 간담회 등 2건 314

10월 예산편성 협의 간담회 개최 외 3건 601

10월 정기분재산세 납부홍보안내를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 29

10월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 46

10월 의정활동활성화사업추진 간담회 등 2건 391

11월 11월 소계 : 110건 14,283

11월 저소득층 후원 업무협의 간담회 외 8건 1,466

11월 노로바이러스 예방홍보 및 남구맛길 발전관련 간담회 외 4건 819

11월 경로당 지원 사업관련 업무추진 간담회 170

11월 가정폭력시설 관리 및 운영 협조관련 간담회 30

11월 취업박람회 관련 간담회 등 4건 486

11월 EM 보고나용 창고 설치 관계자 조찬 외 1건 125

11월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업무협의 간담회 외 2건 347

11월 대명행복문화마을사업 관련 간담회 개최 외 2건 643

11월 대명행복문화마을조성사업 공연문화거리 활성화 논의 간담회 외 2건 505

11월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외 2건 269

11월 경북여상담장정비 관련 간담회 외 1건 395

11월 건축건실화의 효율적인 추진 관련 간담회 64

11월 효율적인 주거환경개선 관련 간담회 70

11월 도로적치물 수거 관련 식사제공 220

11월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관련 간담회 195



11월 구민상수상자협의회 간담회 외 3건 580

11월 제4회 앞산자락길 걷기대회 행사 관련 논의 간담회 외 6건 1,308

11월 자원봉사센터 업무 관련 논의 간담회 외 6건 526

11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에 협조하신 관련자들과 간담회 63

11월 민방위 교육과 관련하여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한 간담회 40

11월 안전모니터봉사단원의 업무추진을 위한 간암회 28

11월 쇄소응대사업 홍보간담회 개최 외 10건 1,168

11월 남구 교구협의회원과 간담회 개최 외 2건 555

11월 가족관계등록사무 감사실시에 따른 감사반과 업무연찬간담회 등 3건 620

11월 전통시장 안전점검 관계자 간담회 215

11월 전통시장공사 관계자 간담회 268

11월 조항조콘서트 기간제근로자 간담회 80

11월 다문화가족장애인 무료치과진료관련 간담회 등 3건 727

11월 건강드림미용실 관계자 간담회 등 2건 397

11월 지역사회구강보건사업 자문 및 간담회 등 2건 135

11월 진안군 제1회 트로트 코리아 페스티벌 교류 간담회 외 3건 627

11월 개별주택 이의신청관련 감정평가사와 업무협의 간담회 외 2건 133

11월 세외수입 체납액정리관련 업무협의 간담회 57

11월 지방세홍보 및 발전방안 모색위한 출입기자 업무협의 간담회 외1건 104

11월 의정활동활성화사업추진 간담회 등 12건 848

12월 12월 소계 : 137건 26,268

12월 사회단체보조금관련 보훈단체장 간담회 외 5건 1,108

12월 위생관련 단체장 간담회 외 2건 901

12월 경로당 회장단 직무교육관련 업무추진 간단회 200

12월 남구노인대학 임원단 노고격려 간담회 165

12월 자활업무 관련 간담회 등 4건 506

12월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 관련 간담회 등 2건 137

12월 맞춤형 급여 관련 간담회 등 2건 117

12월 청소대행업체 파업예고에 따른 수거대책마련 간담회 외 5건 630

12월 나트륨 저감화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급식비 지출 58

12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추진 간담회 급식비 지출 49

12월 도시재생선도지역 총괄코디네이터 간담회 외 2건 625

12월 도시재생총괄업무관련 언론인 관계자 간담회 외 2건 953

12월 住居환경개선 관련 시 관계자 및 언론관계자 간담회 외 2건 841

12월 공원 및 녹지조성 등 녹지업무관련 관계자 간담회 외 2건 751

12월 봉덕9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공사 관계자 간담회 외 1건 827

12월 도시재생사업추진 총괄코디네이터 간담회 외 2건 700

12월 도시재생사업 추진 관련 간담회 외 2건 684



12월 주택정비사업 시책홍보 관련 간담회 321

12월 효율적인 주거환경개선 관련 간담회 309

12월 이천·봉덕지구 오수관로 설치 및 봉덕9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관련 간담회 430

12월 영대네거리 남편 자전거 도로 개설 공사 관련 간담회 190

12월 구민상수상자협의회 간담회 외 4건 1,514

12월 정부3.0 쇄소응대 실천행정 오찬간담회 외 3건 1,257

12월 2016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관련 간담회 다과비 지출 외 10건 1,694

12월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참여자 격려 간담회 외 5건 1,076

12월 여성예비군 관계자들와 원활한 업무혐조를 위한 간담회 23

12월 지역 언론 매체인 '영남매일'의 기자 및 간부와 구정 홍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 외 9건 1,537

12월 문화누리카드 발급 거양을 위한 간담회 개최 179

12월 생활안전CCTV구축사업 추진 간담회 351

12월 석유류 품질 검사를 통한 경제활성화 간담회 236

12월 전통시장 경영 선진화 간담회 238

12월 남구농악단 격려 및 간담회 외 2건 798

12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간담회 개최 등 3건 505

12월 독감예방접종 등 주민만족 진료사업 운영을 위한 간담회 등 3건 927

12월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단속 추진 관련 간담회 등 3건 724

12월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간담회 등 3건 595

12월 혹한기 취약계층 건강관리 업무추진 간담회 등 3건 587

12월 1인가구 어르신 우울탈출, 행복찾기 프로젝트 간담회 등 3건 291

12월 구정백서 집필 간담회 외 8건 2,235

12월 정기분자동차세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 62

12월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율제고를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 28

12월 조례개정 및 예산심사관련 의회공무원과의 업무협의 간담회 외 1건 123

12월 의정활동활성화사업추진 간담회 등 11건 7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