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8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명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대구광역시
남구

총 계 154,049    

소 계 7,483          

1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외 9건 498            

2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외 6건 570            

3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외 5건 402            

4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외 6건 583            

5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외 9건 562            

6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외 9건 652            

7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외 6건 453            

8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외 9건 620            

9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외 2건 227            

10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외 9건 775            

11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외 11건 798            

12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외 13건 1,343          

소 계 6,463          

1월 - -                

2018년 구정 우수시책 평가 및 심사방식 개선 관련 간담회             150

2018년 우리마을 고문변호사 운영 관련 간담회 105            

2018년 한미친선협의회 일정 및 미군부대 민원관련 간담회 215            

3월 2018년 규제개혁 업무 추진 내실화 도모 및 규제 관련 평가대처방안 간담회 외 4건 757            

4월 주요 신축 건축물 특정 감사 관계자와 업무관련 의견교환 등 간담회 외 5건 741            

기획조정실

▶ 사업별, 행사별 등 집행유형별로 월별 세부 집행내역 작성
    - 단일 집행건이 1,000천원 이상인 경우 별도칸으로 기재하고 비고에 단일건 표시

2월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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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부 서 명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5월 2018 하반기 구정역량 강화 및 대외평가에 대비한 외부전문가 자문 간담회 외 1건 540            

6월 민선7기 새로운 구정비전과 공약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구군 기획관련 부서장 및 담당자와 업무연찬 간담회 외 1건 344            

7월 2018년 주요사업 및 구정현안에 대한 지역 리더들의 의견 및 피드백을 구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 외 3건 414            

8월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의 실천 계획수립 및 이행계획에 대한 자문과 향후 구정업무 추진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외 1건 218            

9월 비전2030 남구장기발전계획 착수 보고회 개최 및 현안업무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외 3건 478            

10월 비전2030 남구장기발전계획 추진 보고회에 개최에 따른 다과 구입 외 1건 147            

11월 2019년 지방보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을 구하고 향후 업무 추진방향 논의 간담회 외 3건 537            

12월 2018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결과보고 및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 간담회 외 5건 1,817          

소 계 36,062        

   동 방문 행사 다과비 386            

구민상 수상자협의회 간담회 112            

시민감사관 간담회 개최 120            

관광관련 발전방향 청취 간담회 외 1건 135            

실버문화제 관련 업무 협의 간담회 103            

동 방문 행사 다과비 778            

구정발전 관련 여론수렴 간담회 외 5건 1,846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논의 간담회 외 2건 183            

통합방위협의회 활성화 논의 간담회 69              

가요대학 운영 관련 간담회 외 2건 692            

인사행정 운영 방안 논의 간담회 외 7건 898            

평생학습관 운영 관련 논의 간담회 외 2건 400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간담회 외 3건 675            

민족통일협의회 간담회 외 6건 1,640          

남구 관광 홍보사업 추진 간담회 외 3건 1,166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3월

4월

1월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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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부 서 명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구정홍보 관련 언론관계자 간담회 외 3건 503            

주민센터 이전 업무협의 간담회 외 3건 595            

결산검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 254            

기부활동 활성화 추진 간담회 외 4건 715            

지역경제 활성화 협업 간담회 외 5건 295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간담회 외 6건 446            

주민커뮤니티공간 공사추진 간담회 453            

결산검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 116            

남구의정회 초청 구정발전 간담회 외 2건 638            

구 금고 운영 논의 간담회 외 2건 1,327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간담회 외 2건 374            

선거업무 추진 관련 간식 구입 875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논의 간담회 외 9건 2,300          

인사교류 방안 논의 간담회 외 1건 751            

관내 취약지역 치안강화 간담회 외 4건 327            

선거업무 추진 관련자 간담회 324            

민선 제7기 구청장 동 초도방문 다과비 1,542          

지역상권 발전방안 간담회 외 12건 3,403          

현안 주민자치사업 논의 간담회 외 2건 344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논의 간담회 외 5건 56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간담회 124            

구정홍보관련 언론관계자 간담회 외 3건 1,971          

산업육성방안 협의 간담회 314            

자유총연맹 업무관련 간담회 외 1건 527            

행정지원과

5월

9월

4월

8월

7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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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부 서 명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9월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협의 간담회 외 2건 370            

인사위원회 인사 간담회 개최 158            

구민상 수상차 초청 구정발전 간담회 외 1건 689            

진로,진학 코칭사업 관련 간단회 외 8건 149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 위촉 간담회 외1건 256            

구군 부단체장 간담회 개최 외 7건 1,892          

구정 역점시책 홍보 간담회 외 4건 1,021          

동절기 비상대비태세 확립 간담회 외 2건 128            

방문기념품(유기수저) 구입 1,155          

구정 홍보 관련 언론관계자 간담회 외 1건 1,240          

체납세 징수 관련 논의 간담회 외 2건 363            

연말시상식 관련 논의 간담회 외 2건 358            

소 계 15,013        

1월 출입기자 식사제공 9건 641            

출입기자 식사제공 8건 630            

자유총연맹 간담회 2건 265            

3월 출입기자 식사제공 12건 1,170          

출입기자 식사제공 10건 1,052          

사격선수단 간담회 1건 143            

스포츠클럽 직원 간담회 1건 91              

출입기자 식사제공 6건 451            

자유총연맹 간담회 1건 190            

진로진학 코칭센터 간담회 1건 60              

6월 출입기자 식사제공 12건 1,807          

행정지원과

교육홍보과

10월

12월

11월

2월

5월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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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부 서 명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출입기자 식사제공 10건 968            

자유총연맹 간담회 2건 346            

출입기자 식사제공 6건 518            

남구체육회 간담회 1건 198            

자유총연맹 간담회 1건 283            

스포츠클럽 직원 간담회 1건 100            

9월 출입기자 식사제공 10건 838            

출입기자 식사제공 10건 851            

진로진학 코칭센터 간담회 1건 270            

출입기자 식사제공 7건 685            

자유총연맹 간담회 2건 376            

사격선수단 간담회 1건 250            

교육청 및 관내학교 업무 협의 1건 510            

진로진학 코칭센터 간담회 1건 250            

행복 남구아카데미 간담회 1건 192            

출입기자 식사제공 8건 793            

자유총연맹 간담회 1건 250            

우리마을 교육나눔 성과교류회 1건 425            

진로진학 코칭센터 간담회 1건 410            

소 계 4,790          

남구사 편찬 용역 완료에 따른 간담회 77              

대덕제의 성공적인 개최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120            

문화행사 추진위원회 다과 구입 89              

대덕제 주관대행사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회 다과 구입 50              

교육홍보과

문화관광과

2월

12월

11월

10월

8월

7월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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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부 서 명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3월 제25회 대덕제 거리 퍼레이드 기획 및 진행을 위한 간담회 80              

제25회 대덕제의 성공적인 개최 간담회 131            

앞산8경 최종 선정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그룹과 간담회 100            

제25회 대덕제 안전한 행사진행을 위해 경찰관계자들과 간담회 196            

대명공연예술센터 문화콘텐츠 사업의 관련대상자와 간담회 82              

찾아가는 관광안내소 운영 등 업무추진 70              

제25회 대덕제의 홍보를 위하여 기자들과 간담회 90              

앞산ICT관광안내체계의 이용 편의성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 교육 및 간담회 137            

“제12회 신천돗자리음악회” 주관대행사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를 위한 다과 구입 56              

“제12회 신천돗자리음악회” 홍보 및 성공적인 개최방안 모색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의회 및 언론사 관계자들과 간담회 115            

제3회 남구사랑 봄(春)사진공모전 심사개최를 위해 다과 구입 46              

관광활성화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언론사 기자, 남부서 및 구청 홍보담당 관계자들과 간담회 91              

“제12회 신천돗자리음악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봉사단체 간담회 89              

제25회 대덕제 “대구 앞산빨래터 축제” 위풍당당 퍼레이드 기념CD 전달식 495            

제3회 남구사랑 봄(春)사진공모전 시상식을 위해 다과 구입 27              

공룡공원 및 모디라 남구(BI), 앞산8경 등 우리구의 다양한 관광자원 홍보방안 모색을 위하여, 언론 관계자들과 간담회 30              

「제1회 나라사랑 시 공모전」 추진과 관련하여 심사개최를 위해 다과 구입 41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등 전통사찰 지원과 관련하여 관련부처 및 시청 담당자와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 91              

2018년도 문화행사추진위원회 회의개최를 위한 다과 구입 47              

2제12회 신천돗자리 음악회를 앞두고, 청소, 교통, 안전 등 지원부서의 원할한 업무추진 65              

부산국제관광전 및 2018 글로벌 청소년 페스티벌 홍보관 참여에 따른 언론 관계자들과 간담회 41              

부산국제 관광전에 참가한 남구 찾아가는 관광안내소 운영 관계자들과 간담회 86              

9월 전통문화계승 및 발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구문화원 직원들과 간담회 70              

10월 한국 관광의 별 현장 방문 실사를 앞두고 우리 구가 선정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계자들과 간담회 12              

문화관광과

4월

7월

8월

6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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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부 서 명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한국 관광의 별 최종 선정을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 44              

한국 관광의 별 최종 선정을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 111            

한국 관광의 별 최종 선정을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 18              

할로윈 축제를 위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간담회 45              

대구 할로윈 축제의 개막식 준비사항에 대하여 논의 480            

대구 할로윈 축제 진행상황 보고 및 검토를 위해 간담회 80              

성황리에 막을 내린 2018 대구 할로윈 축제 전반에 대한 평가회 372            

2018 한국 관광의 별 최종선정 준비를 위해 관계자들과 간담회 310            

2019년도 축제 계획수립을 위하여 문화행사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 다과 구입 25              

2019년도 축제 계획수립을 위하여 문화행사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 차 구입 40              

연말 이웃돕기 성금전달 및 성탄트리 기증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지역의 문화관광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 175            

KBS <TV쇼 진품명품> 출장감정 대구 남구편 개최에 따른 출연진 및 참여자를 위한 다과 구입 66              

안지랑 곱창골목과 앞산카페거리의 활성화 방법 협의 135            

한국 관광의 별 선정에 따른 남구의 홍보방법 협의 36              

대구크리스마스페스타 개최에 따른 간담회 15              

대구크리스마스페스타 개최에 따른 간담회 12              

2019년 대구시민주간 행사 업무협의 22              

대명공연거리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 48              

2019년도 공룡공원 해설사 운영계획 논의 132            

소 계 2,092          

1월 여권창구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간담회 125            

2월 정보화교육 강사 간담회 등 3건 214            

3월 행정전화시스템 유지관리사업 관계자 간담회 등 2건 102            

4월 행정전화시스템 유지관리사업 관계자 간담회 등 2건 145            

문화관광과

민원정보과

10월

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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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부 서 명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5월 행정네트워크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간담회 185            

6월 우수정보화 시책 평가관련 간담회 등 2건 287            

7월 시스템운영실 정보시스템 작업 관계자와 간담회 등 3건 153            

8월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 강사와의 간담회 등 3건 184            

9월 장애인일자리 및 디딤돌일자리 참여자와 간담회 125            

10월 미소친절 시민모니터단 회원들과 간담회 83              

11월 장애인 일자리 및 디딤돌 일자리 참여자, 공익근무요원과의 간담회 등 3건 284            

12월 자가통신망관련 회선 해지 관계자와 간담회 등 2건 206            

소 계 2,083          

3월 2018년 전반적인 세정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외3건 422            

4월 세무민원 상담실 운영 협의를 위한 간담회 외3건 250            

5월 납세보호관제도 관계자와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추진담당자들과의 간담회 120            

6월 개별주택가격검증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65              

7월 세무민원 상담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간담회 48              

8월 2018년 7월 재산세 납부홍보와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간담회 48              

9월 세정운영, 세원발굴 및 체납세징수 등의 분야별과제에 대한 간담회 외2건 294            

10월 세무민원 상담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간담회 56              

11월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방안을 위한 간담회 외1건 163            

12월 남구38기동 TF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간담회 외5건 617            

소 계 23,982        

1월 자연보호협의회와의 간담회 개최 등 4건 664            

2월 남구보육정책 위원회 간담회 등 16건 1,926          

3월 후원 연계사업 관련 간담회 개최 등 13건 3,962          

4월 복지관 벤치마킹 현장방문 관련 업무협의 간담회 개최 등 5건 402            

세무과

행복정책과

민원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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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부 서 명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5월 복지한마당 행사 강평 간담회 개최 등 8건 2,216          

6월 위생 관련 단체장 간담회 개최 등 3건 770            

7월 온아이맘센터 업무관련 간담회 등 2건 954            

8월 구청장 공약사항 관련 업무협의 간담회 등 4건 385            

9월 희망보금자리 리모델링 관련 간담회 등 7건 609            

10월 제13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업무협의 간담회 개최 등 11건 2,973          

11월 미슐랭 프로젝트에 대한 간담회 등 16건 5,225          

12월 지역사회보장계획 주민모니터단 간담회 개최 등 17건 3,896          

소 계 1,985          

2월 어린이집 연합회 간담회 개최 153            

3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 업무협의 간담회 120            

4월 어린이집 업무 관련 간담회 개최 67              

5월 온마을 아이맘센터 조성 관련 자문 간담회 48              

학교밖청소년 업무관련 간담회 개최 150            

온마을 아이맘센터 조성 관련 노고치하를 위한 간담회 개최 100            

7월 온마을 아이맘센터 시설라운딩 및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255            

11월 어린이집연합회 분과회장 간담회 개최 104            

노인대학 관련 노고치하를 위한 간담회 개최 80              

남구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관련 업무협의 임원 간담회 개최 105            

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 운영 관련 업무협의 간담회 개최 82              

남구시니어클럽 운영 관련 업무협의 간담회 개최 120            

노인지회 운영 관련 업무간담회 개최 15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협의 간담회 163            

남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관련 업무협의 간담회 개최 200            

행복정책과

복지지원과

6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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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부 서 명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복지지원과 12월 남구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관련 업무협의 임원 간담회 개최 82              

소 계 2,075          

2월 자활사업 활성화 관련 간담회 210            

노숙인자활시설 운영 관련 간담회 144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추진관련 간담회 145            

4월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관련 간담회 외 1건 168            

5월 주거급여사업 추진 관련 간담회 외 1건 95              

6월 자활사업관련 간담회 96              

7월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관련 간담회 외 1건 156            

8월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추진관련 간담회 외 1건 157            

9월 자활사업 관련 간담회 59              

자활순회장터 개최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 132            

노숙인자활시설 운영 관련 간담회 108            

11월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 관련 간담회 150            

노숙인자활시설 운영 관련 간담회 210            

자활근로사업 운영 관련 간담회 170            

자활사업 관련 간담회 75              

소 계 2,092          

관문상가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관련 간담회 131            

봉덕신시장 소방시설 개선사업 및 미디어보드 수리 관련 간담회 98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봉덕신시장 상인회집단 간담회 150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 관문시장 상인회 간담회 290            

관문시장 계량기 정기검사 요원 격려 및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 간담회 160            

5월 봉덕시장 계량기 정기검사 요원 격려 및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 간담회 48              

생활보장과

시장경제과

3월

10월

12월

3월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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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부 서 명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5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민편의사업 의견수렴 관련 상인회장단 간담회 224            

8월 추석맞이 장보기행사 및 소셜콘서트 행사 추진 관계자 간담회 250            

9월 전통시장 활성화 및 환경개선사업 협의 간담회 250            

10월  봉덕신시장 LED전등교체공사 관련 간담회 63              

 관문상가시장 포토존 및트릭아트 제작 설치건 관련 간담회 40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반영 관련 간담회 179            

12월 대명중앙시장 상인회장단 간담회 209            

소 계 1,583          

2월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예방 간담회 40              

3월 음식문화개선 민간협력사업의 계획 관계자와 간담회 106            

자연보호협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 150            

고산골 도랑살리기 사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111            

8월 자연보호협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 176            

자가용 자제 홍보를 위해 간담회 42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청소종사원 간담회 개최 24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회의 개최에 따른 다과류 21              

녹색환경봉사단 관계자와의 간담회 312            

소 계 2,075          

2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안전 알리미' 사업 운영에 따른 간담회 급식 제공 174            

앞산빨래터 축제 연계 미미앤락식품산업전 추진협의체 간담회 개최 180            

앞산빨래터 축제 연계 미미앤락식품산업전 추진협의체 2차 간담회 개최 130            

4월 곱창데이 개최에 따른 위생관련 단체장 간담회 개최 180            

앞산빨래터축제 연계 미미앤락 식품산업전 추진협의체 3차 간담회 개최 180            

남구 위생관련 단체장 간담회 개최 300            

시장경제과

녹색환경과

위생과

11월

6월

10월

12월

3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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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부 서 명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10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급식비 지출 221            

11월 어린이급식시설의 동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간담회 급식비 지출 350            

동절기 식중독 예방 활동을 위한 간담회 급식비 지출 180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간담회 급식비 지출 180            

소 계 19,918        

강설에 따른 제설작업에 수고한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게 식사제공 외 1건 560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관련 간담회 외 1건 219            

대명10동 주민센터 건립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 외 4건 1,376          

관급자재 수급 등 구정현안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 외 1건 167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으로 추진중인 대명행복문화마을 대명공연거리 활성화 사업 관련 간담회 197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관련 업무협의 및 2018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간담회 외 5건 331            

도시재생 추진관련 업무협의 간담회 165            

산불진화대의 노고를 격려하기위한 오찬 외 1건 230            

대설특보에 따른 제설작업 비상근무에 수고한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식사 제공 외 1건 627            

행복웰컴센터 공사 관계자들과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 외 4건 431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업무협의 간담회 외 2건 612            

2018년 교통사고30% 줄이기 대책협의를 위한 간담회 외 3건 299            

원활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을 위한 상수도 사업소 시설점검 관련자와의 간담회 외 5건 357            

이천동 테마거리 조성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관계자와 간담회 외 1건 369            

2018년 빨래터 축제 행사시 교통업무 협조를 위하여 교통과 직원 및 조직단체원들과 간담회 외 2건 243            

2000배 행복마을 제3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관련 간담회 외 1건 267            

앞산 배수지 족구장 조성 관련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 외 1건 405            

이천동 어울림 도서관 주변정비공사의 원활한 진행을위한 공사관계자와 간담회 외 1건 335            

봉덕맛길 3차 간판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자와의 간담회 114            

위생과

도시재생과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 12 -



(단위 : 천원)

부 서 명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2018년 상반기(수시) 도로관리심의회관련 관계자와의 간담회 외 2건 267            

간판정비사업 공모관련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외 2건 303            

관내 앞산카페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진행상황 보고 간담회 외 2건 390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렵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 259            

새뜰마을사업 추진 관련 관계자와 간담회 외 2건 345            

강당골 체육공원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 외 5건 396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도 재난관리평가' 우수상 수상에 따른 노고치하를 위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477            

이천동 테마거리 조성 기념행사 관련 이인성사업회와 간담회 외 1건 396            

어린이공원 수경시설 설치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 외 3건 376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업무 협의를 위한 도시만들기지원센터 직원과의 간담회 외 1건 94              

이천동 테마거리 조성관련 관계자와의 간담회 200            

원활한 민방위의 날 훈련 추진을 위하여 직원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 외 3건 154            

도시철도 4호선 조기건설 추진을 위한 감담회 211            

태풍'솔릭'대비 비상근무 관련 담당부서 및 관계자와의 간담회 외 2건 222            

대명사회복지관 건립공사 관련 대표이사 등 공사관계자와의 간담회 205            

도시재생사업 관련하여 관계자와의 간담회 132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전문가와의 간담회 106            

도시건설 관련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107            

제12회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산로 점검 후 간담회 외 1건 168            

강당골 체육공원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 외 2건 209            

앞산행복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자와의 간담회 259            

이천 테마거리 2차 조성사업을 위해 관련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외 4건 1,804          

하수도 특별회게 예산 협의를 위해 담당부서와 간담회 외 3건 438            

현장안전 업무에 임하는 직원 및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간담회 외 3건 291            

도시재생과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 13 -



(단위 : 천원)

부 서 명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11월 2018년도 한해동안 교통행정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조직단체와의 간담회 외 1건 590            

대명공연거리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전문가와의 간담회 외 4건 280            

앞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조성 관련 직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외 2건 783            

대명행복문화마을사업의 대명공연거리 디자인 관련하여 관계자와의 간담회 외 1건 137            

도시재생 및 앞산관광 모노레일 조성과 관련하여 관계자와의 간담회 외 5건 777            

원활한 재난,안전관리 및 민방위 업무추진을 위하여 유관단체와 직원들 간의 간담회 외 1건 481            

2018년도 구군 자연재난관리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간담회 외 3건 1,114          

강당골 앞산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관계자와의 간담회 외 4건 643            

소 계 2,250          

5월 통신주 이전 설치 업무협의 264            

산불 예방 업무 공조화 간담회 335            

대명어린이공원 성숙한 반려견 문화를 위한 합동점검 및 간담회 50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채용 면접 간담회 77              

강당골 체육공원 준공 전 시설점검 250            

산불조심 캠페인 실시후 간담회 165            

앞산배수지 족구장 설치공사 간담회 300            

산불예방 업무 공조화를 위한 간담회 163            

산불예방진화 임차헬기 관계자 간담회 362            

가로수 사후관리공사 관련 간담회 104            

앞산공원 조성계획 변경 간담회 180            

소 계 2,089          

2월 재건축 재개발 업무 활성화 관련 간담회 152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간담회 205            

건축분야 규제개혁 간담회 100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12월

10월

11월

12월

3월

- 14 -



(단위 : 천원)

부 서 명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3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 210            

5월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간담회 54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 28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간담회 193            

건축공사장 관계자와의 간담회 49              

건축사회 관계자와의 간담회 55              

재건축 분야 정비사업 관련 간담회 75              

재건축 재개발 업무 활성화 관련 간담회 52              

8월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간담회 200            

9월 재개발 재건축 업무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40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 138            

건축사회 관계자와의 간담회 120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 344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간담회 75              

소 계 2,031          

노점상 정비 관련 간담회 119            

도로 제설 관련 간담회 77              

도로 제설 관련 간담회 67              

노점상 정비 관련 간담회 65              

4월 노점상 정비 관련 간담회 84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관련 간담회 199            

노점상 정비 관련 간담회 192            

7월 노점상 정비 관련 간담회 146            

11월 노점상 정비 관련 간담회 202            

건축과

건설방재과

6월

7월

12월

1월

3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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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부 서 명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노점상 정비 관련 간담회 358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간담회 180            

노점상 정비 관련 간담회 132            

노점상 정비 관련 간담회 210            

소 계 1,887          

1월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 관련 간담회 400            

2월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관련 간담회 300            

5월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변환 업무협의 간담회 등 2건 565            

7월 부동산전자계약 ,불우이웃무료중개서비스 관련 간담회 80              

10월 개별공시지가 관련 간담회 161            

11월 지적재조사사업관련 간담회 등 2건 181            

12월 2019 공시지가 관련 간담회 200            

소 계 2,863          

2월 시정견문정보보고제 업무협의 간담회 161            

안전마을 협의회 관계자 간담회 92              

안전점검의 날 행사지원 관계자 간담회 136            

7월 안전모니터봉사단 간담회 230            

8월 시정견문정보보고제 업무협의 간담회 280            

안전관리자문단 간담회 190            

지진발생 수습·복구 현장훈련 관계자 간담회 215            

11월 안전모니터봉사단 간담회 537            

안전점검의날 행사지원 관계자 간담회 160            

시정견문정보보고제 업무협의 간담회 350            

안전관리 및 민방위 유관기관 간담회 400            

토지정보과

안전총괄과

건설방재과

11월

12월

3월

9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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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부 서 명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안전총괄과 12월 안전점검의날 행사지원 관계자 간담회 112            

소 계 10,335        

2월 지역사회성인구강보건사업 프로그램 자문 간담회 개최 45              

3월 보건소 진료업무 추진 간담회 개최 150            

『제 8회 결핵예방의 날 행사』에 따른 간담회 비용 지출 68              

2018년 방역소독 업무추진 관련 간담회 개최 378            

보건소 진료업무 추진 간담회 개최 158            

2018년 제1차 공중이용 금연시설 합동 지도·단속 추진 관련 간담회 개최 150            

제18회 한청실버문화제 추진 관련 간담회 개최 67              

2018년 다문화가족 장애인 치아돌보미사업 관련 간담회 개최 117            

6월 2018년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관련 간담회 개최 147            

7월 2018년 재활협의체 상반기 간담회 개회 198            

취약계층 방문건강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169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233            

2018년 방역소독 추진관련 간담회 개최 377            

지역사회건강조사원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 지출 120            

18-19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추진관련 간담회 개최 306            

보건소 진료업무 추진 간담회 개최 149            

보건소 진료업무 추진 간담회 개최 240            

2018년 다문화가족 장애인 치아돌보미사업 관련 간담회 개최 117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168            

방역 소독 추진 관련 간담회 개최 250            

지역사회건강조사원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 지출 180            

2018년 지역주민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사업 간담회 개최 279            

보건소

5월

8월

9월

10월

11월

4월

- 17 -



(단위 : 천원)

부 서 명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2018년 학교구강보건사업 운영을 위한 간담회 개최 252            

2018년 방역소독사업 추진 간담회 개최 377            

2018년 주요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추진 간담회 개최 198            

2018년 다문화가족 장애인 치아돌보미사업 관련 간담회 개최 225            

2018년 재활협의체 하반기 간담회 개최 162            

보건소 진료실 운영방안 논의 관련 간담회 개최 330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221            

2018년 방역사업 추진관련 간담회 개최 195            

2019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수립 관련 간담회 개최 334            

보건소 진료실 운영방안 논의 관련 간담회 개최 179            

2019년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계획수립 관련 간담회 개최 190            

방역사업 및 감염예방의약 업무 추진 간담회 개최 391            

보건소 모자보건업무 추진 간담회 개최 160            

시민건강놀이터 연계를 위한 실무자 간담회 개최 170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대학 간담회 개최 196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360            

모바일 헬스케어 등 2019년도 현안사업 운영 관련 간담회 개최 239            

2019년도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등 신규사업 운영 관련 간담회 개회 430            

2019년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계 팀원 간담회 개최 440            

건강한돌봄놀이터 활성활 방안을 위한 실무자 간담회 개최 440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 간담회 개최 420            

약무업무 등 추진 간담회 개최 360            

소 계 4,898          

1월 청소년창작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련 간담회 66              

보건소

대덕문화전당

11월

12월

- 18 -



(단위 : 천원)

부 서 명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대덕문화전당 운영자문위원 회의 참석자 오찬 250            

대구음악창작소 사업계획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 참석자 오찬 180            

2월 남구합창단 새임원진 구성관련 간담회 150            

3월 대구음악창작소 연계사업 추진관련 간담회 72              

개관20주년 기념 영상물 제작 및 홍보관련 간담회 77              

앨범제작지원 관련 간담회 78              

대구음악창작소 D-루키 창작가요제 추진관련 간담회 126            

6월 대구음악창작소 D루키 창작가요제 추진관련 간담회 105            

7월 대구음악창작소 사업추진관련 간담회 85              

남구청소년창작센터 고3수험생을 위한 콘서트 개최 관련 간담회 45              

대구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공동사업 협의관련 간담회 419            

대구음악창작소 <2018 프로젝트밴드>사업 관련 간담회 124            

대구음악창작소 공연장 환경개선 관련 간담회 62              

앞산자락길 힐링콘서트 추진관련 간담회 96              

대덕문화전당 운영자문위원 회의 참석자 오찬 제공 248            

대구음악창작소 2018 뮤직캠프 사업추진관련 간담회 68              

청소년수련시설간 공동사업 추진관련 간담회 외 1건 156            

지역 연계사업 공모신청 관련 간담회 52              

2018년 앨범제작 지원 사업추진 간담회 46              

남구농악단 단원 및 지도강사 격려 간담회 432            

남구합창단 단원 및 지도강사 격려 간담회 480            

청춘예찬합주단 단원 및 지도강사 격려 간담회 420            

2018 한어울예술단 운영평가 및 2019 사업추진 관련 간담회 232            

2018 힐링콘서트 개최 관련 간담회 224            

대덕문화전당

11월

12월

1월

5월

8월

9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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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부 서 명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대덕문화전당
12월 대구음악창작소 사업추진 관련 간담회 외 2건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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