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별 집행내역  금액 비고

총          계 175,856 　
1월     18건 소계 2,252 　

1월

제256회 임시회 대비 준비사항 등 당면사항 논의 외 3건  887 　
여론동향 관계자 간담회 개최    48 　
시장 다복동 현장방문에 따른 시 관계부서와의 업무협의 간담회   100 　
구정 홍보 관계자 간담회 개최 외 4건 345 　
금정구여성합창단 임원, 지휘자와 간담회 개최   180 　
진정민원관련 간담회 개최     77 　
재난 대응 및 안전도시 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외 2건     310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관련 음료 구입     151 

2018년 재정신속집행을 위한 과장·팀장과의 간담회 개최     154 　
2월     60건 소계  12,809 　

2월

2018년 구정역점사업 대상과제 선정 등 당면사항 간담회 외 3건   1,186 　
2018년 주민과의 대화 개최에 따른 준비사항 논의 및 개선의견 수렴 간담회 외 8건   4,775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위원과의 간담회    440 　
동향 관계자 감담회     260 　
설 연휴 종합상황실 근무자와의 간담회      97 

금정구 축제위원회 위원과의 간담회    192 　
구정 홍보 관계자 간담회 개최 외 9건    674 

금샘도서관 관련 건축분야 자문 위한 교수 방문 다과 구입 외 3건     209 

여성친화도시조성 및 양성평등정책관련 간담회 외 10건 2,114 　
2018년도 재난대비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 외 7건 1,519 　
금샘로 조기 착공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360 　
민방위강사 위촉장 및 오찬 간담회 개최     230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관련 음료 구입 외 1건 180 　
국장시책(안전관련 부서장 등과 간담회 개최) 외 4건    504 　
의정발전지원시책(의회청사 환경개선 관련 관계부서와 간담회 )      69 　

별첨 1  5-4. 2018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집행내역



월별 집행내역  금액 비고

3월     61건 소계 13,695 　

3월

국시비 투자사업 보고회 및 재정신속집행 보고회 다과 구입 외 4건 976 

[구정30년사 발간]관련 직원 업무연찬 개최 외 3건  665 　
2018년 주민과의 대화 관련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외 8건 1,274 

주민과의대화 참석자 다과비 지급  1,839 단일건

3.1절 대형태극기 게양식 참석 독립유공자 격려 오찬 외 2건    945 　
2018년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처리를 위한 간담회 4건   3,215

한국관광공사 및 관광벤처기업회원과의 간담회 외 2건 820

구정 홍보 관계자 간담회 개최 외 7건   588 　
2018년  관광-문화재분야 주요사업 현장방문계획    214 

2018년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담당자 간담회 외 1건     431 　
아동 감정 조절 장애와 대화법 교육 다과구입 외 3건     292 

(국가안전대진단, 해빙기)재난 및 안전관리 간담회 외 3건     729

2018년  '건강한마을만들기 사업' 협약식 및 간담회 외 7건 1.319 　
국장시책(세입징수시책 관련부서 직원과 간담회) 외 2건     198 　
주민도시전문위원시책(제257회 임시회 관련 안건협의 간담회 개최)     190 　

4월     55건 소계 8,578 　

4월

새뜰마을 세부사업 시행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외 3건    576 　
2018년 재정신속집행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부서와 간담회 개최 외 7건   1,043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동장과의 간담회 개최 외 9건  1,816

중국 북경시 창평구 방문기념품 구입     347 　
제10대 공무원노조 출범에 따른 공무원노조 임원진과의 간담회     212 　
2018년 주요역점사업 현장방문에 따른 사업장별 담당직원과의 간담회 외 1건    307 　
구정 홍보 관계자 간담회 개최 외 4건     203 

개별주택가격 심의회 관련 다과 구입 외 2건     701 　
2018 세계시민교육 직원아카데미 참가자들과의 간담회 외 5건  1,238 　
아동(여신) 안전지도 제작을 위한 사업 추진 관계자 회의 및 간담회 개최 외 6건 938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위한 간담회 개최 외 4건     651

국장시책(행정동우회 회원과 간담회) 외 1건     241 　
주민도시전문위원시책(제258회 임시회 관련 안건협의 간담회 개최)    305 　



월별 집행내역  금액 비고

5월     49건 소계 8,309 　

5월

다복동패키지 사업 공모 준비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외 4건   1,145 　
특별교부세 확보 등 당면 현안사항 관련 간담회 개최 외 7건  1,608 　
2018년 의정비 결정 준비사항 검토 등 당면사항 논의 외 1건   304 　
생활체육시설 조성 관련 업무 협의 간담회 개최 외 5건   1,040 　
교통분야 주요시책 추진 관련 시 관계부서와의 업무협의 간담회 외 1건    229 　
2017 회계연도 결산 검사 관련 추진부서 직원과의 오찬 간담회 외 2건   497 　
공연예술 연습장조성 공모사업 관련 간담회 외 2건    500 　
구정 홍보 관계자 간담회 개최 외 4건    183 　
금사공업지역 기업환경 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 외 1건   374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윈회 간담회 개최 외 1건   364 　
음식문화개선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외 1건  289 　
산림분야 근로자 간담회    450 　
다복동사업 추진 중심동 복지팀장 간담회 개최    135

2018 안전한국훈련 회의에 따른 담당자 간담회 개최 외 3건  731

마을건강센터 '태극권 건강소모임' 간담회 추진 외 2건   460 　
6월     56건 소계 9,716 　

6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관계자 간담회 외 3건 784 　
상반기 구정업무 추진상황 점검 등 당면 현안사항 논의 외 2건    796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주요 현안업무 추진 격려 간담회 외 1건    50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관계자 격려 외 7건  1,217 　
열린 인사제도 활성화 관련 간담회 개최 외 12건 1,594 　
민선7기 인수지원단 구성을 위한 관련직원과의 간담회    204 

축제위원회 위원과의 간담회 외 4건   821 　
구정 홍보 관계자 간담회 개최 외 2건    112 

동 복지허브화(다복동)사업 추진관련 간담회 개최 외 4건  970 　
2018 안전한국훈련 토론기반훈련 참가자 간담회 개최 외 2건 1,007 　
『회동수원지 횡단 보행자 전용도로개설』 관련 간담회 개최    300 

국장시책(8대의회 개원관련 의견교환 간담회) 외 5건    935 　
의정발전지원시책(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외 1건   473 　



월별 집행내역  금액 비고

7월     59건 소계 10,309 　

7월

2018년도시재생뉴딜사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 외 1건   318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정신속집행 등 당면사항 논의 외 7건   1,062 　
자매도시(산청군) 방문단 간담회 개최 외 5건 97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상황실 근무직원과의 간담회 개최 외 2건   1,160 

2018 한중 초등학생 교육교류 간담회    954 　
구정 홍보 관계자 간담회 개최 외 3건   208 　
북측주차장 부지 활용 등 공유재산관련 간담회 개최 외 1건   434 

기록관리팀 사회복무요원 및 기간제근로자 격려 간담회 개최 외 1건    220 

제3회 라라라 페스티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266 

2018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간담회 외 2건   589 　
드림스타트팀 공무직 워크숍 간식 구입 외 7건  1,115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외 2건 400 　
2018년 6월 지역자율방재단 간담회 개최 외 4건   652 　
마을건강센터 '윤산길걷기행사' 평가회 및 간담회 추진 외 3건   936 　
국장시책(금정구 보훈단체 방문용 다과 구입) 외 3건    647 　
도서관운영위원과 간담회 개최 외 2건   370 　

8월     62건 소계 11,160 　

8월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앙평가 현장실사 관계자 간담회 개최 외 1건   383 

민선7기 구청장 취임 주민센터 방문 다과 구입    686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사무 추진 직원 격려 간담회    320 

공연예술 연습장 조성 관련 간담회 외 3건 874 　
2018 하반기 당면현안 추진 간담회 외 18건  2,935 　
제8대 금정구의회 구의원과 오찬간담회 개최 외 1건   921 　
여론 동향 관계자 간담회 개최    350 　
2018 한중 초등학생 교육교류단 창평구방문 기념품 구입    297 　
제24대 부구청장 취임 부서별 업무보고 관련 간담회 외 8건   1,875

구정 홍보 관계자 간담회 개최 외 6건    473 　
협업행정을 위한 통합사례회의 실무자와의 간담회 개최 외 7건    876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청.사.표」세부추진사항 논의를 위한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 외 4건
450

지역자활센터 직원과의 간담회 개최    320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간담회 개최    400 　



월별 집행내역  금액 비고

9월     86건 소계 28,185 　

9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 관계자  간담회 외 1건    470 

제73주년 광복절 기념행사 후 독립유공자 유족과의 오찬 간담회    617 　
제24대 부구청장 취임 동 주민센터 방문 관계직원과의 간담회 외 2건   508

마을세무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마을세무사와의 간담회 개최 외 1건   207 　
하반기 주요사업 설명을 위한 기획총무위원과 소관 부서장과의 간담회    544 　
평생교육협의회 위원과의 제7회 평생학습박람회 등 추진을 위한 오찬간담회 외 1건  346 　
일하는 방식개선 TF팀 워크숍 참석직원 격려 외 7건   1,847 　
재난위기가정 희망둥지 LOVE하우스 사업 자원봉사자 및 관계직원 격려    524

직급별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2018년 중간리더 및 초급실무자 교육 

참여자 오찬 간담회
1,210 단일건

추석맞이 어려운 보훈단체원 격려물품 구입 6,160 단일건

「금정구 문화예술인협의회」와의 간담회 개최 외 9건  1,382 　
스포츠재능나눔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450 　
학습곳간 활성화 논의 오찬간담회 개최    250 　
복지도시위원회 위원과 업무협의 간담회 개최 외 1건    562 　
금정복지박람회 실무추진단 및 참여자 격려 외 5건   1,296 　
라라라 페스티벌 및 현안업무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외 3건     578 　
여성 시민참여단(서포터즈) 3분기 회의 개최에 따른 사업추진 활동 

격려 및 간담회 개최 외 7건
  1,797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대표와 공무원간 업무협의 오찬 간담회 개최    300 　
도시녹화분야 근로자 간담회 개최    400 　
노사민정 세미나 관련 간담회 개최 1,972 단일건

노사민정 세미나 개최 관련 기념품 구입 외 2건   1,285 

2018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다과 구입(주민용) 외 2건    907 　
산책이 있는 힐링 런치 간담회 행사 필요용품 구매 건의 외 1건    216 　
감정평가사와의 간담회 개최 외 1건   679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민·관 공공TF 간담회 개최 외 7건   1,362 

복지도시전문위원시책(제261회 임시회 관련 현장방문 협의 간담회 개최) 외 1건    397

국장시책(사회복지부서 관계직원과 간담회) 외 2건    328 　
의회운영전문위원시책(당면 현황 논의를 위한 직원 간담회) 외 2건   737 　
북콘서트용 도서 구입 외 1건   578 　
아시아플루트축제 관계자 간담회 개최    276 　



월별 집행내역  금액 비고

10월     57건 소계 14,646 　

10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예산위원과의 간담회 개최 외 8건  1,476 　
여론동향관계자 간담회 개최 외 2건    402 　
상해시 보타구 파견 직원 환송선물 구입 외 1건    519 　
재난재해 발생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7508부대 5대대 관계자와의 간담회 외 8건   1,844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및 격려물품 구입 4,132 단일건

금정소식 명예기자 간담회 개최 외 3건 279 　
세외수입 담당자 업무간담회 외 2건    265 

제3회 라라라 페스티벌 관계자 간담회 개최 외 1건    617 　
洞 복지 담당자 드림스타트 협력 간담회 비용 지출 건의(부곡1·2·4동지역) 외 6건    626 　
산림분야(산불, 국림공원지정 협의 등) 업무연찬 외 2건   394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및 급식소 설치 관련 간담회 식대 지급 의뢰    390 　
노사민정화합한마당 행사관련 간담회    268 　
2018 재난대응 안전부산훈련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외 1건   413 　
산책이 있는 힐링 런치 간담회 행사 필요용품 구매 건의(도시락 등) 외 1건    504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관련 간담회 개최 외 2건  1,107 　
기획총무전문위원시책(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타시도방문 관련 논의 간담회) 외 2건   1,050 　
문화강좌 강사와의 간담회 개최 외 1건    360 　

11월     86건 소계 18,561 　

11월

새뜰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외 3건  1,381 

구의회와 당면사항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외 8건 1,267 

열린간담회 "공감톡" 추진 간담회 외 5건    918 　
라라라 대축제 개최에 따른 직원 격려 외 2건  426 　
「금어빛축제」개최에 따른 직원 격려    273 　
환경위생과 라라라페스티벌 노고 격려 간담회    380 　
아파트입주민 간담회 개최 음료 구입 외 1건    220 　
2019년 업무계획 쟁점사항 논의 간담회     476 　
서금사지역 저심도 경량전철 건설관련 간담회    290 　
총무국 주요현안 설명을 위한 기획총무위원과의 간담회    292 　



월별 집행내역  금액 비고

11월

금정구의회 구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1,070 단일건

Mini'정책브라운백미팅'개최(1차)외3건    563 　
단체교섭 관련 관계자 간담회    281 　
2018년 새내기공무원 Good-Start 교육 오찬 간담회    731 　
부산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방문에 따른 오찬 간담회    230 　
제29회 부산시민체육대회 행사 지원 관계자 간담회    200 　
2018 희망복지 페스티벌 참가에 따른 부스운영 참여자 격려    297 

기자와 함께하는 화통한 토크콘서트 물품 구입 외 6건   511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업무담당자와 간담회 개최 외 1건     486 　
민원업무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간담회 개최 외 1건    247 　
금정문화예술교육특구 발전자문위원회 오찬 간담회 외 2건     693

『사랑의 김장나누기』 추진 간담회 개최    267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 외 4건    534 

2019년도 환경미화원 등 채용 체력심사 진행요원 도시락 구입 외 1건    335

위생정책 추진 및 협력 위한 위생단체장 간담회 외 1건   528 　
공원분야 근로자 간담회 개최    200 　
금정소방서 직원과의 간담회 개최    210 

2018년 북한이탈주민지원 남해 문화체험 다과 구입 외 3건   518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관련 다과 구입    390

겨울철 대설대비 훈련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외 1건     417 　
지역 건설 활성화 관련 업무 협의 오찬 간담회 개최 외 2건   842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간담회 개최 외 1건     960 　
구 합동 방역소독의 날 운영 시행 후 방역소독 관련 간담회 개최    100 　
국장시책(보훈단체과의 간담회) 외 1건    540 

기획총무전문위원시책(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간담회) 외 3건    947 

금정도서관 이용만족도 조사 응답자 배부 음료권 대금지급 외 1건   541 　
12월     148건 소계 37,636 　

12월

원활한 새뜰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외 3건   1,190 　
[구정30년사 실무담당자 회의개최] 음료수 등 구입 외 2건    680 　
소통과협업으로 내년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미팅개최 외 7건   1,428 　
구의회와 당면사항 논의를 위한 토론 및 간담회 개최    465 

금정 생태체험지도사 운영 및 클린 활동에 따른 관계자 간담회 개최    425 　



월별 집행내역  금액 비고

12월

금정,동래,연제구 구청장 간담회    382 　
신규 인사위원회 위원과의 오찬 간담회 외 2건    461 　
소통, 공감 채널 확대를 위한 구정홍보 간담회 외 1건     320 　
여론동향 관계자 간담회 개최 외 3건 1,180 　
단체교섭,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등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총무팀 직원 간담회    200 　
「The(더) 징수팀」운영 격려 오찬 간담회    250 

생활체육 업무 추진 격려 간담회 외 7건   1,405 　
국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따른 방문기념품 구입    976 　
2019년 주요사업추진 준비와 쟁점사항 논의를 위한 간담회    355 

주요 의사 결정사항 관련 구의원과의 간담회    225 

공동주택 관리지원단 위촉식 및 간담회    850 　
구정 홍보 관계자 간담회 개최 외 8건    545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추진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 외 4건    677 　
회계실무자 키우기 교육 관련 감담회 개최 외 5건   1,449 

마을세무사와의 간담회 개최 외 2건    955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과의 간담회 개최    460 　
여권 업무 연찬 및 노고 격려 간담회 개최 외 7건  2,323 

초등학교 연계 수영 프로그램 논의를 위한 간담회 외 3건  1,083 　
2018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담당자 간담회 외 4건    631 　
위생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301 　
금정시니어클럽 간담회 개최    270 　
지역자활센터 직원과의 간담회 개최    394 　
사회복지시설관계자 간담회 개최    460 　
지역아동센터 실무자 및 직원간 간담회    460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금정구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간담회 개최 외 6건   751 　
2019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원가계산 용역관련 청소대행

업체와 간담회 개최 외 1건
   798 　

위생정책 협력을 위한 위생단체장 간담회    400 　
금정 효사랑 헤어숍, 음식점 운영관련 간담회    450 　
2018년 에너지 홈닥터 운영사업 평가 간담회 개최비 지급 외 7건   2,366 

공원관리 현장 근무자 간담회 개최 외 1건    830 



월별 집행내역  금액 비고

12월

창업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외 6건   1,381 

북한이탈주민 담당관및 거주지보호관 오찬간담회 개최 외 1건   250 

도로·하천·구거부지 전수 실태조사 및 DB구축 용역 관련 부서간 

협업을 위한 간담회 개최 외 3건
  597 

가을행락철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직원격려 간담회 개최     290 　
자연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간담회 개최    490 

하수도분야 시비 확보 등 업무간담회 개최 외 3건   1,415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간담회 개최 외 1건   820 　
계절인플루엔자 얘방접종사업 마무리 간담회 개최    950 　
금연지원사업 심층 인터뷰 관련 간담회 외 1건 1,100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 간담회 비용 지급 외 3건    827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간담회 개최    303 　
서2동 마을건강센터 옥봉산 걷기동아리 간담회 개최 외 1건    356 　
복지도시전문위원시책(금정구지부 간부와의 간담회 개최) 외 2건    852 　
국장시책(의정동우회 관계자와 간담회) 외 1건    320 　
의정발전지원시책(2019년도 의정업무 계획관련 간담회)    450 　
자원봉사자 간담회 개최    180 　
'앙상블 클라비어 피아니즘 with 팝핀현준, 박애리' 공연 관계자 간담회 개최 외 1건    6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