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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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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구분 집행내역 금액 비고

총          계 190,252
01월     40건 소계 9,681

1월

가루녹차 수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 참석자 식사제공 350
제6회 ERAHS 국제컨퍼런스 조직위원회 출범식 참석자 
식사제공 475

식사제공 169
지역특산품 구입 455
식사제공 258
주요 내빈 등 내방객 제공을 위한 지역 특산품 구입 480
2019년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 1,000
지역 농특산품 구입 270
최참판댁 및 주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244
다인박물관 건립관련 전문가 식사제공 157
국가산림문화자산 업무추진 직원 식사 제공 113

식사 제공 240
261

지역특산물 구입 60
식사제공(경제자유구역 투자우치 업무협의) 80
식사제공(투자유치 관계기관 간담회) 368
식사제공(갈사만 소송관련 업무협의) 197
식사제공(갈사산단 투자유치 업무협의 관계자) 36
식사제공(하동지구 투자유치 업무협의) 132
지역 특산품 구입 50

식사제공(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업무협의 관계자) 98
97

지역특산물 구입 462
식사제공(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과정 개설 업무협의) 465
지역특산품 구입 250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추진 관계자 식사 제공 201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 관련 업무협의 참석자 
식사제공 213

생활폐기물처리장 주민협의체 구성 간담회 실시에 따른 
식사제공 34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 관련 간담회 실시에 따른 
식사제공 169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관련 현장회의 식사제공 146
식사 제공 55
2020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 심의회 참석자 식사제공 98
전국 하동 향우연합회 신년인사회에 따른 홍보용 농산물 구입 90



- 81 -

1월

시책추진 특산품 및 식사 제공 320
전지훈련팀 특산품 제공 490
하동중학교 배구팀 선수 및 감독 격려 식사제공 296
전지훈련팀 감독 및 관계자 식사제공 108
상상도서관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참석자 식사제공 150
지역 특산품 구입 120

직원 선물 구입(문화체육시설 현장근무자) 424

02월     52건 소계 13,800

2월

지역 농특산품 구입 470

식사제공

477
200
260
127
420

물품 구입 618
식사제공 76
물품 구입 316

식사제공
243
200
235

주요 내빈 등 내방객 제공을 위한 지역 특산품 구입 480
하동특산품(녹차) 구입 810
파리크라상 방문에 따른 업무 관계자 식사제공 261
드론산업 활성화 추진 업무협의 관계자 특산물 제공 315
하동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따른 특산물 구입 400
농협중앙회장 특강 관계자 하동방문에 따른 특산물 구입 270
지역 농특산품 구입 90
특산품 구입 300
식사 제공 43
최참판댁 한옥문화관 건립 등 전문가 자문회의에 따른 
행사물품(감말랭이) 구입 135

최참판댁 한옥문화관 건립 등 전문가 자문회의에 따른 
행사물품(고로쇠) 구입 60

최참판댁 한옥문화관 건립 자문회의 참석자 식사제공 480
지역특산품 구입 450
물품 구입 480
식사 제공 90
식사제공(갈사만 어업피해보상 간담회) 157
식사제공(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관련 관계자) 80
식사제공(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투자 업무협의) 107
식사 제공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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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지역특산품 구입 360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현지실사 참석자 
식사제공 77

지역특산품 구입 100
사업추진 관계자 식사 제공 56
수질오염총량 업무추진 관계자 식사제공 60
공기캔사업 업무협의 관련 참석자 식사 제공 150
식사 제공 110
중식 제공(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190
특산품 구입(당직의료기관 운영실태 견학) 126
지역 특산품 구입 120
수출업체 식사제공 205
식사 제공 480
농특산물 제공 400
배 수출 관련 하동배영농조합법인 식사제공 190
식사제공 400
신세계백화점(강남점) 관계자 우리군 방문에 따른 식사제공 490
동북아 농업유산 컨퍼런스 사업 추진에 따른 관계자제공용 
기념품구입 300

지역현안 간담회 참석자 식사제공(시책) 139
2019 배구전지훈련팀 위문품 제공 490
동계 전지훈련팀 감독 특산품 제공 450
홍보물품 구입(곶감) 50

03월     52건 소계 13,688

3월

홍보용 특산품 구입 435
지역 특산품 구입 416

식사제공

154
97
88
48

식사 제공 338
식사제공 98
드론스포츠연합 관계자 식사 제공 232

식사제공 476
104

식사 제공 234
주요 내빈 등 내방객 제공을 위한 지역 특산품 구입 480
하동 상상도서관 프로젝트 등 업무협의 관계자 하동방문에
 따른 특산품 제공 450

코오롱 에피그램 관계자 하동방문에 따른 특산품 제공 320
한국 슬로시티본부 손대현 이사장 및 방문 관계자 하동방문에 
따른 특산품 제공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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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주요 내빈 등 내방객 제공을 위한 지역 특산품 구입 480
세정그룹 관계자 하동방문에 따른 특산품 제공 440
동남지방통계청 관계자 하동방문에 따른 특산품 제공 240
하동 가루녹차 수출업무 협의 관계자 하동방문에 따른 
특산품 제공 336

공기캔 유통마케팅 활성화 방안 업무협의 관계자 특산품 제공 315
주요 내빈 등 내방객 제공을 위한 지역 특산품 제공 480
금오산 케이블카 추진 식사제공 122
특산품 구입 380
화개10리 벚꽃길 보완사업 업무추진 관계자 식사제공 350
식사 제공 100
지역특산품 구입 400
홍보물품 구입 144
식사 제공 432
식사제공(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투자 업무협의) 85
식사제공
(경제자유구역 두우레저단지 투자유치 업무협의 관계자) 420

식사 제공(경남조선기자재협동조합) 91
식사 제공 450
문화갤러리 참여자 식사제공 281
식사제공(도시재생 전략계획 실무 협의 참석자) 195
식사 제공 251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 관련 간담회 실시에 따른 
식사제공 79

지리산생태과학관 생태해설 체험프로그램개발 관련 참석자 
식사 제공 204

동절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식사 제공 478
현안업무간담 식사제공 160
생태해설 프로그램 관련 개발회의 참석자 식사제공 160
특산품 구입 170
북천 꽃양귀비 축제 행사 협의회 참석자 식사 제공 142
한우업무 추진을 위한 관계자 식사 제공 238
톤백저울 점검에 따른 참석자 식사제공 210
한우 발정탐지기 견학 참석자 식사 제공 130
읍면 소통간담회 참석자 식사제공 400

지역현안 간담회 참석자 식사제공(시책) 146
158

홍보용 녹차 구입(시책) 154
전지훈련팀 감독 및 관계자 식사제공 201

2019년 전지훈련팀 감독 식사제공 312



- 84 -

04월     61건 소계 12,711

4월

세계중요농업유산 명차보전업무 관계자 식사제공 260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간담회 관계자 식사제공 225

식사제공 145
440

군민의날 행사 관계자 식사 제공 80
지역특산품 구입 252

식사제공

450
247
170
182
335

인구증대시책 추진 업무협의 관계자 특산품 제공 200
식사제공(읍면 인구담당자) 173
특산품 구입 252
3월 부시장 부군수 회의 농특산품 구입 900
주요 내빈 등 내방객 제공을 위한 지역 특산품 구입 480
선진 관광시설 사례연구 및 하동 농특산물 일본시장 수출확대 
위한 일본방문에 따른 특산품 구입 470

하동군 홍보대사 위촉 및 하동방문에 따른 특산품 제공 250
군민의 날 개최에 따른 특산품 구입 400
내방객 제공을 위한 지역 특산품 구입 370
축제관계자 식사제공 480
식사 제공 353
특산품 구입 450

식사 제공

55
117
144
125
100

식사 제공(대송산단 투자협의) 166
식사제공(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관계자) 420
식사 제공(경제자유구역 투자관계자) 127
식사 제공 172
식사제공 64
식사제공(하동읍 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 참석자) 200
식사제공(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관계자) 84
식사 제공 300
관내 농공단지 관계자 식사 제공 160
배출시설 합동점검에 따른 식사 제공 156

현안업무간담 식사제공
90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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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공기캔 입점 관련 업체 관계자 식사 제공 138
환경정책분야 업무협의 참석자 식사 제공 184
현안업무간담 식사제공 157
식사 제공 57
제58회 경남도민 체육대회 참여선수단(씨름) 격려금 지급 100
식사제공(중국 현지 특판전 협의) 229
청암면 친환경지구 조성을 위한 관계자회의 식사제공 110
양봉교육 참석자 식사비 지급 70
식사제공(수출업체) 48
NS홈쇼핑 관계자와의 업무협의에 따른 식사제공 54
식사제공(수출 배) 63
식사제공 186
꽃 양귀비 포장 관리 작업에 따른 식사 제공 162
2019년 상반기 쌀·밭·조건불리 직불사업 교차점검 관련 
식사 제공 112

한우업무 추진을 위한 협의 참석자 식사 제공 302
식사제공(수출바이어) 44
식사제공(수출 배) 164
배 저온피해 관계자 간담회 식사 제공 262

지역현안 간담회 참석자 식사제공(시책)
48
55
86

05월     59건 소계 18,009

5월

하동녹차 수출을 위한 해외 바이어 방문에 따른 식사 제공 300
식사 제공 450
물품 구입 100
특산품 구입 240
식사제공 450
특산품 구입 450
식사제공 470
군민의날 행사 관계자 식사 제공 185
식사제공 450
특산품 구입 400

식사제공

88
480
400
350
195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추진 TF팀 회의 참석자 식사제공 181
2019 농지업무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자 하동방문에 따른 
기념품 제공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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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왕의 녹차 진상식 행사 시 하동 홍보용 농특산품 구입 480

신세계백화점 하동 농특산물 특판전 전시 홍보특산물 구입 480

하동녹차연구소 친환경인증센터 남해사무소 개소식 참석자 
특산품 제공 450

장애인의 날 기념 선진지 견학에 따른 격려품 구입 450
주요 내빈 등 내방객 제공을 위한 지역 특산품 구입 480
야생차 문화축제 초청 하동방문 예술가 특산품 제공 450
악양 우체국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자 오찬제공 140
공유재산업무 추진을 위한 관계자 오찬제공 48

원주 토지문화재단 최참판댁 문학행사참석 기념품 제공 155
35

특산품 구입 380
식사제공 380
최참판댁 간담회 참석자 식사제공 272
야생차 문화축제 단위행사 추진 직원 식사 제공 178
지역 특산물 구입 450
특산물 구입 300
식사 제공(LNG 발전사업 관계자 회의) 182
지역 특산물 구입 300
식사제공(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투자 업무협의) 45
식사제공(하동지구 발전방안 세미나) 490
식사제공(갈사만조선산업단지 소송 관련 관계자) 75
다과구입 184
식사 제공 90
지역특산물 구입 200
중식 제공 125
미세먼지분야 업무협의 참석자 식사제공 158
하동화력발전소 생활소음측정 점검에 따른 점검자 식사 제공 40
중식 제공 112
2019 고양 국제 꽃박람회 견학 참석자 식사 제공 72
북천 꽃양귀비 축제 추진을 위한 포장 정비 참여자 식사제공 406
하동 농특산물 구입 130
농특산품 구입 400
식사 제공 258
카카오톡을 활용한 마케팅 교육 관계자와의 업무협의에 따른 
식사 제공 54

직원노고 격려 식사제공(구제역 방역대책 추진) 470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 노고 격려(식사제공) 470
제6회 ERAHS국제컨퍼런스 조직위원회 식사제공 900
제6회 ERAHS 국제컨퍼런스 참석자 제공 하동군 특산품 구입
(핀꽃)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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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제6회 ERAHS 국제컨퍼런스 참석자 제공 군특산품 구입
(발효차삼각티백) 1,000

지역현안 간담회 참석자 식사제공(시책) 79
238

시책추진 식사제공 165

06월     58건 소계 13,382

6월

식사제공 388
하동군 지역통계 컨설팅 사업 관계자 식사 제공 349

식사제공
167
100
148

홍보용 특산품 구입 360
특산품 구입 457
식사제공 118
자체감사 업무협의를 위한 식사제공 120
제6회 ERAHS 국제 컨퍼런스 참석 외국인 관계자 기념품 
제공 480

미국 수출바이어 하동방문에 따른 특산품 제공 432
매실판매 소비촉진을 위한 상생마케팅 행사 하동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480

주요 내빈 등 내방객 제공을 위한 지역 특산품 구입 450
탐나라공화국 업무협의 관계자 식사제공 307
제5회 하동북천 꽃양귀비 축제개최에 따른 특산품 구입 480
탐나라공화국 방문에 따른 특산품 구입 400
중동 바이어 하동방문에 따른 특산품 제공 384
지역 농특산품 구입 300
악양우체국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자 오찬제공 410
최참판댁 한옥문화관 건립 자문회의 참석자 식사제공 50
최참판댁 한옥문화관 건립을 위한 자문회의 관계자 식사 제공 314
만찬 제공 381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 업무추진 직원 식사제공 80
2019년 하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위촉식 참석자 식사 제공 275
배수펌프장 교육 참여자 식사 제공 165

식사 제공 145
452

식사 제공(대송산단 투자유치 협의) 176
식사제공(대송산단 투자관계자) 310
식사제공(하동학숙배움터 실시설계 중간보고회 참석자) 130
제3회 하동군 경관위원회 관계자 및 위원 식사제공 120

중식 제공
132
151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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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식사제공 322
2019년 상반기 가축분뇨배출시설 합동점검에 따른 점검자 
식사 제공 33

발전소 주변지역 오염도 조사에 따른 참가자 식사제공 60
중식 제공 50
식사  제공 80
중식 제공(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평가위원) 70
꽃다발 구입 50

식사 제공 196
60

부서별 담당읍면 소통간담회 추진에 따른 식대 지급 331

식사 제공 133
55

지역 특산품 구입 450
식사 제공(중국 현지 특판전 협의) 120

지역현안 간담회 참석자 식사제공(시책)
40
30
50

시책추진 식사제공 45
미술관 건립 관련 관계자 식사제공 490
식사제공 153
식사 제공 335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특산품 제공 490
2019년 전지훈련팀 감독 식사 제공 217
김병종 삼부자전 참여작가 숙박제공 240

07월     56건 소계 14,778

7월

특산품 구입 339
120

농업유산 관계자 식사 제공 250

특산품 구입
440
360
106

식사 제공 420
식사제공 478
엑스포 발대식 영상 촬영 관계자 식사제공 259

식사제공
356
420
117

기획행정국 부군수님 업무보고 식사제공 150

식사제공
150
105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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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식사제공
420
369

하동 상상도서관 건립 간담회 참석자 특산품 제공 450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참가팀 격려물품 구입 250
제22기 경남 여성지도자 과정 현장학습 하동방문에 따른 특산
품 제공 480

주요 내빈 등 내방객 제공을 위한 지역 특산품 구입 450
서울 어린이대공원 농특산물 특판전 행사 하동군 홍보용 특산
품 구입 450

주요 내빈 등 내방객 제공을 위한 지역 특산품 구입 450
공유재산업무 추진을 위한 관계자 오찬제공 59
식사 제공 366
제5회 알프스하동 섬진강문화채첩축제 참가 직원 식사제공 108
식사 제공 156
지역특산품 구입 200
식사 제공 108
식사제공(대송산단내 농어촌공사 부지 교환 조정회의 참석자) 232
식사제공(대송 및 갈사소송 관계자 식사제공 ) 310
식사제공(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투자 업무협의) 50
지역특산물구입 450
식사제공(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투자 업무협의) 42
한국산업안전보건 교육원 하동 특산품 제공 175

식사제공
65
50
350

군 계획(제1분과)위원회 참석자 중식 제공 141
중식 제공 59
경상남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참가자 식사 제공 500
지역맞춤형 사회적경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사회적경제협
의회 참석자 식사 제공 180

중식 제공(한국실명예방재단) 150
중식비 지급(하동군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 간담회) 122
중국 해외 판촉전 바이어 선물 구입 198
제13회 하동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 수시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91

식사제공(녹차 생산 및 유통 수출 업무협의) 340
식사 제공 164
청년농·귀농정책 홍보를 위한 기자단 방문에 따른 중식 
제공비 지급 288

직원노고 격려 식사제공(임대사업 평가결과 우수기관 선정) 374
행사용 녹차 구입 300
시군의장협의회 회의 추진 직원 격려 식사제공(부서운영) 95
시책추진 식사제공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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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박경리 서거 11주기 참석자 식사제공 450
상상도서관 건립 간담회 참석자 식사제공 900

08월     61건 소계 15,149

8월

특산품 구입 100
농업유산지역 벤치마킹 관계자 식사 제공 128
식사제공 450
특산품 구입 300
임시회 식사 제공 345
의원간담회 관계자 식사제공 353
조례규칙심의회관련 식사제공 180
특산품 구입 450
제5회 섬진강문화재첩축제 내빈 홍보용 지역 특산품 구입 450
주요 내빈 등 내방객 제공을 위한 지역 특산품 구입 450
직원 격려품 구입 312
하계전지훈련팀 격려품 구입 480
카자흐스탄 한인경제인 하동방문에 따른 특산품 구입 495
주요 내빈 등 내방객 제공을 위한 지역 특산품 구입 450
카자흐스탄 한인경제인 방문에 따른 업무 관계자 식사 제공 270
인구증대시책 추진 업무협의 관계자 특산품 제공 420
실종자 수색근무자 간식 구입 630
시책추진 식사제공 90
화개행정복합타운 업무추진을 위한 관계자 음료제공 30
지역특산품 구입 100
공유재산업무 추진을 위한 관계자 오찬제공 224
공유재산 매각 추진을 위한 관계자 오찬제공 105
하계 축제 선진지 견학 관람권 및 급량비 지급 201
축제관계자 식사제공 310
식사제공 195
식사 제공 407
특산품 구입 330
제1회 섬의 날 행사 참가자 식사 제공 432
갈사산단 연구단지 활성화를 위한 한국산업안전보건교육원 
관계자 식사 제공 96

식사제공(갈사산단 투자관계자 협의) 97
식사제공(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투자관계자) 300
식사제공(대송산단 토석반출 협의) 84
대송갈사관련 소송업무 추진을 위한 법률대리인 및 관계자 
식사제공 400

식사제공(경제자유구역 투자관계자) 490
식사제공(두우레저단지 개발 투자 업무 협의) 398

식사 제공
50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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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오찬 제공 177
90

하동읍 시가지 폐철도공원화 사업 업무추진 관계자 식사 제공 446
식사제공 60
식사 제공 350
중식 제공 66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관련 업무협의 참석자 식사 제공 198
발전소 주변 석탄 오염도 중간보고에 따른 식사제공 180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 업무협의 식사제공 371
식사제공 100
식사 제공 100
농특산품 구입 162
2019 찾아가는 농업기계교육업무 추진에 따른 식사제공 182
식사제공 328
한우업무 추진을 위한 협의 참석자 식사 제공 45
제5회 섬진강 재첩 문화축제에 따른 식대 제공비 지급 150
식사제공 17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추진 직원 식사제공
(시책) 114

대송산업단지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 추진 직원 식사제공
(시책) 60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특산품 제공 152
480

토지문학제 운영위원회 개최를 위한 관계자 식사 제공 79
문화체육시설 업무협의관련 출장직원 식사제공 116
전지훈련팀 감독 및 선수 식사 제공 431

09월     51건 소계 12,488

9월

엑스포 중간보고회 참석 직원 식사제공 375
농업유산지역 벤치마킹 관계자 식사 제공 104
식사 제공 295

식사제공

300
225
420
170

대외교류협력을 위한 관계자 식사제공 450
하동 파견 중국 연수생 식사 제공 120
식사제공 80
자체감사 업무협의 식사제공 275
주부산 중국 총영사 업무협의 관계자 식사제공 402
주요내빈 등 내방객 제공을 지역 특산품 구입 900
주요 내빈 등 내방객 제공을 위한 지역 특산품 구입 450
2019년 지리산국제환경예술제 공동기자회견 참석자 특산품 
제공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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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식사제공(한옥문화관 운영 자문회의 관계자) 350
팸투어대상자 식비 지급 427
식사 제공 230
축제관계자 식사제공 55
다인박물관 건립 관계자 식사제공 230
식사제공(한옥문화관 관리운영 관련 자문) 149
식사제공(갈사산단 개발사업 투자유치 협의) 21
식사 제공(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투자 업무협의) 56
식사 제공(갈사산단 개발사업 투자유치 협의) 76

지역 특산물 구입 450
300

식사제공(대송산단 투자관계자 협의) 210
식사제공(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투자관계자) 50
식사제공 150
지역특산품 구입 480
현안업무간담 식사제공 63
지역 농특산물 구입 250
식사 제공 65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관련 업무협의 참석자 식사 제공 106
해외 바이어 기념품 구매 51
식사제공(밤 수출협의) 287
식사제공(LA 한인축제 농수산엑스포) 132
버섯 수출 불공정거래 심의위원회 참석 관계자 식사 제공 48
2019년 태풍 링링 복구 위한 농업인 단체 관계자 회의 
개최에 따른 식비 제공 252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 업무추진을 위한 행사장 작업 참여자 
식사제공 168

바이어 선물 구매(GS TRADE) 27
해외 바이어 오찬 제공 180
식사제공 100
식사제공(호주 배 수출협의) 94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직원 식사 및 간식제공(시책) 145
대송산업단지 토사반입 실태조사 등 업무협조 직원 식사 제공
(시책) 167

지방의회 아카데미 준비 직원 격려 식사제공(시책) 144
시책추진 특산품 구입 550
우리군 출신 우수선수 격려 식사 제공 449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특산품 제공 490
하동홍보를 위한 문화예술 관계자 회의에 따른 식사 제공 470

10월     53건 소계 14,720

10월
가루녹차 수출 관계자 식사 제공 450
특산품 구입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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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UTZ인증 관계자 식사 제공 135

엑스포 추진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258
293

물품 구입 220
식사 제공 240
하동 파견 중국 연수생 복귀에 따른 식사 제공 105

식사제공 358
495

식사 제공 320
감사컨설팅 관계자 식사제공 120
인구증대시책 추진 업무협의 관계자 특산품 제공 455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설명회 참석자 특산품 제공 500
경남 시장군수협의회 제81차 정기회 지역 특산품 구입 840
중국 청도시 성양구 대표단 하동방문에 따른 특산품 구입 450
이병주국제문학제 관계자 식사 제공 324
청소년예술단 관계자 격려 및 식사제공 240
주요 내빈 등 내방객 제공을 위한 지역 특산품 구입 450
공기사업 실무협의 참석자 특산품 구입 450
2019년 제4회 지리산국제환경예술제 관계자 특산품 제공 800
특산품 구입(한옥문화관 운영 자문관련 전문가) 50
지역관광활성화 관계자 식사제공 480
특산품 구입 400
식사제공(한옥문화관 운영자문 관계자) 71
식사 제공 316
지역특산품 구입 400
하동버스터미널 준공식 행사관계자 식사 제공 410
식사제공(갈사산단 투자관계자) 84
지역 특산물 구입 210
식사제공(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투자 업무협의) 72
지역 특산품 구입 350
식사 제공 112
오찬제공 404
오찬 제공 120
군 계획(제1분과)위원회 참석자 중식 제공 100
업무 협조 관계자 식사 제공 366

현안업무간담 식사제공 88
60

식사 제공 160
식사제공 148
식사제공(중국 수출협의) 149
말레이시아 단감 수출 협의 식사 제공 214
축하 화환 구입 50



- 94 -

10월

식사제공 90
9월 2차 정례간담회 추진 직원 격려 식사제공(시책) 267
하동군의회-교육청 간담회 추진 직원 식사 및 간식 제공(시책) 198
공무국외여행심의회 업무추진 직원 격려 식사제공(시책) 399
국내연수 업무 추진 직원 격려 식사제공(시책) 336
지리산권 시군의회 정례회 개최 추진직원 식사 제공(시책) 280
2019년 하반기 국내 연수 업무추진 직원 격려 식사제공(시책) 144
국외 자매결연지 교류행사 추진 직원 격려 식사제공(시책) 123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특산품 제공 406

11월     73건 소계 17,401

11월

엑스포 추진 홍보를 위한 특산품 구입 250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관계자 식사 제공 45
농특산품 구입 210
홍보단 활성화 간담회 참석자 식사제공 182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전문가 식사제공 180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주민협의체 간담회 식사제공 71
지역 농특산품 구입 300
식사제공 293
일손돕기 식사제공 135

식사제공 175
100

자체감사 업무협의 식사제공 135
가구주택기초조사 내검에따른 식사제공 180
2019년 청소년교류행사(하동방문) 추진에 따른 특산품 구입 700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단 하동방문에 따른 특산품 제공 48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관계자 하동방문에 따른 특산품 제공 450
주요 내빈 등 내방객 제공을 위한 지역 특산품 구입 450
2019 회남재숲길 걷기대회 개최에 따른 특산품 구입 900
홍콩ㆍ캐나다 수출바이어 하동방문에 따른 특산물 구입 450
특산품 구입 440
공무원노조 관계자 식사제공 247
시책추진 식사제공 69
공유재산업무추진을 위한 관계자 식사제공 300
화개행정복합타운 추진을 위한 관계자 오찬 제공 58
식사 제공(체납세 징수 활동 지원) 115
식사제공(한옥문화관 관리운영 전문가 자문) 259
식사제공(한옥문화관 촬영관계자) 60
식사제공(마을공동체 정원조성사업 현장점검 관계자) 77

식사 제공 120
188

읍내지구 다목적저류시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추진 
간식 구입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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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지역특산품 구입 460
식사 제공 74
식사제공(대송산단 폐수처리시설 관계자 식사제공) 342
식사제공(투자유치 기업 관계자) 141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협의 관계자 기념품 구입 490
식사 및 음료제공(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투자관계자) 78
식사제공(해양플랜트 관계자) 90
식사제공(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투자관계자) 199
지역 특산품 구입 490
하동지구 투자관계자 기념품 구입 350
식사제공(대송산단 폐수처리시설 관계자 식사제공) 410

식사 제공 111
175

물품 구입 200

지역특산품 구입 450
350

식사제공 78
설명회 참석자 중식 제공 26
ASF 대비피해방지단 운영 관련 간담회 실시에 따른 식사제공 106
환경정책 관련 업무 협의 참석자 식사 제공 94
2019년 지리산국제환경예술제 개최관련 업무협의 관련 
참석자 식사제공 151

2019 지리산국제환경예술제 행사 참여자 식사제공 1,000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관련 업무 협의 참석자 식사 제공 116
특산품(녹차) 구입 105
특산품(하동배) 구입 273
석식 제공
(하동군 국가예방접종 지역 협의체 위원 위촉 및 간담회) 101

직원 격려 및 식사 제공 142
특산품(녹차) 구입 300
중식비 지급(학교건강검진사업 담당자 간담회) 242
식사 제공 231
식사제공(2019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업무 관계자) 247
식사제공 174
미국 바이어 선물 구입 57
2019년 하반기 쌀, 밭, 조건불리 직불사업 교차점검 관련 
식사 제공 37

악양대봉감축제 추진관계자 식사 제공 189
2019년 공무국외출장 업무추진 직원 격려 식사제공(시책) 220
농촌일손돕기 참여 직원격려 식사제공(시책) 190

시책추진 식사제공
100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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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홍보 물품 구입 405
제13회 코스모스·메밀꽃 축제관련 간담회 참석자 제공용 
고구마 구입 510

제13회 코스모스·메밀꽃 축제관련 간담회 참석자 식사제공 160
12월     132건 소계 34,448

12월

녹차 수출 바이어 방문에 따른 식사제공 450
하동차홍보단 활성화 간담회 참석자 식사제공 220
녹차 수출을 위한 바이어 방문에 따른 식사 제공 164
식사제공 151
자체감사 업무협의 식사제공 250
식사 제공 428
기획행정국 식사 제공 179
특산품 구입 420
식사제공 310
물품 구입 420
식사제공 320
식사 제공 295
특산품 구입 340
식사 제공 157
기획행정국 식사제공 184
식사 제공 290
인사이동에 따른 식사 제공 350
주요 내빈 등 내방객 제공을 위한 지역 특산품 구입 450
중국 투자자 하동방문에 따른 특산품 제공 450
중국 수출바이어 하동방문에 따른 특산품 제공 480
인구증대시책 홍보를 위한 기념품 제공 100
주요 내빈 등 내방객 제공을 위한 지역 특산품 구입 450
인구증대시책 추진 간담회 및 업무협의 관계자 특산품 제공 270
식사 제공(인구증대시책 운영 담당자) 201
대송산단 업무협의 관계자 식사제공 160
호주 수출바이어 하동방문에 따른 특산물 구입 480
주요 내빈 등 내방객 제공을 위한 지역 특산품 구입 450
특산품 구입 450
간담회 참석사 식사제공 153
업무협의관계자 식사제공 220
시책추진 식사제공(관외 체납액 징수 관련 업무협의) 255
식사 제공(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용역 관련 업무협의) 127
시책추진 식사제공(군 금고운영 관련 업무협의) 84
지역특산품 구입 124
식사제공(최참판댁 김장하는날 행사 참여자) 423
식사 제공 228
식사제공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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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식사 및 특산품 제공 187
한옥문화관 숙박객 시음용 농특산품 구입 300
축제 관계자 식사제공 240
식사제공(동절기 관광시설물 안전점검 관계자) 45
축제 관계자 식사제공 131
식사제공(최참판댁 시설 관리인력) 400

식사 제공 72
114

특산품 구입 300
지역특산품 구입 270
특산품 구입 210
하동농특산품 구입 220
케이블카 설치사업 관계자 식사 제공 400
직원 격려 식사제공 618
과내 방문객 응대을 위한 물품 구입 553
물품 구입 180
지역특산품 구입 140
식사 제공 180

식사제공 503
466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관계자 기념품  및 특산품 구입 160
식사제공(갈사산단 투자관계자 협의) 350
지역 특산품 구입 490
식사제공(갈사산단 수리조선 협의 관계자) 450
식사제공(공사대금항소심 관계자 협의) 21
식사제공(손해배상소송관계자 업무협의) 22
식사제공(갈사대송소송 관계자 협의) 31
갈사대송소송관계자식사제공 156
식사제공(대송산단 폐수처리시설 관계자) 180

식사제공(대송갈사소송대리인) 330
70

식사제공 340

식사 제공 350
371

시책 추진 식사 제공 83
105

지역 특산품 구입 111

시책 추진 식사 제공 120
241

만찬 제공 420
447

지역 특산품 구입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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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만찬 제공 341
지역특산품 구입 200
군 계획(제1분과)위원회 참석자 중식 제공 225
지역특산품 구입 480
지역특산물 구입 488
식사제공 24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및 활동보고회 참가 관련 업무 협의 
참석자 식사 제공 174

가축분뇨배출시설 합동점검에 따른 식사제공 21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관련 업무협의 참석자 식사 제공 188
하동생태관광활성화 업무협약식 참석자 식사제공 95
2022년 COP28 남중권 유치위원회 출범식 참석자 식사 제공 60
지역 농특산물 구입 444
자연보호협의회 업무 협의 참석자 식사 제공 126
지역 농특산품 구입 400
민간자율환경감시단 간담회에 따른 식사제공 426
환경정책 업무 관련 협의 참석자 식사 제공 156
직원 격려 및 식사 제공 82
특산품(녹차) 구입 500
중식 제공(음식문화개선사업 관계자) 200
직원격려 및 식사제공 258
식사 제공 497
특산품 구입(딸기) 69
퇴비 부숙도 추진관련 관계자 식사 제공 232
식사 제공(하동 농수산물 수출관계자 간담회) 300
농기계안전교육 및 농기계순회교육 시책추진에 따른 식사제공 282
청년농 및 귀농귀촌 현장 팸투어 농식품부 출입기자단 
중식 제공비 지급 288

축분 구입(연도대상 수상자) 50
식사 제공 370
농촌진흥과 직원 단합 행사에 따른 물품 구입비 지급 193
뉴 소득화 작물 시범포 고구마 수확에 따른 직원 중식비 지급 150
2019년 도자체 농촌진흥사업 성과보고회 홍보용 물품 구입비 
지급 105

축사전기안전점검 관계자 식사 제공 48
철새도래지 긴급방역지원 근무자 급식 제공 448
수출업체 식사제공 400
참다래 수출협의 식사제공 326
2019년 하반기 농촌일손돕기 추진에 따른 물품 구입비 지급 4
적량부추작목반 관계자 식사제공 104
하동배영농조합법인 수출간담회 관계자 식사제공 180

식사 제공(동남아시아 바이어)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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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수출딸기작목반 관계자 식사지급 265
공공비축미 매입 관계자 식사 제공 296
2020년 축산업무 추진관련 관계자 식사 제공 470
하동 농특산물 구입 442
제13회 하동북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 공로자 식사 제공 412
제3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진 직원 격려 식사 제공
(시책) 215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추진 직원 격려 식사제공(시책) 127
2020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 운영 직원 식사
제공(시책) 38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진 직원 격려 식사제공(시책) 475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추진 직원 격려 식사제공(시책) 125
12월 하반기 의원정례간담회 추진 직원 격려 식사제공(시책) 449
2020년 업무 보고회 추진 직원 식사제공(시책) 121
시책추진 특산품 구입 147
작은 영화관 건립 관계자 식사 제공 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