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 원)

연번 사용일 업소명 집행액 집행내역 집행대상 결제방법 비고

1 06.02. 스타벅스 8,100 이른 시간부터 의전수행 수행원 격려 수행원 등 3명 카드

2 06.02. 이구갈비 59,000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전환 협력강화 업무협약식 수행직원 격려 오찬 에너지경제과 등 관계직원 10명 카드

3 06.02. 바닷가작은부엌 200,000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전환 협력강화 업무협약식 참석 및 수행직원 격려 만찬 에너지경제과 등 관계직원 10명 카드

4 06.02. 기흥휴게소 16,200 늦은 시간까지 행사참석 및 의전수행 노고 격려 수행원 등 3명 카드

5 06.03. 리엔춘 282,000 2020년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생 격려 승진리더과정 교육생 등 10명 카드

6 06.04. 스타벅스 외 1개소 17,000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수행원 격려 수행원 등 3명 카드

7 06.04. 양자강 75,000 제21대 국회의원 간담회 행사참석 수행직원 격려 오찬 수행직원 등 5명 카드

8 06.04. 안성휴게소 14,500 각종 행사참석 및 의전수행 직원 노고 격려 수행원 등 3명 카드

9 06.04. 순민물장어식당 422,000 24시 종합 악취상황실 운영 직원 노고 격려 기후환경과 직원 등 15명 카드

10 06.05. 입장거봉포도휴게소 외 1개소 116,100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선포식 참석 직원 격려 에너지경제과 등 관계직원 10명 카드

11 06.05. 홍루이젠 외 1개소 404,000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노력 보건소 직원 격려 보건소 직원 70명 카드

12 06.05. 북해도 외 1개소 180,500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선포식 수행직원 격려 만찬 에너지경제과 등 관계직원 10명 카드

13 06.05. 50,000 직원 축의금 1명 현금

14 06.06. 데일리로스트 19,900 휴일 늦은시간까지 행사참석 및 수행 노고 격려 수행원 등 3명 카드

15 06.07. 귀빈돌솥밥 39,000 휴일 늦은시간까지 의전수행 노고 격려 수행원 등 3명 카드

16 06.08. 진월당 63,500 구정발전을 위하여 행사참석 및 의전수행 노고 격려 수행원 등 3명 카드

17 06.11. 정읍녹두장군휴게소 외 1개소 55,200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수행직원 격려 새로운대덕추진단 등 수행직원 8명 카드

18 06.11. 정읍녹두장군휴게소 13,800 행복정책 아카데미 참석 수행원 노고 격려 수행원 등 3명 카드

19 06.11. 삼미손칼국수 58,500 내방민원인 응대 및 각종 행사 일정조정 노고 격려 비서실 직원 등 5명 카드

20 06.12. 스타벅스 12,200 각종 행사참석 및 의전수행으로 노고 많은 직원 격려 수행원 등 3명 카드

21 06.12. 입장거봉포도휴게소 80,500 기초지방정부 정책제안 간담회 참석 직원 오찬 격려 기획홍보실 등 수행직원 7명 카드

22 06.12. 우시장 617,000 구정 현안 사업 논의를 위한 주간이슈티타임 대상자 간담회 주간이슈티타임참석자 등 21명 카드

23 06.13. 스타벅스 12,200 휴일 출근 각종 행사참석 및 의전수행 노고 격려 수행원 등 3명 카드

24 06.15. 스타벅스 8,400 국무총리 간담회 참석 등 의전수행 수행원 격려 수행원 등 3명 카드

25 06.16. 입장거봉포도휴게소 외 1개소 86,200 2020 지방자치행정 대상 시상식 참석 직원 격려 감사평가실 직원 등 10명 카드

26 06.16. 안성휴게소 24,400 지방자치행정 대상 시상식 수행직원 노고 격려 수행원 등 3명 카드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번 사용일 업소명 집행액 집행내역 집행대상 결제방법 비고

27 06.16. 교촌치킨 37,000 늦은시간까지 행사참석 및 의전수행 수행원 노고 격려 수행원 등 3명 카드

28 06.16. 50,000 직원 부의금 1명 현금

29 06.17. 은상현골목대장 118,000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업무 추진 직원 노고 격려 총무과 관계직원 등 8명 카드

30 06.18. 신전떡볶이 외 1개소 48,000 각종 행사 일정 조율 및 내방객 응대 비서실 직원 격려 비서실 직원 등 4명 카드

31 06.18. 경동오징어국수 88,000 민선7기 2주년 대담토론 준비 공보팀 직원 노고 격려 기획홍보실 관계직원 등 9명 카드

32 06.18. 50,000 직원 부의금 1명 현금

33 06.19. 콩마을 132,000 주민자치회 2단계 시범사업 추진 교육공동체과 직원 격려 교육공동체과 관계직원 등 12명 카드

34 06.20. 스타벅스 9,400 민원현장 방문 등 의전수행 노고 격려 수행원 등 3명 카드

35 06.20. 달무리 102,000 대화동 화재 관련 긴급간부회의 후 참석자 만찬 긴급간부회의 참석자 등 14명 카드

36 06.22. 우시장 340,00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업무 추진 복지정책과 직원 격려 복지정책과 관계직원 등 19명 카드

37 06.23. 청정원식당 480,000 2020년 상반기 퇴임 및 공로연수 대상자 오찬 간담회 퇴임 및 공로연수 대상자 등 18명 카드

38 06.23. 사랑채 162,000 대덕e시작하는 그린뉴딜 포럼 개최 노고 직원 격려 에너지경제과 관계직원 등 8명 카드

39 06.24. 네이버파이낸셜 168,300 유관기관 및 민원인 방문자 제공 차재료 구입 유관기관 및 민원인 방문자 카드

40 06.24. 피자마루 222,400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노고 보건소 직원 격려 간식 구입 보건소 직원 70명 카드

41 06.24. 녹두빈대떡 49,000 내방객 응대 및 행사 일정 조정 비서실 직원 격려 비서실 직원 등 5명 카드

42 06.25. 도미노피자 108,800 최일선 기관에서 대민행정서비스 제공 직원 노고 격려 회덕동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14명 카드

43 06.25. 달무리 74,000 능력중심의 하반기 정기인사 준비 추진 직원 격려 총무과 관계직원 등 7명 카드

44 06.26. 스타벅스 외 1개소 14,000 이른 시간부터 행사참석 및 의전수행 직원 격려 수행원 등 3명 카드

45 06.26. 카페앨리 44,700 대덕e로움 국가대표브랜드 수상 시상식 수행직원 격려 에너지경제과 등 수행직원 9명 카드

46 06.26. 산채향 외 1개소 216,500 대덕e로움 국가대표브랜드 선정 노고 직원 격려 에너지경제과 관계직원 등 9명 카드

47 06.28. 스타벅스 17,400 휴일에도 불구하고 상시대기 수행 직원 격려 수행원 등 3명 카드

48 06.28. 불티나만두찐빵 외 1개소 48,300 주말 늦은시간까지 의전수행 수행원 노고 격려 수행원 등 3명 카드

49 06.29. 청정원식당 464,000 구정 현안 사업 논의를 위한 주간이슈티타임 대상자 간담회 주간이슈티타임참석자 등 16명 카드

계   5,979,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