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 원)

연번 사용일 업소명 집행액 집행내역 집행대상 결제방법 비고

1 06.01. 장승마을 185,000 구 추진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홍보 오찬 간담회 지역언론관계자 등 8명 카드

2 06.01. 형제횟집 218,000 구 추진 주요 시책사업 업무협의 간담회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 카드

3 06.03. 청정원식당 140,000 관내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특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간담회 대덕문화원 등 관계자 8명 카드

4 06.06. 배씨네집 80,000 기후위기 대응 등 구 추진 시책사업 홍보 오찬 간담회 지역언론관계자 등 9명 카드

5 06.08. 띠울석갈비 374,000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방안 토의 간담회 신협 이사장 등 16명 카드

6 06.09. 대구왕뽈데기 265,000 구정발전을 위한 비전공유 및 업무협의 오찬 간담회 구 단체 사무국장 등 12명 카드

7 06.09. 삼복가든 174,000 지역경제 진흥 정책 논의를 위한 지역 경제인과의 간담회 지역 경제인 등 관계자 8명 카드

8 06.10. 별채한정식 50,000 구 주요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언론관계자 등 4명 카드

9 06.13. 채반 135,000 청년 창업지원 및 학·관 협력사업 모색을 위한 간담회 대학교 관계자 등 6명 카드

10 06.13. 한우리장작구이 198,000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논의 간담회 대덕구 체육회 관계자 등 10명 카드

11 06.17. 공간 소이헌 120,000 포스트코로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오찬 간담회 대전세종연구원 관계자 등 7명 카드

12 06.21. 신야춘추 186,000 친환경 정책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만찬 간담회 관련분야 전문가 등 8명 카드

13 06.22. 살구나무집 90,000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방안 논의 보건소장 등 관계자 4명 카드

14 06.24. 일정한정식 198,000 법적 대응력 강화 및 전문적 소송업무 추진를 위한 논의 간담회 고문변호사 등 7명 카드

15 06.27. 우시장 296,000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시청 관계직원 등 14명 카드

16 06.29. 생태와갈치 305,000 로컬푸드 기반 커뮤니티키친 지원 공모사업 추진방안 논의 간담회 새로운대덕추진단 관계직원 등 18명 카드

17 06.30. 삼복가든 162,000 혁신도시 연계 등 연축지구 개발 방안 논의 도시개발 전문가 등 9명 카드

계      3,176,000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시책추진업무추진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