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 원)

연번 사용일 업소명 집행액 집행내역 집행대상 결제방법 비고

1 10.06. 푸짐한활어회 40,000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대덕e나눔 점포 지정식 관계자 오찬 대덕e나눔 지정식 관계자 등 4명 카드

2 10.07. 전원가든 146,000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논의 간담회 사업추진 관계자 등 8명 카드

3 10.08. 더홈케이터링 360,000 청소년 사업방향 모색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간담회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등 24명 카드

4 10.13. 산채향 192,000 혁신 및 적극 행정을 위한 혁신정책자문관과의 간담회 혁신정책자문관 등 11명 카드

5 10.17. 솔코리안 46,000 대덕구 청년 일자리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 청년단체 관계자 등 6명 카드

6 10.19. 우시장 195,000 코로나19에 안전한 구청장기 체육대회 운영방안 논의 체육회 관계자 등 8명 카드

7 10.20. 리엔춘 193,000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권역별 어린이도서관 조성 방안 논의 복합문화센터 관계직원 등 10명 카드

8 10.20. 채반 78,000 혁신도시 연계 연축지구 개발 등 균형발전 방안 논의 간담회 시청 관계자 등 7명 카드

9 10.21. 청정원식당 240,000 대덕구공무원노조 건의사항 협의를 위한 노사협의회 공무원노조 관계자 등 12명 카드

10 10.22. 일마고 139,000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협력기반 구축 방안 논의 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 등 7명 카드

11 10.22. 월산본가 248,000 구정발전을 위한 비전공유 및 업무협의 만찬 간담회 구 단체 사무국장 등 15명 카드

12 10.23. 창성한우 366,000 대덕e로움 역할 정립 및 나아갈 방향 모색 간담회 지역화폐 관련 전문가 등 16명 카드

13 10.24. 삼복가든 214,000 행정혁신을 위한 구정 주요정책 의견수렴 간담회 새로운대덕위원회 위원 등 8명 카드

14 10.25. 천년의정원 114,000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사업확대 방안을 위한 간담회 개최 체육회 관계자 등 6명 카드

15 10.26. 천년의정원 208,000 대덕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방안 논의 교육단체 관계자 등 10명 카드

16 10.27. 공간 소이헌 195,000 연축혁신도시 조성 등 구 주요 현안사업 홍보 간담회 언론관계자 등 10명 카드

17 10.30. 본도시락 480,900 구정 정책수립을 위한 대덕구 혁신정책자문관 회의 오찬 혁신정책자문관 등 21명 카드

18 10.31. 전원가든 331,000 재해 대응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마련 오찬 간담회 자원봉사센터 및 협의회 관계자 등 12 카드

계      3,785,900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시책추진업무추진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