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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집행내역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비목

2021-02-01 11:39 더홈케이터링 자치행정국 주무팀장과의 오찬 간담회 자치행정국 주무팀장 등 12명 240,000      신용카드  기관

2021-02-01 20:15 일마고 늦은시간까지 의전수행 노고 수행원 격려 수행원 등 3명 40,000        신용카드  기관

2021-02-02 11:48 더홈케이터링 실, 직속기관 및 사업소 주무팀장 격려 실, 직속기관 및 사업소 주무팀장 등 11명 220,000      신용카드  기관

2021-02-02 19:12 삼미손칼국수 구정발전을 위하여 행사참석 및 의전수행 노고 격려 수행원 등 3명 36,500        신용카드  기관

2021-02-03 11:41 더홈케이터링 현안업무 추진에 노고 많은 안전도시국 주무팀장 격려 안전도시국 주무팀장 등 12명 240,000      신용카드  기관

2021-02-03 14:35 중도매인13번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노고 많은 지적과 직원 격려 지적과 직원 19명 54,000        신용카드  기관

2021-02-05 09:27 주식회사성경식품 설 명절 현업부서 직원 격려물품 구입 환경관리요원 89명 1,566,400    신용카드  기관

2021-02-05 12:03 더홈케이터링 주요시책 사업 추진에 노고 많은 경제복지국 주무팀장 격려 경제복지국 주무팀장 등 11명 220,000      신용카드  기관

2021-02-05 12:51 SSG.COM 유관기관 및 민원인 방문자에게 제공되는 차재료 및 다과 구입 유관기관 및 민원인 방문자 308,800      신용카드  기관

2021-02-05 15:53 만년닭강정 겨울철 구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제설작업 등 대민행정 직원 격려 오정동행정복지센터 직원 14명 93,000        신용카드  기관

2021-02-05 19:34 삼복가든 구민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SOC 복합화사업 논의 간담회 관련 대학교수 등 4명 105,000      신용카드  시책

2021-02-08 11:35 더홈케이터링 대덕문화재단 설립 추진으로 노고 많은 직원 격려 문화관광체육과 관계직원 등 11명 220,000      신용카드  기관

2021-02-08 15:52 송희플라워 대전과학산업진흥원 개원 축하 화분 구입 대전과학산업진흥원 50,000        신용카드  기관

2021-02-08 16:34 심봉사도로케 주민접점 대민행정서비스 제공 행정복지센터 직원 격려 법1동행정복지센터 직원 12명 58,000        신용카드  기관

2021-02-09 12:44 비스트로 다디 자원봉사 황성화 및 참여 확대 방안 논의 새마을부녀회 관계자 등 4명 88,000        신용카드  시책

2021-02-09 15:34 스타벅스 구 추진 시책사업 등 현안사업 논의 주간이슈티타임 간담회 주간이슈티타임 참석자 등 16명 80,000        신용카드  기관

2021-02-09 19:29 천년의정원 대덕구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추진 방안 협의 간담회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등 4명 111,000      신용카드  시책

2021-02-09 17:15 배스킨라빈스 구정 홍보에 노고 많은 공보 업무 추진 직원 노고 격려 기획홍보실 관계직원 등 7명 18,400        신용카드  기관

2021-02-10 직원 부의금 2명 100,000      현금  기관

2021-02-15 12:46 별채 대덕e 시작하는 정책박람회 추진계획 논의 기획홍보실장 등 4명 100,000      신용카드  기관

2021-02-15 17:19 59쌀피자 구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원 정비사업 추진 노고 격려 공원녹지과 직원 34명 132,300      신용카드  기관

2021-02-16 12:56 소이다헌 대덕구 행복e 명예동장 추진 방안 논의 중리동장 등 관계자 4명 80,000        신용카드  기관

2021-02-18 12:50 청정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그린뉴딜 추진방안 논의 간담회 녹색전환연구소 관계자 등 4명 80,000        신용카드  시책

2021-02-18 14:01 피자알볼로 겨울철 구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제설작업 등 대민행정 직원 격려 덕암동행정복지센터 직원 14명 98,000        신용카드  기관

2021-02-18 직원 축부의금 4명 200,000      현금  기관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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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11:31 더홈케이터링 도로보수 등 각종 도로 민원처리에 노고 많은 직원 격려 건설과 관계직원 등 10명 200,000      신용카드  기관

2021-02-23 13:34 싱싱유통 현안소통회의 등 각종 회의 준비로 노고 많은 직원 격려 총무과 직원 24명 110,000      신용카드  기관

2021-02-23 15:31 피자알볼로 겨울철 결빙 취약구간 제설작업 현장근무원 노고 격려 건설과 현장근무원 16명 81,000        신용카드  기관

2021-02-23 20:19 삼복가든 늦은시간까지 의전수행으로 노고 많은 수행원 격려 수행원 등 3명 81,000        신용카드  기관

2021-02-24 12:43 청정원 코로나19에 안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 방안 협의 체육회 관계자 등 4명 80,000        신용카드  시책

2021-02-24 15:55 교촌치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덕형 경제모델 구축 추진 직원 노고 격려 경제정책과 직원 19명 87,000        신용카드  기관

2021-02-24 20:50 삼복가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간담회 관련분야 교수 등 4명 120,000      신용카드  시책

2021-02-25 07:23 입장휴게소 외 1개소 이른시간부터 의전수행에 노고 많은 수행직원 격려 대외협력보좌관 등 수행직원 4명 11,800        신용카드  기관

2021-02-25 13:24 강릉장칼국수 외 1개소 탄소중립이행법안 공청회 참석 등 의전수행 직원 격려 오찬 수행원 등 4명 50,800        신용카드  기관

2021-02-25 20:01 대방골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의견 청취 간담회 DMZ 피스트레인 페스티벌 관계자 등 4명 120,000      신용카드  시책

2021-02-26 11:42 더홈케이터링 근무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를 위한 국서무들과의 간담회 국서무 등 10명 200,000      신용카드  기관

2021-02-26 16:09 메이젠 체납액 징수 등 세수확충에 노고 많은 세무과 직원 격려 세무과 직원 44명 94,500        신용카드  기관

2021-02-26 16:22 샵133 대덕형 경제모델 구축을 위한 공개포럼 개최 직원 격려 경제정책과 관계직원 등 12명 31,300        신용카드  기관

2021-02-26 20:43 향남정 기후위기 대응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논의 기후환경과 관계자 등 4명 48,000        신용카드  시책

2021-02-26 직원 축부의금 3명 150,000      현금  기관

2021-02-27 13:02 스타벅스 휴일 출근 의전수행 수행원 노고 격려 수행원 등 3명 32,000        신용카드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