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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집행내역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비목

2021-04-01 12:40 청와백반 각종 행사참석 및 의전수행 수행원 노고 격려 3명 26,000        신용카드  기관

2021-04-01 16:41 성심당케익부띠끄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추진에 노고 많은 교육공동체과 격려 20명 92,000        신용카드  기관

2021-04-01 17:43 더홈케이터링 10대 채무 청소년 지원 방안 논의 관계자 간담회 9명 180,000       신용카드  시책

2021-04-02 13:11 풍천장어 생활체육 진흥방안 논의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간담회 4명 112,000       신용카드  시책

2021-04-02 20:08 안영한우마을 한시 생계지원 사업 추진 복지정책과 등 관계직원 노고 격려 4명 114,750       신용카드  기관

2021-04-04 16:04 스타벅스 휴일 출근 행사참석 및 의전수행 수행원 격려 3명 12,100        신용카드  기관

2021-04-05 12:38 현대옥 코로나19 재확산 대응 비상회의 참석 수행원 노고 격려 3명 26,000        신용카드  기관

2021-04-05 16:09 스타벅스 경제모델 의견수렴 대덕사랑상품권 발행위원회 개최 경제정책과 격려 18명 60,000        신용카드  기관

2021-04-05 19:05 푸짐한활어회 민원인 응대 및 행사일정 조정에 노고 많은 비서실 직원 격려 4명 80,000        신용카드  기관

2021-04-06 15:15 더홈케이터링 2020회계연도 결산 검사 실시 경리팀 노고 격려 13명 290,000       신용카드  기관

2021-04-06 20:14 일마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방안협의를 위한 지역예술인과의 간담회 4명 118,000       신용카드  시책

2021-04-07 11:52 더홈케이터링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안심마을 구축 정보통신팀 격려 12명 210,000       신용카드  기관

2021-04-07 20:21 케이인하우스 지역 축제 육성 방안 논의 전문가 간담회 4명 112,000       신용카드  시책

2021-04-08 11:27 쥬스킹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노고 많은 보건소 직원 격려 85명 330,000       신용카드  기관

2021-04-08 12:33 아침바다횟집 코로나19로 피해입은 골목상권 지원 관련 상인회 간담회 4명 115,000       신용카드  시책

2021-04-08 17:29 배스킨라빈스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에 노고 많은 경제정책과 격려 6명 32,000        신용카드  기관

2021-04-08 20:12 라오왕 대덕형 경제모델 등 주요시책 홍보 언론관계자 간담회 4명 115,000       신용카드  시책

2021-04-09 17:01 달달샌드위치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감시 비상근무 직원 격려 간식 구입 34명 300,000       신용카드  기관

2021-04-09 18:03 더홈케이터링 계족산 연계 독서문화행사 실행방안 청취 관계자 토론회 9명 220,000       신용카드  시책

2021-04-10 14:00 전원가든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 개최 추진 직원 노고 격려 4명 114,000       신용카드  기관

2021-04-10 16:30 계룡스파텔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 공원녹지과 직원 격려 4명 22,600        신용카드  기관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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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0 20:26 삼복가든 노동인권 확산을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실 운영 전문가 간담회 4명 120,000       신용카드  시책

2021-04-10 21:15 온새미로 휴일 늦은시간까지 의전수행 수행원 격려 3명 11,500        신용카드  기관

2021-04-12 19:19 전원가든 각종 행사일정 조정 및 의전수행에 노고 많은 비서실 격려 4명 60,000        신용카드  기관

2021-04-13 직원 축의금 1명 50,000        현금  기관

2021-04-15 11:38 본도시락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대덕클라스 추진 교육단체팀 격려 4명 81,200        신용카드  기관

2021-04-15 20:22 우시장 각종 행사참석 및 의전수행 비서진 노고 격려 4명 117,000       신용카드  기관

2021-04-16 09:30 입장거봉포도휴게소 각종 일정 참석 의전수행에 노고 많은 수행원 격려 3명 10,000        신용카드  기관

2021-04-16 12:30 차이나플레인 구정 주요시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홍보 간담회 4명 120,000       신용카드  시책

2021-04-17 10:35 스타벅스 휴일 이른시간부터 의전수행 노고 수행원 격려 3명 13,500        신용카드  기관

2021-04-17 12:47 삼복가든 백신접종센터 자원봉사 인력 지원방안 협의 4명 120,000       신용카드  시책

2021-04-20 12:58 라오왕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상 준비 운영지원과 관계직원 격려 4명 80,000        신용카드  기관

2021-04-20 19:28 전원가든 구 추진 시책사업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구의원 간담회 4명 107,000       신용카드  시책

2021-04-21 07:10 안성휴게소 외 1개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지방정부추진단 회견 참석 수행직원 격려 4명 59,900        신용카드  기관

2021-04-21 12:08 대방골 2050 탄소중립 기초지방정부 실천과제 홍보 기자간담회 4명 119,600       신용카드  시책

2021-04-21 18:57 삼미손칼국수 민원인 응대 및 행사일정 조정에 노고 많은 비서실 직원 격려 4명 25,500        신용카드  기관

2021-04-22 12:24 청정원 기후변화 대응 협력방안 논의 주한EU 대사와의 간담회 4명 120,000       신용카드  시책

2021-04-22 14:05 달달샌드위치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지원 등 대민업무 노고 비래동 격려 12명 120,000       신용카드  기관

2021-04-22 14:23 스타벅스 신탄진권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공공청사과 직원 격려 11명 70,000        신용카드  기관

2021-04-23 07:07 안성휴게소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 참석 수행원 격려 3명 16,500        신용카드  기관

2021-04-23 13:00 이즈미 자원순환 정책 등 환경문제 대응 정책 홍보 언론간담회 4명 115,500       신용카드  시책

2021-04-23 17:32 한옥카페 순환정책 토론회 참석 등 각종 행사 수행 노고 격려 3명 17,500        신용카드  기관

2021-04-23 20:13 산채향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업무추진 공동체과 관계직원 격려 4명 120,000       신용카드  기관

2021-04-23 직원 부의금 1명 50,000        현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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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08:52 천안삼거리휴게소 등 2021년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공모 인터뷰 참석 수행 노고 격려 4명 31,000        신용카드  기관

2021-04-27 14:05 공군항공안전단 커피숍 2021년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모 준비 직원 노고 격려 3명 15,500        신용카드  기관

2021-04-29 12:23 갈밭식당 각종 행사일정 조정 및 민원응대로 노고 많은 비서실 직원 격려 4명 77,000        신용카드  기관

2021-04-29 16:31 60계치킨 국토부 주관 주거재생 혁신지구 선도사업 선정 노고 도시재생사업단 격려 8명 97,600        신용카드  기관

2021-04-30 직원 축부의금 2명 100,000       현금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