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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11:40 더홈케이터링 주요정책 상생네트워크 구축 대덕구 혁신로드 추진 관광정책팀 격려 10명 200,000       신용카드  기관

2021-05-03 19:55 라오왕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등 주요시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4명 115,000       신용카드  시책

2021-05-04 12:33 다마서육개장 각종 행사 참석 및 의전수행 수행원 노고 격려 3명 37,800        신용카드  기관

2021-05-04 20:58 우시장 늦은시간까지 의전수행에 노고 많은 수행원 격려 3명 50,000        신용카드  기관

2021-05-06 13:05 피자헛 불법건축물 및 광고물 단속 등 현안업무 추진 주택정책과 노고 격려 24명 102,930       신용카드  기관

2021-05-06 16:33 59쌀피자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노고 공원녹지과 격려 30명 142,400       신용카드  기관

2021-05-06 21:01 맛청 지역경제 모델 구축 등 구 현안사업 협조를 위한 시의원과의 간담회 4명 120,000       신용카드  시책

2021-05-07 12:31 맛청 구정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의전수행 수행원 격려 3명 18,000        신용카드  기관

2021-05-07 20:31 고기굽는놈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협조를 위한 복지관 관계자 간담회 4명 117,000       신용카드  시책

2021-05-08 13:36 삼복가든 구민건강 증진 생활체육 활성화 관련 체육회 관계자와의 간담회 4명 120,000       신용카드  시책

2021-05-08 15:06 스타벅스 휴일 출근 행사참석 및 수행 노고 수행원 격려 3명 14,800        신용카드  기관

2021-05-10 12:12 제일추어탕 각종 행사일정 조정 및 내방객 응대 비서실 노고 격려 4명 28,000        신용카드  기관

2021-05-10 15:12 입장거봉포도휴게소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실행계획 논의 간담회 참석 수행직원 격려 3명 12,000        신용카드  기관

2021-05-10 직원 축부의금 3명 150,000       현금  기관

2021-05-11 12:39 삼복가든 어린이 용돈 수당 조례 제정 공청회 추진 일자리경제과 관계직원 격려 4명 30,000        신용카드  기관

2021-05-11 15:25 김밥도둑 각종 행사참석 및 의전수행에 노고 많은 수행원 격려 3명 9,000          신용카드  기관

2021-05-12 20:31 우시장 장기 재직 퇴직 예정 공무원 격려 4명 118,000       신용카드  기관

2021-05-13 11:22 스타벅스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지원에 노고 많은 덕암동 직원 격려 14명 70,000        신용카드  기관

2021-05-13 20:16 목련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노고가 많은 기후환경과 관계직원 격려 4명 99,000        신용카드  기관

2021-05-14 20:59 삼복가든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조례 제정 홍보 언론관계자 간담회 4명 120,000       신용카드  시책

2021-05-15 12:45 육교순대 휴일 출근 현안업무 추진 직원 노고 격려 4명 28,000        신용카드  기관

2021-05-15 19:55 일마고 공정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청호 활용 자치구 협업 방안 논의 4명 119,500       신용카드  시책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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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11:43 더홈케이터링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추진 아동친화팀 노고 격려 10명 200,000       신용카드  기관

2021-05-17 19:48 일마고 각종 행사일정 조정 및 내방객 응대 비서실 노고 격려 4명 90,000        신용카드  기관

2021-05-17 직원 축의금 1명 50,000        현금  기관

2021-05-18 12:38 이크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업무 추진 자치분권과 관계직원 격려 4명 92,500        신용카드  기관

2021-05-18 16:52 김밥도둑 대전광역시 구청장협의회 등 행사참석 의전수행 수행원 격려 3명 9,000          신용카드  기관

2021-05-20 08:19 후니드 화학연구원카페 연구개발특구 활성화 방안 간담회 참석 의전수행 노고 격려 3명 12,100        신용카드  기관

2021-05-20 12:34 청정원 오정동 도시재생사업과 캠퍼스 혁신사업 연계 논의를 위한 대학관계자 간담회 3명 60,000        신용카드  시책

2021-05-21 12:37 전원가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협의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 간담회 4명 87,000        신용카드  시책

2021-05-21 14:55 피자알볼로 공동주택사업 승인 및 지원 업무에 노고 많은 주택정책과 격려 24명 125,000       신용카드  기관

2021-05-21 19:54 만촌 산촌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 협의 간담회 4명 120,000       신용카드  시책

2021-05-21 직원 축부의금 2명 100,000       현금  기관

2021-05-22 12:55 명랑식당 휴일 행사참석 및 의전수행 수행직원 노고 격려 4명 27,000        신용카드  기관

2021-05-22 19:07 늘편한식당 휴일 출근 현안업무 추진 직원 노고 격려 4명 25,000        신용카드  기관

2021-05-24 12:58 제천황기명태 지역일자리 창출 모색을 위한 기업인과의 간담회 4명 72,000        신용카드  시책

2021-05-24 17:19 롤링핀 외 P4G 탄소중립 특별세션 참석 등 의전수행 노고 격려 4명 65,010        신용카드  기관

2021-05-24 18:43 수유리우동 P4G 정상회의 탄소중립 특별세션 발표 준비 직원 노고 격려 4명 38,000        신용카드  기관

2021-05-25 12:51 별채 포스트코로나 시대 행정혁신 방안 협의 대학교수 간담회 4명 100,000       신용카드  시책

2021-05-25 17:03 달토끼의떡볶이흡입구역 행사일정 조정 및 의전수행 비서실 노고 격려 4명 46,000        신용카드  기관

2021-05-26 12:51 맛청 구 주요 현안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 간담회 4명 100,000       신용카드  시책

2021-05-26 19:18 삼복가든 탄소인지예산제 도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4명 120,000       신용카드  시책

2021-05-27 11:17 입장휴게소 외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토론회 수행 직원 격려 4명 90,500        신용카드  기관

2021-05-27 21:07 대보명가 평화통일 방안 모색 통일부장관-자치단체장 간담회 참석 직원 노고 격려 4명 101,000       신용카드  기관

2021-05-28 12:47 전원가든 구정 주요 시책사업 공유 및 업무협의 단체장협의회 오찬 간담회 4명 29,000        신용카드  시책

2021-05-28 19:16 청정원 노후산단 발전방안 모색 국회 및 중앙부처 관계자 간담회 4명 120,000       신용카드  시책

2021-05-29 18:50 일마고 휴일 출근 현안업무 추진 직원 노고 격려 4명 102,000       신용카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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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19:58 라오왕 지자체 간 주민체감 모범정책 공유를 위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간담회 4명 115,000       신용카드  시책

2021-05-31 직원 축부의금 4명 200,000       현금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