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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집행내역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비목

2021-03-02 12:12 착한낙지 봄철 산불취약지역 화재 방지를 위한 시-구 역할 논의 시청 관계자 등 3명 45,000        신용카드  시책

2021-03-03 20:56 정림일식 대덕구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직원 격려 새로운대덕추진단 관계직원 등 4명 120,000      신용카드  기관

2021-03-04 12:20 청정원 대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노고 많은 직원 격려 도시재생사업단 관계직원 등 3명 60,000        신용카드  기관

2021-03-04 14:01 피자알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덕구 경제모델 추진 직원 노고 격려 경제정책과 직원 18명 94,000        신용카드  기관

2021-03-04 15:48 에그드랍 시 정기감사 수감 준비 감사평가실 직원 노고 격려 감사평가실 직원 10명 93,800        신용카드  기관

2021-03-04 20:28 나주홍어 신탄진권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업무협의 시 관계직원 등 4명 120,000      신용카드  시책

2021-03-05 12:47 이촌농장 여성가족친화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추진 노고 격려 여성가족과 관계자 등 4명 104,000      신용카드  기관

2021-03-08 12:19 냉천골흑염소 대전형 돌봄서비스 모델 커뮤니티케어 사업 추진 협의 시청 직원 등 4명 36,000        신용카드  시책

2021-03-09 12:29 청정원식당 인사정책 협의를 위한 인사위원회 위원과의 간담회 인사위원회 위원 등 4명 100,000      신용카드  시책

2021-03-09 20:42 소문난장어 범죄예방 안전마을 조성을 위한 방범용CCTV 설치 노고 격려 회계정보과 관계직원 등 4명 80,000        신용카드  기관

2021-03-10 12:01 착한낙지 지방재정 신속집행 집행률 제고방안 논의 기획홍보실 직원 등 4명 52,000        신용카드  기관

2021-03-10 21:08 명태밥상 대덕e 시작하는 탄소인지예산제 정책 포럼 개최 노고 격려 에너지과학과 관계직원 등 4명 69,000        신용카드  기관

2021-03-11 21:02 스시야참치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추진상황 점검 간담회 보건소 관계자 등 4명 104,000      신용카드  시책

2021-03-12 12:07 삼미손칼국수 민원인 응대 및 행사일정 조정에 노고 많은 부속실 직원 격려 부속실 직원 등 4명 43,000        신용카드  기관

2021-03-15 12:19 두부명가 각종 행사일정 조정 및 민원인 응대 부속실 직원 격려 부속실 직원 등 4명 34,000        신용카드  기관

2021-03-16 13:11 녹원간장게장 대전광역시 구청장협의회 간담회 준비 및 수행 노고 격려 교육공동체과 관계직원 등 4명 99,000        신용카드  기관

2021-03-17 20:53 부뚜막두부마을 자치구 청소조합 설립 관련 협의 간담회 시청 관계자 등 4명 92,000        신용카드  시책

2021-03-18 11:59 장가네대구왕뽈떼기 불법주정차 단속 등 교통 민원 업무에 노고 많은 직원 격려 교통과 관계직원 등 4명 88,000        신용카드  기관

2021-03-19 13:06 전원가든 구정 주요정책 정책실명제 운영 노고 격려 기획홍보실 관계직원 등 4명 74,000        신용카드  기관

2021-03-19 16:19 교촌치킨 2020회계연도 재무 및 예산결산 추진 노고 격려 회계정보과 직원 24명 118,000      신용카드  기관

2021-03-19 직원 부의금 3명 150,000      현금  기관

2021-03-22 12:10 빛고을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시-구 협력방안 논의 시 관계직원 등 4명 76,000        신용카드  시책

2021-03-24 12:24 오색추어 민원인 응대 및 행사일정 조정에 노고 많은 부속실 직원 격려 부속실 직원 등 4명 42,000        신용카드  기관

2021-03-25 12:16 하늘물고기 우회도로 건설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시-구 협력 논의 시청 관계직원 등 4명 81,000        신용카드  시책

2021-03-26 11:51 이가촌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지원 회덕동 직원 노고 격려 회덕동행정복지센터 관계직원 등 4명 48,000        신용카드  기관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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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12:10 향미각 각종 일정 수행으로 노고 많은 운전원 격려 운전원 등 2명 32,000        신용카드  기관

2021-03-29 18:57 송탄부대찌개 제25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대응에 노고 많은 간부공무원 격려 국장급 공무원 등 4명 45,500        신용카드  기관

2021-03-29 직원 축부의금 3명 150,000      현금  기관

2021-03-30 12:36 놀부네설렁탕 구 주요사업 추진 만전 당부를 위한 간부공무원 오찬 국장급 공무원 등 4명 41,000        신용카드  기관

2021-03-31 12:06 생태와갈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관련 시 관계자 간담회 시청 관계자 등 3명 30,000        신용카드  시책

2021-03-31 19:36 짬뽕예술관 조직개편 준비사항 점검을 위한 간부공무원 만찬 간담회 국장급 공무원 등 4명 93,000        신용카드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