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4/4분기 장성군의회 업무추진비(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사용내역

(단위: 원)

사용자 사용일시 장 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 금 액 결재방법 비고

의장 2021.10.01. 12:25 금돼지족발 의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직원 격려 식대 6 132,000 카드

의장 2021.10.01. 12:30 이디야커피 장성점 의장 지역현안 의견청취 음료 대금 4 25,200 카드

의장 2021.10.05. 13:15 석송정 의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간담회 식대 4 120,000 카드

의장 2021.10.06. 15:48 비에이치시 장성점 의장 민원사항 의견청취 간담회 식대 4 95,000 카드

의장 2021.10.07. 12:22 커피타임 의장 현안사항 의견수렴 음료 대금 4 35,000 카드

의장 2021.10.07. 20:49 홍길동포차 의장 현안사항 의견청취 간담회 식대 4 90,000 카드

의장 2021.10.08. 16:05 그린카페 의장 민원현황 의견수렴 음료 대금 4 25,500 카드

의장 2021.10.08. 19:01 서울숯불갈비 의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간담회 식대 4 95,000 카드

의장 2021.10.12. 17:11 아모르 의장 지역현안 의견청취 음료 대금 4 30,000 카드

의장 2021.10.12. 18:43 석송정 의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간담회 식대 4 120,000 카드

의장 2021.10.13. 10:30 아모르 의장 현안사항 의견수렴 음료 대금 3 18,000 카드

의장 2021.10.14. 12:05 커피타임 의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직원 격려 음료 구입 7 46,000 카드

의장 2021.10.14. 16:12 그린카페 의장 지역민원 현황청취 음료 대금 4 24,500 카드

의장 2021.10.15. 18:55 커피타임 의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음료 대금 4 30,000 카드

의장 2021.10.18. 11:38 농업회사법인삼손푸드 의장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황토소금) 2 100,000 카드

의장 2021.10.18. 18:24 젠시오 의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관계자 면담 식대 3 38,000 카드

의장 2021.10.19. 18:32 양송식당 의장 현안사항 의견수렴 간담회 식대 3 40,000 카드

의장 2021.10.19. 18:53 커피타임 의장 민원사항 의견청취 음료 대금 4 30,000 카드

의장 2021.10.20. 제일화원 전국체전 메달 획득 유공자 축하 화분 구입 1 50,000 카드

의장 2021.10.20. 16:40 비에이치시 장성점 의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직원 격려 4 93,000 카드

의장 2021.10.22. 더플라워넝쿨 제76주년 경찰의 날 기념 유관기관 축하화분 구입 100,000 카드

의장 2021.10.22. 15:35 그린카페 의장 민원현황 의견수렴 음료 대금 4 24,500 카드

의장 2021.10.22. 18:08 커피타임 의장 지역현안 의견청취 음료 대금 4 28,000 카드

의장 2021.10.25. 15:54 그린카페 의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관계자 면담 음료 대금 4 25,000 카드

의장 2021.10.25. 19:13 서울숯불갈비 의장 민원현황 의견수렴 간담회 식대 4 81,000 카드

의장 2021.10.26. 13:03 서울숯불갈비 의정활동 수행직원 격려 식대 3 45,000 카드

의장 2021.10.26. 13:15 그린카페 의정활동 수행직원 격려 음료 구입 4 37,000 카드

의장 2021.10.26. 19:26 석송정 의장 의정활동 업무추진 간담회 식대 4 96,000 카드

의장 2021.10.27. 18:22 커피타임 의장 민원사항 의견수렴 면담 음료 대금 4 32,000 카드



사용자 사용일시 장 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 금 액 결재방법 비고

의장 2021.10.27. 19:09 금돼지족발 의장 의정활동 업무추진 간담회 식대 5 141,000 카드

의장 2021.10.28. 12:19 금돼지족발 의장 전문위원실 직원 격려 식대 4 48,000 카드

의장 2021.10.28. 15:39 그린카페 의장 지역현안 의견청취 음료 대금 4 27,000 카드

의장 2021.10.28. 17:58 석송정 의장 벼수매 관계자 간담회 식대 6 160,000 카드

의장 2021.10.29. 12:22 금돼지족발 의장 의정자료 수집 간담회 식대 4 115,000 카드

의장 2021.10.29. 12:27 이디야커피 장성점 의장 의정자료 수집 관계자 면담 음료 대금 5 41,700 카드

의장 2021.10.29. 16:54 아모르 의장 지역민원 의견수렴 음료 대금 4 30,000 카드

의장 2021.11.01. 13:28 커피타임 의장 지역현안 의견수렴 음료 대금 3 21,500 카드

의장 2021.11.02. 10:51 그린카페 의장 현안사항 의견청취 간담회 음료 대금 5 47,000 카드

의장 2021.11.02. 12:24 매일축산한우촌 의장 의정자료 수집 직원 격려 식대 7 208,000 카드

의장 2021.11.02. 18:12 커피타임 의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관계자 면담 음료 대금 3 24,000 카드

의장 2021.11.03. 13:35 커피타임 의장 축령산 사업관련 현장방문 등 준비직원 격려 음료 대금 12 94,500 카드

의장 2021.11.04. 12:07 서울숯불갈비 의장 민원청취 등 의정활동 업무추진 식대 4 69,000 카드

의장 2021.11.04. 12:15 그린카페 의장 주요현안사항 논의 음료 대금 4 38,000 카드

의장 2021.11.05. 12:09 약산흑염소 의장 수행직원 격려 식대 3 60,000 카드

의장 2021.11.05. 19:28 서울숯불갈비 의장 지역현안 의견수렴 간담회 식대 4 95,000 카드

의장 2021.11.09. 11:46 커피타임 의장 주요 현안사항 의견수렴 음료 대금 5 42,000 카드

의장 2021.11.09. 12:24 석송정 의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간담회 식대 5 130,000 카드

의장 2021.11.09. 16:57 아모르 의장 지역현안 의견수렴 음료 대금 4 25,000 카드

의장 2021.11.10. 13:54 오리엔탈 의장 수행직원 격려 음료 구입 2 14,000 카드

의장 2021.11.10. 14:46 해림농수산 의장 소속직원 격려 지역특산품 구입 13 650,000 카드

의장 2021.11.12. 14:47 커피타임 의장 민원청취 등 의정활동 업무추진 음료 대금 4 30,000 카드

의장 2021.11.12. 18:11 금돼지족발 의장 지역현안 의견청취 관계자 면담 식대 3 47,000 카드

의장 2021.11.15. 12:44 커피타임 의장 현안사항 의견수렴 간담회 음료 대금 5 68,000 카드

의장 2021.11.16. 18:33 석송정 의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간담회 식대 5 130,000 카드

의장 2021.11.17. 12:30 서울숯불갈비 의장 정례회 준비 직원 격려 식대 10 209,000 카드

의장 2021.11.17. 13:01 커피타임 의장 주요현안 의견수렴 음료 대금 5 62,500 카드

의장 2021.11.17. 15:31 와이도넛&카페 의장 지역민원 의견청취 면담 음료 대금 2 7,000 카드

의장 2021.11.18. 12:40 커피타임 의장 의정자료 수집 직원 격려 음료 구입 10 83,000 카드

의장 2021.11.19. 12:55 데일리에스프레소 의장 지역현안 의견청취 면담 음료 대금 2 14,500 카드

의장 2021.11.19. 19:08 석송정 의장 지역현안 의견수렴 간담회 식대 5 144,000 카드

의장 2021.11.22. 09:29 커피타임 의장 지역 민원사항 의견청취 면담 음료 대금 4 22,000 카드



사용자 사용일시 장 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 금 액 결재방법 비고

의장 2021.11.22. 16:41 아모르 의장 지역 현안 의견청취 면담 음료 대금 4 25,000 카드

의장 2021.11.22. 18:54 석송정 의장 의정 현안 의견수렴 간담회 식대 5 122,000 카드

의장 2021.11.24. 12:33 석송정 의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간담회 식대 5 134,000 카드

의장 2021.11.25. 19:07 석송정 의장 지역 현안사항 의견수렴 간담회 식대 4 80,000 카드

의장 2021.11.29. 12:00 커피타임 의장 지역민원 의견청취 면담 음료 대금 4 30,000 카드

의장 2021.11.29. 15:24 그린카페 의장 현안사항 주민의견 수렴 음료 대금 4 27,000 카드

의장 2021.11.29. 18:36 젠시오 의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간담회 식대 4 92,000 카드

의장 2021.12.01. 11:10 커피타임 의장 지역 현안사항 의견수렴 간담회 음료 대금 6 55,000 카드

의장 2021.12.02. 12:50 커피타임 의장 정례회 운영지원 소속직원 격려 음료 구입 10 81,000 카드

의장 2021.12.02. 18:01 석송정 의장 의정자료 수집 간담회 식대 5 150,000 카드

의장 2021.12.03. 12:36 그집 의장 행정사무감사 준비 직원 격려 식대 8 206,000 카드

의장 2021.12.03. 13:02 스톤하우스 의장 지역 현안사항 의견청취 면담 음료 대금 5 47,000 카드

의장 2021.12.03. 15:04 커피타임 의장 현안사항 주민 의견청취 음료 대금 4 30,000 카드

의장 2021.12.06. 18:24 금돼지족발 의장 지역민원 주민 의견수렴 간담회 식대 4 64,000 카드

의장 2021.12.07. 15:40 비에이치시 의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관계자 면담 식대 4 63,000 카드

의장 2021.12.07. 15:45 피플 의장 지역 현안 의견청취 면담 음료 대금 4 30,000 카드

의장 2021.12.07. 18:11 석송정 의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간담회 식대 4 90,000 카드

의장 2021.12.08. 15:21 그린카페 의장 지역 현안사항 의견청취 음료 대금 4 33,000 카드

의장 2021.12.08. 18:47 석송정 의장 민원청취 등 의정자료 수집 간담회 식대 4 120,000 카드

의장 2021.12.09. 16:58 아모르 의장 의정활동 업무 추진 음료 대금 4 25,000 카드

의장 2021.12.10. 11:43 커피타임 의장 현안사업 의견수렴 음료 대금 4 29,000 카드

의장 2021.12.10. 13:07 카페마실 의장 수행직원 격려 음료 대금 3 10,500 카드

의장 2021.12.10. 18:04 석송정 의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관계자 면담 식대 3 80,000 카드

의장 2021.12.13. 13:13 커피타임 의장 지역 현안 의견청취 면담 음료 대금 4 29,000 카드

의장 2021.12.14. 15:23 그린카페 의장 지역 현안사업 의견수렴 면담 음료 대금 5 40,000 카드

의장 2021.12.14. 17:41 석송정 의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간담회 식대 5 120,000 카드

의장 2021.12.16. 13:01 커피타임 의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직원 격려 음료 구입 8 69,000 카드

의장 2021.12.16. 18:03 석송정 의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간담회 식대 4 90,000 카드

의장 2021.12.17. 12:43 커피타임 의장 지역 현안 의견청취 면담 음료 대금 5 43,000 카드

의장 2021.12.17. 15:30 비에이치시 의장 민원청취 등 의정활동 업무추진 식대 4 94,000 카드

의장 2021.12.17. 15:50 명량핫도그 장성점 코로나19 대응 현장근무자(보건소) 노고 격려 230,000 카드

의장 2021.12. 20. 송봉관 농가 의장 연말 소속직원 격려 지역특산품 구입 13 650,000 계좌



사용자 사용일시 장 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 금 액 결재방법 비고

의장 2021.12.21. 15:19 그린카페 의장 지역현안 의견수렴 면담 음료 대금 3 21,000 카드

의장 2021.12.21. 18:06 석송정 의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간담회 식대 4 110,000 카드

의장 2021.12.22. 16:45 와이도넛&카페 의장 지역민원 현황청취 음료 대금 4 33,500 카드

의장 2021.12.22. 18:44 석송정 의장 의정활동 업무추진 식대 4 70,000 카드

의장 2021.12.23. 13:31 (주)제이애드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 135,000 카드

의장 2021.12.23. 16:41 와이도넛&카페 의장 지역현안 의견청취 면담 음료 대금 3 15,000 카드

의장 2021.12.23. 18:19 커피타임 의장 의정활동 업무추진 간담회 음료 대금 4 35,000 카드

의장 2021.12.24. 12:43 그집 의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간담회 식대 4 114,000 카드

의장 2021.12.24. 13:01 스톤하우스 의장 지역 현안 의견청취 면담 음료 대금 4 31,500 카드

의장 2021.12.24. 18:25 석송정 의장 지역 민원사항 의견청취 면담 음료 대금 2 24,000 카드

의장 2021.12.27. 18:31 한국음식점 의장 지역현안 의견수렴 면담 식대 2 22,000 카드

의장 2021.12.28. 12:31 서울숯불갈비 의장 연말 소속직원 격려 식대 4 115,000 카드

의장 2021.12.28. 17:44 커피타임 의장 지역 현안 의견수렴 관계자 면담 음료 구입 4 69,000 카드

의장 2021.12.28. 18:47 석송정 의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간담회 식대 4 90,000 카드

의장 2021.12.30. 15:15 그린카페 의장 지역현안 의견수렴 관계자 면담 음료 대금 4 28,000 카드

의장 2021.12.30. 16:27 커피타임 의장 지역 민원사항 의견청취 면담 음료 대금 4 30,000 카드

의장 2021.12.30. 18:17 석송정 의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간담회 식대 4 110,000 카드

부의장 2021.10.06. 12:43 소고집 부의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간담회 식대    3 44,000 카드

부의장 2021.10.08. 17:43 한국의집 부의장 현안사항 의견수렴 간담회 식대    4 120,000 카드

부의장 2021.10.12. 12:37 커피타임 부의장 의정자료 수집 직원 격려 음료 구입    4 34,500 카드

부의장 2021.10.14. 20:53 동화회관 부의장 지역현안 의견수렴 간담회 식대    4 120,000 카드

부의장 2021.10.20. 13:15 만금과수원집 부의장 의정활동 업무추진 간담회 식대    5 130,000 카드

부의장 2021.10.22. 12:54 보통날 부의장 민원사항 주민의견 수렴 음료대금    5 42,000 카드

부의장 2021.10.25. 12:47 느티나무이야기 부의장 임시회 준비 직원 격려 음료 구입    5 30,500 카드

부의장 2021.10.27. 20:22 고기대장 부의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간담회 식대    5 150,000 카드

부의장 2021.11.01. 12:42 오피먼트 부의장 소속직원 격려 음료 대금    4 27,000 카드

부의장 2021.11.01. 18:05 동화회관 부의장 지역민원 의견수렴 간담회 식대    4 103,000 카드

부의장 2021.11.03. 13:02 마음한끼 부의장 축령산 사업현장 방문 수행직원 격려 식대    4 108,000 카드

부의장 2021.11.05. 17:09 옥천뚝배기 부의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간담회 식대    5 150,000 카드

부의장 2021.11.16. 12:30 투컨셉 부의장 임시회 준비 직원 격려 음료 구입   10 71,000 카드

부의장 2021.11.17. 12:58 시골생활 부의장 의정자료 수집 간담회 식대    5 140,000 카드

부의장 2021.11.18. 14:05 동화회관 부의장 지역현안 의견수렴 간담회 식대    5 150,000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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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2021.11.23. 12:34 강서방생선구이 부의장 현장업무보고 수행직원 격려 식대    4 96,000 카드

부의장 2021.11.23. 13:02 커피타임 부의장 의정자료 수집 직원 격려 음료 구입   10 85,000 카드

부의장 2021.11.25. 18:38 역전식육식당 부의장 행정사무감사 준비 직원 격려 식대   10 257,000 카드

부의장 2021.12.03. 19:24 진남맴생이탕 부의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간담회 식대    5 130,000 카드

부의장 2021.12.06. 19:38 남도일번지 부의장 지역현안 의견수렴 간담회 식대    4 120,000 카드

부의장 2021.12.07. 12:31 커피타임 부의장 현안사항 의견수렴 간담회 음료 대금    8 71,000 카드

부의장 2021.12.14. 12:50 왕해물요리 부의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간담회 식대    7 189,000 카드

부의장 2021.12.16. 17:21 하나로식당 부의장 지역현안 의견수렴 간담회 식대    3 75,000 카드

부의장 2021.12.17. 14:48 썬카페 부의장 현안사항 의견청취 간담회 음료 대금    4 44,500 카드

부의장 2021.12.17. 19:13 남도일번지 부의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간담회 식대    4 110,000 카드

부의장 2021.12.21. 12:41 라플레르 부의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간담회 음료 대금    4 24,000 카드

부의장 2021.12.21. 17:22 장어나라 부의장 현안사항 의견수렴 간담회 식대    4 110,000 카드

부의장 2021.12.22. 12:49 대성식육회관 부의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관계자 면담 식대    2 51,000 카드

부의장 2021.12.23. 12:31 대성식육회관 부의장 현안사업 의견수렴 간담회 식대    3 60,000 카드

부의장 2021.12.23. 12:38 데일리에스프레소 부의장 지역민원 의견청취 면담 음료 대금    2 10,000 카드

부의장 2021.12.23. 19:28 고기대장 부의장 지역현안 의견수렴 간담회 식대    4 97,500 카드

부의장 2021.12.23. 19:39 카페달빙고 부의장 지역민원 현황청취 간담회 음료 대금    4 50,000 카드

부의장 2021.12.24. 12:41 청자연 부의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관계자 면담 식대    3 69,000 카드

부의장 2021.12.27. 19:15 썬카페 부의장 지역현안 의견수렴 면담 음료 대금    4 42,000 카드

부의장 2021.12.29. 13:22 동화회관 부의장 지역현안 의견청취 간담회 식대    4 120,000 카드

부의장 2021.12.29. 18:24 언덕위의집 부의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간담회 식대    4 120,000 카드

부의장 2021.12.29. 18:34 그라제커피 부의장 지역현안 의견수렴 간담회 음료 대금    4 38,500 카드

부의장 2021.12.30. 12:01 언덕위의집 부의장 현안사항 의견수렴 간담회 식대    4 120,000 카드

부의장 2021.12.30. 18:00 소고집 부의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간담회 식대    4 120,000 카드

운영위원장 2021.10.06. 12:46 커피타임 운영위원장 의정자료 수집 음료 대금 4 27,000 카드

운영위원장 2021.10.07. 12:35 레이디벅스 운영위원장 의정현안 의견수렴 간담회 식대 4 63,000 카드

운영위원장 2021.10.07. 17:27 홍길동포차 운영위원장 민원현황 의견청취 간담회 식대 4 120,000 카드

운영위원장 2021.10.08. 18:14 홍길동포차 운영위원장 현안사항 의견수렴 간담회 식대 4 80,000 카드

운영위원장 2021.10.26. 13:29 국일반점 운영위원장 민원청취 면담 식대 2 7,000 카드

운영위원장 2021.10.27. 12:43 옐로우박스 운영위원장 지역현안 의견수렴 음료 대금 3 16,700 카드

운영위원장 2021.10.29. 11:24 카페쉼 운영위원장 의정자료 수집 면담 음료 대금 2 7,000 카드

운영위원장 2021.10.29. 16:17 지인커피 운영위원장 현안사업 의견수렴 음료 대금 2 8,500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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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장 2021.11.01. 12:46 커피타임 운영위원장 의정자료 수집직원 격려 음료 대금 7 53,000 카드

운영위원장 2021.11.02. 13:29 용강식당 운영위원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간담회 식대 3 81,000 카드

운영위원장 2021.11.02. 13:36 오피먼트 운영위원장 지역현안 의견청취 음료 대금 3 16,000 카드

운영위원장 2021.11.04. 12:15 모드니 나주곰탕 운영위원장 지역민원 의견수렴 간담회 식대 3 58,000 카드

운영위원장 2021.11.04. 12:50 다모아 운영위원장 지역민원 의견수렴 음료 대금 3 9,000 카드

운영위원장 2021.11.08. 12:18 모드니 나주곰탕 운영위원장 현안사항 의견청취 면담 식대 2 18,000 카드

운영위원장 2021.11.08. 12:55 다모아 운영위원장 현안사항 의견청취 음료 대금 2 4,000 카드

운영위원장 2021.11.15. 12:44 산책길 운영위원장 지역현안 의견청취 음료 대금 2 9,000 카드

운영위원장 2021.11.15. 17:09 언덕위의집 운영위원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간담회 식대 6 160,000 카드

운영위원장 2021.11.16. 14:15 소풍 운영위원장 지역현안 의견수렴 면담 음료 대금 4 27,000 카드

운영위원장 2021.11.16. 17:43 왕코다리 운영위원장 의정자료 수집 간담회 식대 5 150,000 카드

운영위원장 2021.11.17. 12:33 콩까러가세 운영위원장 지역민원 의견수렴 면담 식대 2 14,000 카드

운영위원장 2021.11.18. 14:02 우리여기 운영위원장 현안사항 의견청취 음료 대금 2 13,000 카드

운영위원장 2021.11.22. 17:55 언덕위의집 운영위원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간담회 식대 5 150,000 카드

운영위원장 2021.11.24. 12:22 온다 운영위원장 의정자료 수집 소속직원 격려 식대 8 158,400 카드

운영위원장 2021.11.24. 16:28 카페쉼 운영위원장 지역 민원 의견청취 면담 음료 대금 2 6,000 카드

운영위원장 2021.11.25. 18:28 언덕위의집 운영위원장 의정 자료수집 간담회 식대 6 154,000 카드

운영위원장 2021.11.26. 12:32 성산가든 운영위원장 민원현황 의견청취 면담 식대 2 32,000 카드

운영위원장 2021.11.26. 12:43 다향만리 운영위원장 주민 의견청취 음료 대금 2 6,500 카드

운영위원장 2021.12.01. 12:41 다모아 운영위원장 현안사업 의견청취 음료 대금 3 20,000 카드

운영위원장 2021.12.06. 13:55 우리여기 운영위원장 지역 민원 의견청취 면담 음료 대금 2 9,000 카드

운영위원장 2021.12.08. 12:47 모드니 나주곰탕 운영위원장 의정활동 업무추진 간담회 식대 4 73,000 카드

운영위원장 2021.12.08. 13:15 다모아 운영위원장 현안사업 의견청취 면담 음료 대금 2 8,000 카드

운영위원장 2021.12.10. 16:47 카페쉼 운영위원장 지역 민원 의견청취 면담 음료 대금 2 6,000 카드

운영위원장 2021.12.15. 17:18 남도횟집 운영위원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간담회 식대 5 150,000 카드

운영위원장 2021.12.22. 12:58 매일정육식당 운영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 격려 식대 4 118,000 카드

운영위원장 2021.12.22. 13:21 다모아 운영위원장 지역현안 의견청취 음료 대금 2 8,000 카드

운영위원장 2021.12.24. 13:41 태성양만 운영위원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간담회 식대 4 111,900 카드

운영위원장 2021.12.27. 12:18 앤하우스 운영위원장 지역현안 의견청취 음료 대금 3 14,500 카드

운영위원장 2021.12.29. 13:32 장성KAFE52 운영위원장 지역민원 현황청취 면담 음료 대금 2 11,600 카드

운영위원장 2021.12.30. 18:32 뚱뚱이 할머니 운영위원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간담회 식대 4 115,0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0.05. 12:56 신수양가든 행정자치위원장 지역현안 의견수렴 간담회 식대    4 112,000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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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장 2021.10.07. 12:06 민들레식당 행정자치위원장 민원사항 의견청취 면담 식대    2 16,0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0.12. 13:00 국일반점 행정자치위원장 현안사항 의견수렴 간담회 식대    3 36,0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0.12. 13:05 우리여기 행정자치위원장 민원사항 의견청취 음료대금    2 10,5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0.14. 09:49 그린카페 행정자치위원장 의정자료 수집 직원 격려 음료 구입    3 12,0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0.14. 13:08 리버사이드 행정자치위원장 의정자료 수집 직원 격려 식대    3 35,0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0.15. 18:01 젠시오 장성호점 행정자치위원장 지역현안 의견수렴 간담회 식대    4 67,0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0.19. 13:04 돌담길 행정자치위원장 의정자료 수집 음료 대금    4 28,5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0.20. 12:35 함지박 행정자치위원장 지역현안 의견수렴 면담 식대    3 28,0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0.20. 14:40 카페톡 행정자치위원장 민원사항 의견청취 음료대금    2  7,5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0.21. 12:41 투컨셉 행정자치위원장 임시회 준비 소속직원 격려 음료 대금    5 40,0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0.22. 12:29 커피타임 행정자치위원장 의정자료 수집직원 격려 음료 구입   10 78,5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0.26. 15:52 썬카페 행정자치위원장 지역민원 의견수렴 음료 대금    2  6,5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0.27. 11:46 서울숯불갈비 행정자치위원장 민원사항 의견청취 면담 식대    2 14,0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0.27. 15:58 카페톡 행정자치위원장 의정자료 수집 음료 대금    2 12,0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0.28. 13:17 진원커피 행정자치위원장 지역현안 의견수렴 음료대금    3 18,5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0.29. 15:06 그린카페 행정자치위원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음료 대금    2  6,0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1.02. 14:12 퍼스트 행정자치위원장 지역민원 의견청취 면담 음료 대금    2  7,0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1.05. 13:02 한국의집 행정자치위원장 의정자료 수집 간담회 식대    5 147,0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1.08. 11:48 화수분 행정자치위원장 현안사항 의견수렴 간담회 식대    3 59,0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1.08. 15:26 카페톡 행정자치위원장 지역민원 의견청취 면담 음료 대금    2  8,0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1.09. 19:07 남면회관 행정자치취원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간담회 식대    4 99,0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1.15. 17:36 카페사랑해 행정자치위원장 지역현안 의견청취 음료 대금    2  7,0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1.17. 13:50 카페오늘 행정자치위원장 현안사항 의견수렴 음료대금    2 10,0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1.17. 18:45 영화식당 행정자치위원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간담회 식대    4 71,0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1.19. 12:54 지인커피 행정자치위원장 지역현안 의견수렴 음료대금    2 12,5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1.22. 11:12 카페톡 행정자치위원장 민원청취 면담 음료 대금    3 18,0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1.22. 13:04 다온정 행정자치위원장 의정자료 수집 간담회 식대    4 113,0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1.30. 13:18 커피타임 행정자치위원장 지역 현안사항 의견수렴 음료 대금    4 20,0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2.07. 12:23 유진가든 행정자치위원장 의정자료 수집 간담회 식대    5 124,0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2.07. 12:55 아모르 행정자치위원장 민원사항 의견청취 음료대금    2 14,0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2.10. 12:49 지인커피 행정자치위원장 의정활동 업무추진 음료 대금    4 23,0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2.13. 12:35 앤하우스 행정자치위원장 현안사업 의견수렴 간담회 음료 대금    5 36,500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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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장 2021.12.15. 12:45 투컨셉 행정자치위원장 의정자료 수집 면담 음료 대금    5 39,5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2.16. 12:25 다모아보쌈웰빙수제비 행정자치위원장 언론관계자와 간담회 식대    4 83,0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2.20. 12:51 한국의집 행정자치위원장 노인정책관련 간담회 식대    4 100,0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2.21. 12:43 다향만리 행정자치위원장 지역민원 의견청취 면담 음료 대금    2  9,0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2.21. 18:31 진남맴생이탕 행정자치위원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식대 지급    4 104,0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2.22. 12:22 앤하우스 행정자치위원장 의정자료 수집 직원 노고 격려    4 28,0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2.23. 12:38 지인커피 행정자치위원장 민원청취 면담 음료 대금    3 14,5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2.24. 12:41 이디야커피 장성점 행정자치위원장 지역현안 의견수렴 면담 음료 대금    3 13,0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2.27. 12:57 매일정육식당 행정자치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 격려 식대    4 120,0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2.27. 12:49 투컨셉 행정자치위원장 지역민원 의견청취 면담 음료 대금    3 17,0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2.28. 12:49 한국의집 행정자치위원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간담회 식대    4 100,0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2.28. 12:50 돌담길 행정자치위원장 지역현안 의견청취 음료 대금    3 18,0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2.29. 12:40 남도일번지 행정자치위원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면담 음료 대금    2 23,0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2.29. 13:45 헤이븐 행정자치위원장 지역민원 의견청취 면담 음료 대금    2  9,0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2.29. 15:18 카페톡 행정자치위원장 지역현안 의견수렴 면담 음료 대금    2 10,000 카드

행정자치위원장 2021.12.30. 12:21 강마루돈가스 행정자치위원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간담회 식대    4 101,000 카드

산업건설위원장 2021.10.06. 10:21 지인커피 산업건설위원장 민원청취 관계자 면담 음료대금     2   5,000 카드

산업건설위원장 2021.10.06. 12:26 장어나라 산업건설위원장 의정현안 의견수렴 간담회 식대     4 106,000 카드

산업건설위원장 2021.10.07. 12:39 토프레소 산업건설위원장 지역현안 의견수렴 음료 대금     2  12,000 카드

산업건설위원장 2021.10.07. 20:53 데일리에스프레소 산업건설위원장 지역현안 의견청취 음료 대금     4  24,000 카드

산업건설위원장 2021.10.08. 20:45 사철식당 산업건설위원장 현안사항 의견수렴 간담회 식대     4 115,000 카드

산업건설위원장 2021.10.13. 12:56 장어나라 산업건설위원장 현안사항 의견청취 간담회 식대     3  80,000 카드

산업건설위원장 2021.10.14. 20:33 동화회관 산업건설위원장 의정자료 수집 간담회 식대     4 100,000 카드

산업건설위원장 2021.10.15. 14:53 지인커피 산업건설위원장 민원현황 의견청취 음료 대금     2   5,500 카드

산업건설위원장 2021.10.18. 20:50 삼미회관 산업건설위원장 의정현안 의견수렴 간담회 식대     5 144,000 카드

산업건설위원장 2021.10.19. 12:25 화수분 산업건설위원장 임시회 준비 직원 격려 식대     7 156,000 카드

산업건설위원장 2021.10.25. 19:10 장어나라 산업건설위원장 의정자료 수집 직원 격려 식대     4 104,000 카드

산업건설위원장 2021.10.26. 09:21 지인커피 산업건설위원장 민원현황 의견청취 음료 대금     2  13,500 카드

산업건설위원장 2021.10.27. 14:11 지인커피 산업건설위원장 의정자료 수집 관계자 면담 음료 대금     2   8,000 카드

산업건설위원장 2021.10.27. 21:04 데일리에스프레소 산업건설위원장 의정활동 업무추진 음료 대금     3  15,500 카드

산업건설위원장 2021.10.28. 12:27 삼미회관 산업건설위원장 현안사항 의견수렴 간담회 식대     4 100,000 카드

산업건설위원장 2021.10.28. 12:31 데일리에스프레소 산업건설위원장 민원현황 의견청취 음료 대금     4  32,500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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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장 2021.11.12. 19:21 오피먼트 산업건설위원장 지역민원 의견청취 면담 음료 대금     2  10,500 카드

산업건설위원장 2021.11.15. 18:49 화수분 산업건설위원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간담회 식대     4 106,000 카드

산업건설위원장 2021.11.30. 15:59 데일리에스프레소 산업건설위원장 지역민원 의견청취 면담 음료 대금     2  13,300 카드

산업건설위원장 2021.12.02. 12:17 장성소고기 산업건설위원장 현안사항 의견수렴 간담회 식대     4  80,000 카드

산업건설위원장 2021.12.07. 19:22 화수분 산업건설위원장 의정활동 자료 수집 간담회 식대     5 128,000 카드

산업건설위원장 2021.12.13. 16:53 데일리에스프레소 산업건설위원장 지역 현안 의견청취 면담 음료 대금     3  18,000 카드

산업건설위원장 2021.12.15. 12:46 용월정 산업건설위원장 의정자료 수집 간담회 식대     4  59,000 카드

산업건설위원장 2021.12.17. 12:39 아모르 산업건설위원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간담회 음료 대금     4  33,000 카드

산업건설위원장 2021.12.21. 13:11 아모르 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 격려 음료 대금     3  21,000 카드

산업건설위원장 2021.12.23. 12.:37 지인커피 산업건설위원장 현안사업 의견수렴 간담회 음료 대금     4  33,500 카드

산업건설위원장 2021.12.30. 12:29 커피원두막 산업건설위원장 지역현안 의견수렴 면담 음료 대금     2  10,500 카드

산업건설위원장 2021.12.30. 19:56 화수분 산업건설위원장 의정활동 업무추진 식대     4 120,000 카드

산업건설위원장 2021.12.30. 20:18 데일리에스프레소 산업건설위원장 지역현안 의견청취 음료 대금     4  20,000 카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1.11.29. 13:11 다모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업무협의 관계자 면담 음료 대금    2  6,000 카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1.12.03. 18:57 불태산진원성한우전문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업무협의 간담회 식대    7 203,000 카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1.12.06. 12:26 데일리 에스프레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협의 간담회 음료 대금    4 26,500 카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1.12.06. 14:35 진남맴생이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업무협의 간담회 식대    6 165,000 카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1.12.06. 14:44 카페 일루이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업무협의 관계자 면담 음료 대금    4 40,000 카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1.12.06. 18:11 불태산진원성한우전문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협의 간담회 식대    8 228,000 카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21.12.08. 12:54 지인커피 예산결산위원장 지역현안 의견수렴 음료 대금    4 26,000 카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21.12.08. 19:22 광명 예산결산위원장 현안사업 관계자 간담회 식대    6 156,000 카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21.12.09. 17:47 소와나무 예산결산위원장 현안사업 의견수렴 간담회 식대    6 155,000 카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21.12.13. 17:24 소와나무 예산결산위원장 업무협의 관계자 간담회 식대    7 181,000 카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21.12.14. 19:19 광명 예산결산위원장 의정활동 업무추진 식대    3 55,000 카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21.12.15. 13:05 투컨셉 예산결산위원장 현안사업 의견수렴 간담회 음료 대금    6 50,000 카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21.12.15. 18:35 그집 예산결산위원장 지역현안 의견수렴 간담회 식대    8 235,000 카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21.12.20. 12:35 앤하우스 예산결산위원장 현안사업 의견수렴 간담회 음료 대금    4 38,300 카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21.12.20. 13:43 전주식당 예산결산위원장 의정활동 업무추진 식대    4 118,000 카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21.12.20. 17:17 황금코다리장성점 예산결산위원장 현안사업 관계자 간담회 식대    3 50,000 카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21.12.21. 19:31 역전식육식당 예산결산위원장 현안사업 의견수렴 간담회 식대    4 98,000 카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21.12.22. 12:29 앤하우스 예산결산위원장 추경 예산안 업무협의 음료 대금    3 15,500 카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21.12.22. 13:23 학교가자주식회사 예산결산위원장 현안사업 관계자 의견수렴 간담회 식대    4 118,000 카드



사용자 사용일시 장 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 금 액 결재방법 비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21.12.22. 18:54 돈숯불갈비 예산결산위원장 의정활동 업무추진 식대    4 119,000 카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21.12.23. 13:01 대호가든 예산결산위원장 지역현안 의견수렴 간담회 식대    4 118,000 카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21.12.23. 18:43 화수분 예산결산위원장 현안사업 의견수렴 간담회 식대    4 92,000 카드



 2021년 4/4분기 장성군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
(단위: 원)

사용일시 장 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 액 결재방법 비고

2021.10.01. 12:29 유진가든 군민의날 기념식 참석의원 식대 6      180,000 카드

2021.10.05. 12:33 용강식당 티타임 참석의원 식대 5      135,000 카드

2021.10.05. 14:05 장성농협하나로마트 의회 방문객을 위한 다과 등 구입      343,500 카드

2021.10.06. 13:32 석송정 민주평통자문회의 등 참석의원 식대 6      170,000 카드

2021.10.06. 15:54 백련동편백농원(주) 장성군의회 홍보용 기념품 구입(편백도마) 50    1,750,000 카드

2021.10.07. 13:52 강식당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 참석의원 식대 6      170,000 카드

2021.10.08. 13:03 옛날제일식당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행사 참석의원 식대 8      230,000 카드

2021.10.08. 13:51 커피타임 지방자치법 개정관련 후속조치 간담회 참석의원 음료대금 7       44,000 카드

2021.10.12. 13:31 석송정 티타임 참석의원 식대 7      205,000 카드

2021.10.13. 13:45 향토식당 교육발전협의회 등 참석의원 식대 7      196,000 카드

2021.10.15. 13:16 석송정 제332회 임시회 및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준공식 참석의원 식대 8      232,000 카드

2021.10.20. 12:46 양송식당 제33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참석의원 식대(1팀) 4       96,000 카드

2021.10.20. 13:18 태화당인쇄소 의원 명함 제작      150,000 카드

2021.10.20. 13:48 강식당 제33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참석의원 식대(2팀) 3       82,000 카드

2021.10.21. 12:24 홍길동 포장마차 제3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참석의원 식대 8      215,000 카드

2021.10.21. 18:12 장어나라 임시회 군정질문 등 의정현안 논의의원 식대 5      147,000 카드

2021.10.22. 12:22 석송정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참석의원 식대 8      240,000 카드

2021.10.25. 13:20 장북식당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참석의원 식대 8      240,000 카드

2021.10.26. 13:48 유진가든 의정현안 협의 간담회 참석의원 식대 5      140,000 카드

2021.10.27. 12:41 서울숯불갈비 티타임 및 무궁화동산 제막시 참석의원 식대 8      240,000 카드

2021.10.28. 13:19 모드니 나주곰탕 의정현안 협의 간담회 참석의원 식대 5      147,000 카드

2021.10.29. 13:27 장어나라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 논의 간담회 참석의원 식대 6      175,000 카드

2021.11.01. 12:29 석송정 티타임 참석의원 식대 8      240,000 카드

2021.11.01. 17:44 향토식당 도민과의 대화 참석의원 식대 5       96,000 카드

2021.11.02. 14:33 농협하나로마트 의회 방문객을 위한 다과 등 구입      370,200 카드

2021.11.03. 13:02 마음한끼 축령산인근 사업대상지 현장 방문 참석의원 식대 8      240,000 카드

2021.11.04. 13:49 석송정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협의 간담회 참석의원 식대 6      170,000 카드

2021.11.05. 13:14 낙지한마당 의정활동 홍보 언론관계자 간담회 식대 12      360,000 카드



사용일시 장 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 액 결재방법 비고

2021.11.05. 임재숙농가 의정활동 홍보 언론관계자 기념품(특산품) 구입 7      140,000 계좌

2021.11.08. 13:44 장어나라 티타임 참석의원 식대 6      170,000 카드

2021.11.15. 13:30 석송정 티타임 참석의원 식대 8      240,000 카드

2021.11.15. 16:54 축령산편백 장성군의회 홍보용 기념품 구입(편백비누) 100    1,400,000 카드

2021.11.15. 17:31 낙지한마당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촉구 결의관련 논의의원 식대 5       99,000 카드

2021.11.16. 12:16 친구야 제333회 임시회 참석의원 식대 5      120,000 카드

2021.11.16. 17:41 석송정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논의 참석의원 식대 5      150,000 카드

2021.11.18. 12:23 석송정 파크골프장 준공식 참석의원 식대 8      240,000 카드

2021.11.18. 14:54 농협하나로마트 제2차 정례회 운영 및 방문객 다과 구입      320,760 카드

2021.11.19. 12:45 장북식당 제33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참석의원 식대 8      240,000 카드

2021.11.22.  17:30 석송정 행정사무감사 현장 업무보고 참석의원 식대 6      150,000 카드

2021.11.23. 12:33 강서방생선구이 행정사무감사 현장 업무보고(2일차) 참석의원 식대 7      200,000 카드

2021.11.23. 17:23 장어나라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이행촉구 관련 논의의원 식대 7      170,000 카드

2021.11.25. 12:34 석송정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참석의원 식대 8      232,000 카드

2021.11.26. 11:32 본죽&비빔밥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참석의원 도시락 구입 6      144,000 카드

2021.11.29. 12:51 역전식육식당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참석의원 식대 8      230,000 카드

2021.11.29. 17:45 장북식당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참석의원 석식 6      148,000 카드

2021.12.01. 12:21 양송식당 제334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참석의원 식대 8      160,000 카드

2021.12.01. 15:43 태화당인쇄소 의원 명함 제작       90,000 카드

2021.12.01. 17:31 국일반점 상임위원회 안건 협의 논의의원 식대 6      141,000 카드

2021.12.02. 10:20 소나무가든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참석의원 식대 8      233,000 카드

2021.12.02. 12:17 장성소고기 제334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참석의원 식대 7      201,000 카드

2021.12.06. 12:19 모드니 나주곰탕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참석의원 식대 8      227,000 카드

2021.12.07. 13:03 석송정 제3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참석의원 식대 7      207,000 카드

2021.12.08. 13:17 석송정 제334회 정례회 제1차 예결위 참석의원 식대 7      204,000 카드

2021.12.09. 12:48 양송식당 제334회 정례회 제2차 예결위 참석의원 식대 7       96,000 카드

2021.12.09. 14:20 농협하나로마트 제2차 정례회 운영 및 방문객 다과 구입      284,310 카드

2021.12.10. 13:06 국일반점 제334회 정례회 제3차 예결위 참석의원 식대 7      208,000 카드

2021.12.13. 12:52 장어나라 제334회 정례회 제4차 예결위 참석의원 식대 8      217,000 카드

2021.12.14. 13:01 석송정 제334회 정례회 제5차 예결위 참석의원 식대 7      197,000 카드

2021.12.14. 15:28 장성자활센터(바삭e) 제334회 정례회 예결위 운영에 따른 다과 구입       30,000 카드



사용일시 장 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 액 결재방법 비고

2021.12.15. 12:18 친구야 제334회 정례회 제6차 예결위 참석의원 식대 7      140,000 카드

2021.12.16. 13:12 석송정 의원발의 조례안 등 안건논의 의원 식대 6      177,000 카드

2021.12.17. 12:26 다모아보쌈웰빙수제비 제3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참석의원 식대(1팀) 4       92,000 카드

2021.12.17. 13:22 낙지한마당 제3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참석의원 식대(2팀) 4      119,000 카드

2021.12.20. 12:48 석송정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등 참석의원 식대(1팀) 4      119,000 카드

2021.12.20. 12:39 장어나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등 참석의원 식대(2팀) 3       87,000 카드

2021.12.21. 12:29 석송정 제33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등 참석의원 식대(1팀) 4      118,000 카드

2021.12.21. 13:03 대명산 장어 제33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등 참석의원 식대(2팀) 4      117,000 카드

2021.12.22. 12:50 대성정육회관 제335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참석의원 식대(1팀) 4      105,000 카드

2021.12.22. 13:13 용강식당 제335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참석의원 식대(2팀) 2       37,000 카드

2021.12.23. 12:26 국일반점 제335회 임시회 제2차 예결위 참석의원 식대(1팀) 3       72,000 카드

2021.12.23. 13:25 석송정 제335회 임시회 제2차 예결위 참석의원 식대(2팀) 3       88,000 카드

2021.12.24. 12:36 왕해물요리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참석의원 식대(1팀) 4      100,000 카드

2021.12.24. 13:20 석송정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참석의원 식대(2팀) 2       54,000 카드

2021.12.27. 13:28 석송정 티타임 및 전문위원 공로연수식 참석의원 식대 4      110,000 카드

2021.12.28. 10:50 장성농협하나로마트 의회 방문객을 위한 다과 구입      116,970 카드

2021.12.29. 12:50 석송정 2022년도 의정운영계획 논의 참석의원 식대 4      110,000 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