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연번

단위

부서명

집행일시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문학관운영팀

2018-03-01

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센터운영팀

2018-03-01

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생활문화운영팀

2018-03-05

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무팀

2018-03-06

5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센터운영팀

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축제추진팀

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간

업체명

18:51:12 한가족고기식당

업체소재지(동)

집행목적

집행금액

대상자

경기 화성시 노작로 143

홍사용문학관 휴일 근무자 격려

21,000

관장 및 운영팀 2명

13:46 짜장마을

경기 화성시 노작로2길 31 1층

휴일근무 직원 격려 식비 지급

27,000

센터운영팀 및 방재실 근무자 4인

17:48 도미노피자(향남)

경기 화성시 향남읍 삼천병마로 275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식비

83,160

생활문화센터 직원 9명

11:50 커피헌터

경기 화성시 동탄중심상가 1길 33 113호

대표이사실 내빈 접대용 음료류 구입

40,000

내빈 및 민원인

2018-03-07

12:50 자성화맛집코다리네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02

센터운영팀 사기 증진

71,000

문광인 유선준 외 5명

2018-03-07

19:00 수레국화

경기 화성시 노작로 4길 39-15

축제추진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식비 지급

40,000

대표이사 외 3명

문학관운영팀

2018-03-07

13:25:00 보나카바

경기 오산시 외삼미동 119-12 마동

팀장단 격려 및 사기진작

98,000

대표이사 및 총무팀 주재균 팀장 외 4명

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획홍보팀

2018-03-10

16:58 참 맛있는 닭강정

경기 화성시 동탄반석로 124

재단사무국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식비 지급

32,000

재단사무국장 외 5명

9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축제추진팀

2018-03-12

20:19 보중정육식당

경기 화성시 병점동로 43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급식비 지급

200,000

허명범 팀장 외 8인

1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무팀

2018-03-13

15:16 이마트

경기 화성시 동탄중앙로 376

대표이사실 민원 접대용 음료 및 다과 구입

190,120

내빈 및 민원인

1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무팀

2018-03-14

12:46 이화화로

경기 화성시 동탄중심상가1길 27

직원 격려 및 사기진작

70,000

대표이사 외 7명

1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무팀

2018-03-14

12:54 뚝방집

경기 화성시 3.1만세로 1084-5

직원 격려 및 사기진작

32,000

재단사무국장 외 3명

13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생활문화팀

2018-03-15

12:47 어부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행정서로3길 3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식비지급(생활문화사업팀)

128,000

팀장 외 6명

1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공연사업팀

2018-03-15

19:58:32 행복나루

경기 화성시 반송동 143-3

공연사업팀 부서운영 식비 지급

702,000

나철운팀장 외 25명

1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문학관운영팀

2018-03-15

12:09:04 코에나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34 엠2층

직원 격려 및 사기진작

16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문화사업팀

2018-03-15

21:58 씨엔파트너스

경기 화성시 동탄중심상가 1길 18

문화사업팀 직원사기진작비 지급 (씨엔파트너스)

17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문화사업팀

2018-03-15

19:59 행복나루

경기 화성시 반송동 143-3

1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문화사업팀

2018-03-15

18:59 피자꾼

경기 화성시 동탄문화센터로 71-3

19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센터운영팀

2018-03-21

13:11 자성화맛집코다리네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02

센터운영팀 사기 증진

2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획홍보팀

2018-03-21

12:40 동탄곤드레

경기 화성시 반송동 118-1

기획홍보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식비 지급

2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획홍보팀

2018-03-21

17:29 참 맛있는 닭강정

경시 화성시 동탄반석로 124

재단사무국 직원 사기증진

100,000

재단사무국장 외 25명

2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센터운영팀

2018-03-23

13:11 수레국화(동탄)

경기 화성시 노작로4길 39-15

센터운영팀 직원 사기증진

152,000

문광인 유선준 강봉기 대리 외 5명

2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무팀

2018-03-23

12:55 칼국수&소낙비

경기 화성시 동탄지성로 2

직원 격려 및 사기진작

104,000

대표이사 및 미디어센터팀장 외 8명

2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센터운영팀

2018-03-26

경기 화성시 노작로4길 27-8, 1층

센터운영팀 직원 사기증진

128,000

백종진 외 8명

25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총무팀

2018-03-26

경기 화성시 석우동 6-9

총무팀 직원 격려 및 사기진작

80,000

총무팀장 외 7명

26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생활문화팀

2018-03-27

경기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12

생활문화센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식비

24,000

팀장 외 7명

2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무팀

2018-03-27

10:38 도매당약국

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24-9

내빈 및 민원 접대용 음료류 구입

308,000

내민 및 민원인

28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획홍보팀

2018-03-27

12:42 제암종가집가든

경기 화성시 향남읍 제암고주로9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방안 협의 관련 식대 지급

128,000

재단사무국장 및 환경국장 외 4명

29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무팀

2018-03-27

21:55 영덕집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3길

기획공연 자문 관련 식대 지급

130,000

대표이사 및 한러오페라단 단장 외 5명

3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생활문화팀

2018-03-28

11:40:46 홈플러스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02

생활문화센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간식비

47,430

생활문화팀

3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획홍보팀

2018-03-28

12:34 조마루감자탕(동탄2호점)

경기 화성시 노작로 226-7

직원 격려 및 사기진작

62,000

재단사무국장 외 6명

3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재무회계팀

2018-03-28

19:24 남대문황금족발

경기 화성시 노작로 147

직원 사기진작 식비 지급

63,000

재무회계팀장 외 4명

33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재무회계팀

2018-03-28

20:40 생활맥주

경기 화성시 동탄문화센터로 65

직원 사기진작 식비 지급

40,000

재무회계팀장 외 4명

3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문학관운영팀

2018-03-30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앙로 220 메타폴리스

문학관운영팀 사기진작 식비

80,700

문학관운영팀장 외 직원 등

3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무팀

2018-03-30

경기 화성시 노작로 149

부서팀장 사기 진작을 위한 식비 지급

12:34:00 명동닭한미리
12:45 맹진사댁
9:10:57 인스(INS)김밥매니아

12:56:00 아웃백동탄점
12:18 하우정

구분

건수

총액
18

1,500,68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

2,017,13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합계

2

258,000

35

3,775,810

직원 격려 및 사기진작

107,000

문화사업팀장 외 8명

문화사업팀 직원사기진작비 지급 (행복나루)

81,000

문화사업팀장 외 8명

문화공연사업국 직원사기진작비 지급

28,000

문화사업국장 외 5명

합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4,400

113,000
55,000

176,000
3,775,810

문광인 어훈 외 9명
대표이사 외 4명

대표이사 외 2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