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연번

단위

부서명

집행일시

시간

업체명

업체소재지(동)

집행목적

집행금액

대상자

1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도서관7팀

2018-08-03

12:54 바나나테이블 동탄2신도시점

청계동

도서관 7팀 부서운영비 사용 건의

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도서관6팀

2018-08-07

12:35 송산샤브칼국수

안녕동

도서관6팀 부서운영비 지급

68,000 도서관6팀 직원

3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도서관6팀

2018-08-08

18:31 송산샤브칼국수

안녕동

도서관6팀 부서운영비 지급

132,000 도서관6팀 직원

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도서관2팀

2018-08-08

20:27 우너조포항물회

반송동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부서운영비 사용

251,000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직원

5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미디어운영팀

2018-08-10

12:41 경복궁동탄점

경기 화성시 10 용사로 358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

204,000 미디어센터 직원 11명

6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미디어운영팀

2018-08-10

13:00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

7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동탄센터운영팀

2018-08-13

12:07 송담추어탕동탄점

경기 화성시 노작로 4길 5-21

센터운영팀 직원 사기증진

106,000 동탄센터운영팀장 외 7명

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도서관6팀

2018-08-14

12:35 화산골보쌈족발

송산동

태안도서관 근로자 격려를 위한 식사 비용 지급 건

140,000 태안도서관 직원

9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공연사업팀

2018-08-17

12:30 교동 낙지

경기 오산시 외삼미로 162-50

공연사업팀 부서운영 식비 지급

326,000 공연사업팀장 외 26명

1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도서관4팀

2018-08-17

12:38 유황오리참숯불구이솔밭농원

우정읍

도서관4팀(삼괴도서관) 부서운영비 사용

1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도서관5팀

2018-08-20

12:43 자갈치회집

사강리

송산도서관 근로자 격려를 위한 식사 비용 지급 건

174,000 송산도서관 직원

1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도서관운영지원팀 2018-08-20

20:06 복이네복칼국수

동탄1동

도서관운영지원팀 부서회식비 사용 건(8월)

220,000 도서관운영지원팀 직원

13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도서관운영지원팀 2018-08-20

22:18 노군수제맥주 동탄점

동탄1동

도서관운영지원팀 부서회식비 사용 건(8월)

230,000 도서관운영지원팀 직원

1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동탄센터운영팀

2018-08-24

13:20 도드람

경기 화성시 동탄중심상가 1 길 31

센터운영팀 직원 사기증진

15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미디어운영팀

2018-08-27

12:40 서가앤쿡(동탄점)

경기 화성시 동탄반석로 172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

1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도서관7팀

2018-08-28

16:53 피자알볼로 동탄2호점

영천동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근로자 격려를 위한 간식 비용 지급 건

17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도서관3팀

2018-08-29

20:22 커피빌

봉담읍

도서관3팀 부서운영비 사용

60,900 도서관 3팀 직원

18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도서관3팀

2018-08-29

19:51 좋은날

동화리

도서관3팀 부서운영비 사용

184,400 도서관 3팀 직원

19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도서관5팀

2018-08-30

20:33 지리산흑돈가

활초리

도서관5팀 부서운영비 사용 건의

479,000 도서관5팀 지원

2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생활문화팀

2018-08-31

12:53 오드카페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행정동로 99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식비 지급

35,300 생활문화센터 직원 8명

21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생활문화팀

2018-08-31

12:42 고려삼계탕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행정서로 1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식비 지급

105,000 생활문화센터 직원 8명

2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도서관1팀

2018-08-31

14:05 이마트

반송동

부서운영물품 구입(도서관1팀)

299,050 도서관 1팀 직원

23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도서관6팀

2018-08-31

20:34 신선로

병점동

도서관6팀 부서운영비(직원 회식비)지급

269,000 도서관6팀 직원

2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재무회계팀

2018-08-01

12:44 코에나(COENA)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재단사무국 직원 격려 식비 지급

130,000 재단사무국장 외 10명

25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총무팀

2018-08-01

12:44 서가앤쿡(동탄점)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총무팀 직원 격려 및 사기진작

141,000 총무팀원 7명

2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문화사업팀

2018-08-02

11:56 투부네국수촌

경기도 화성시 동탄문화센터로 61

문화사업팀 사기 진작 식비 지급

105,000 문화사업공연국장 및 문화사업팀장 외 11명

2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무팀

2018-08-06

12:30 더래드커피

경기도 오산시 양산로410번길

대표이사실 민원접대용 음료류 구입

40,000 내빈 및 민원인

2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무팀

2018-08-07

12:24 코에나(COENA)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식비 지급

67,800 재단사무국장 및 주인권 위원 등 6명

2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무팀

2018-08-08

13:51 노작골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1길 20-5

직원 격려 및 사기진작

3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무팀

2018-08-09

21:14 부민옥2

서울 중구 다동

축제사업 관련 자문 식대

31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획홍보팀

2018-08-13

11:31 이마트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앙로 376

부서운영을 위한 다과류 구입

3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총무팀

2018-08-13

12:23 카페로쉐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총무팀 직원 격려 및 사기진작

33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총무팀

2018-08-13

11:53 투부네국수촌

경기도 화성시 동탄문화센터로 61

총무팀 직원 격려 및 사기진작

3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무팀

2018-08-16

14:28 이마트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앙로 376

대표이사실 민원 접대용 음료 및 다과 구입

3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재무회계팀

2018-08-16

10:41 이마트24(동탄남광장점)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47

주차장 포장 공사 관련 간식비 지급

36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재무회계팀

2018-08-17

12:40 송담추어탕동탄점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감사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지급

3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획홍보팀

2018-08-17

19:56 이지육해공

경기도 화성시 동탄솔빛로 62

부서장 사기 진작을 위한 식비 지급

3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획홍보팀

2018-08-20

11:58 투부네국수촌

경기도 화성시 동탄문화센터로 61

재단사무국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식비 지급

41,000 대표이사 외 4명

3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무팀

2018-08-20

14:45 지엠에프 노노카페(동탄복합문화센터점)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음료 구입비 지급

28,000 재단사무국장 및 주인권 위원 등 6명

4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문화사업팀

2018-08-21

12:34 정고집 칼국수

경기도 화성시 역골로 23-20

문화공연사업국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식비 지급

91,000 공연사업팀원 8명

41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재무회계팀

2018-08-21

12:44 송담추어탕동탄점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감사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지급

31,000 감사팀장

4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획홍보팀

2018-08-22

12:51 노작골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1길 20-5

재단사무국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식비 지급

27,000 재단사무국장 외 2인

4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무팀

2018-08-23

10:26 지엠에프 노노카페(동탄복합문화센터점)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태풍 대비 시설 운영 직원 격려

4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무팀

2018-08-23

12:29 하우정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태풍 대비 시설 운영 직원 격려

4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무팀

2018-08-23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태풍 대비 시설 점검 직원 격려

4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무팀

2018-08-23

22:07 호식이두마리치킨 동탄2호점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야간근무자 사기 진작 식비 지급

47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문화사업팀

2018-08-27

20:52 리틀노작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문화사업팀 직원사기진작비 지급

320,000 문화사업팀장 외 9명

48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재무회계팀

2018-08-27

19:51 남광장해물포차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직원 사기진작 식비지급(재무회계팀)

155,000 재무회계팀장 외 6명

49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재무회계팀

2018-08-27

21:19 뉴욕 야시장 동탄점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 1길 8

직원 사기진작 식비지급(재무회계팀)

49,700 재무회계팀장 외 6명

5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무팀

2018-08-28

12:24 코에나(COENA)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화성문화원 업무협의 관련 식비 지급

34,400 대표이사 및 회성문화원장 외 1명

5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무팀

2018-08-28

22:04 미스터스시

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로 47-11

정조효문화제 관련 자문 진행 식비 지급

69,000 대표이사 및 서울문화재단 자문위원 김영호 본부장 외 2명

5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재무회계팀

2018-08-29

12:49 송담추어탕동탄점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감사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지급

30,000 감사팀장

5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문화사업팀

2018-08-29

19:54 양푼동태탕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2168번길

공연장 운영방안 협의 관련 식비 지급

28,000 최원삼 前이사 외 2인

5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무팀

2018-08-30

20:22 부민옥2

서울 중구 다동

거리축제 관련 자문 식대

5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획홍보팀

2018-08-31

12:44 노작골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1길 20-5

기획홍보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식비 지급

구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건수

8:10 LA북창동순두부(동탄점)

합계

20
30
5

총액
1,784,980
4,662,350
300,400

200,000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직원

82,300 미디어센터 직원 11명

84,000 삼괴도서관 직원

92,000 동탄센터운영팀장 외 7명
200,800 미디어센터직원 11명
92,000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직원

72,800 재단사무국장 및 기획홍보팀장 외 3명
98,000 대표이사 및 종로문화재단 이건왕 대표 외 3명
215,700 기획홍보팀 부서 직원
27,700 총무팀원 6명
33,500 총무팀원 5명
197,560 내빈 및 민원인
30,620 센터운영팀 16명
30,000 감사팀장
218,000 재단사무국장 외 10명

12,000 재단사무국장 및 동탄센터운영팀장 외 2명
100,000 대표이사 및 동탄센터운영팀장 외 9명
42,500 재단사무국장 및 동탄센터운영팀원 4명
42,000 재단사무국장 및 동탄센터운영팀 야간근무자 4명

71,000 대표이사 및 상상공장 문회기획가 류재현 외 3명
133,700 대표이사 외 7인
6,747,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