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21 1,780 12 854 8 864 1 62 0 0

□ 세부집행내역

집행일 사용금액 대상(명) 사용방법

2021-05-03 64,000 4 카드

2021-05-04 112,000 4 카드

2021-05-10 36,000 4 카드

2021-05-10 103,500 4 카드

2021-05-11 50,700 3 카드

2021-05-11 60,000 4 카드

2021-05-13 120,000 4 카드

2021-05-13 90,000 4 카드

2021-05-13 48,000 4 카드

2021-05-14 116,000 4 카드

2021-05-14 82,500 2 카드

2021-05-18 120,000 4 카드

2021-05-20 62,250 25 카드

2021-05-24 120,000 4 카드

2021-05-25 120,000 4 카드

2021-05-26 55,000 4 카드

2021-05-27 64,000 4 카드

2021-05-28 72,000 4 카드

2021-05-29 60,000 4 카드

2021-05-31 104,000 4 카드

2021-05-31 120,000 4 카드

현안 업무 추진 직원 격려 광교 세상의 모든 아침

현안 업무 추진 직원 격려 육촌

센터 행사유치 및 대관 활성화 홍보 참여자 격려 유정식당

빗물관리 & 물순환컨퍼런스 유치 관련 간담회 개최 건강밥상 심마니

합계

행궁정찬수원 녹색전환 및 탄소중립포럼 추진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농협하나로마트 광교점

현안 업무 추진 직원 격려

재단 직원 채용 업무 운영 다과 구입

이춘복참치 광교점

센터 홍보 활성화 간담회 개최 거궁 광교점

수원 녹색전환 및 탄소중립포럼 개최 성과 격려 거궁 광교점

회의 및 간담회 경조사 및 직원 격려 기념품 등 구입

광교마켓 성과보고 간담회 개최 및 급식 제공

수원 녹색전환 및 탄소중립포럼 협력 논의 간담회 개최 올리브 에비뉴

현안업무 추진 직원 격려 급식 제공 영풍생고기

행궁정찬

재단 홍보 전략 모색 간담회 개최 청화대

유정장어

센터 실내공간 활용 방안 모색 간담회 개최

빗물관리 & 물순환 컨퍼런스 유치 관련 간담회 개최 풍경있는 밥상

2021년 5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본 공개내역은 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청렴도시 수원"을 만들어 가고자 2021년 5월중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태백산나무꾼 이야기

해우리 광교점

현안업무 추진 직원 격려 만선해변

□ 5월 집행내역 총괄

그린마이스 실무협의 간담회 개최

(단위 : 원)

기타

(단위 : 건/천원)

현안업무 추진 직원 격려 급식 제공

사용목적 사용장소

1:1 팸투어 및 설명회 개최 풍경있는 밥상

현안 업무 추진 직원 격려 원천유원지 식당

2022 전시장 정시대관심의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급식 제공 보림돼지갈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