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25 2,237 16 1,455 4 352 5 430 0 0

□ 세부집행내역

집행일 사용금액 대상(명) 사용방법

2021-06-01 78,500 4 카드

2021-06-02 89,000 4 카드

2021-06-04 60,000 4 카드

2021-06-07 70,000 1 카드

2021-06-07 73,000 4 카드

2021-06-08 110,000 4 카드

2021-06-09 110,000 4 카드

2021-06-10 99,800 8 카드

2021-06-10 75,000 4 카드

2021-06-10 120,000 4 카드

2021-06-11 120,000 4 카드

2021-06-14 80,000 4 카드

2021-06-15 125,000 10 카드

2021-06-15 101,900 4 카드

2021-06-17 120,000 4 카드

2021-06-18 37,000 4 카드

2021-06-19 70,000 1 카드

2021-06-21 120,000 4 카드

2021-06-22 80,000 4 카드

2021-06-22 96,000 4 카드

2021-06-23 94,300 10 카드

2021-06-23 84,500 4 카드

2021-06-24 31,200 10 카드

2021-06-24 72,000 4 카드

2021-06-25 120,000 4 카드

사용목적 사용장소

전북권 MICE 유관기관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어화

재단 직원 결혼에 따른 화환 구입 하늘꽃방

수원 녹색전환 및 탄소중립포럼 관계자 간담회 개최 심마니 광교점

갤러리아 광교점 외 1곳

MICE 유관기관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재단 내방객 방문에 따른 다과 구입 런던촌놈청과마켓 외 1곳

2021년 6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본 공개내역은 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청렴도시 수원"을 만들어 가고자 2021년 6월중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 홈페

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심마니 광교점

두면반

유관기관 임직원 부친상에 따른 조화 구입 하늘꽃방

□ 6월 집행내역 총괄

신규직원 환영 간담회 개최

(단위 : 원)

기타

(단위 : 건/천원)

신입직원 환영 간담회 개최

광교반점

수원 녹색전환 및 탄소중립포럼 관계자 간담회 개최 심마니 광교점

옛섬진강

재단 내방객 제공용 다과 구입 에그토스트

1:1 팸투어 및 설명회 개최(한국전기화학회) 행궁정찬

합계

런던촌놈청과마켓 외 1곳재단 내방객 방문에 따른 다과 구입

행궁정찬

2022 동아시아수의사대회 유치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22년도 한국기후변화학회 학술대회 재개최 추진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행궁정찬

K-Toilet 개최 협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해우리 광교점

수원 탄소중립포럼(기후변화학회) 초청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마리아쥬제이

회의 및 간담회 경조사 및 직원 격려 기념품 등 구입

특례시 관련 재단 조직확대 및 운영 현안 간담회 개최 해우리 광교점

현안 업무 추진 직원 격려 영풍생고기

수원 탄소중립포럼(기후변화학회) 초청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서울역사명가의뜰

행사 유치 및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옛섬진강

재단 내방객 방문에 따른 음료 제공 베어풋

생태관광 활성화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행궁정찬

레인시티 컨퍼런스 및 하늘물 전시회 사업계획 간담회 개최 심마니 광교점

재단 내방객 방문에 따른 다과 구입

현안 업무 추진 직원 격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