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명 구분 직위 사용일 사용목적 금액 사용장소 집행대상 결제방법

기획홍보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주무관 2021-09-06 직원 격려 간식 제공 206,000          정인구팥빵 기획홍보실 직원 등 카드

기획홍보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실장 2021-09-07 직원격려오찬(예산팀) 99,000            사랑채식당 기획홍보실 직원 등 카드

기획홍보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실장 2021-09-08 직원격려오찬(전략홍보팀) 102,000          생태와갈치 기획홍보실 직원 등 카드

기획홍보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주무관 2021-09-09 기획홍보실 커피 등 차류 구입 149,200          중앙상사 기획홍보실 직원 등 카드

기획홍보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주무관 2021-09-15 직원사기진작 선물세트 구입 744,000          사회적기업 한터 기획홍보실 직원 등 카드

기획홍보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실장 2021-09-15 직원격려오찬(기획팀) 180,000          유황돼지촌 기획홍보실 직원 등 카드

기획홍보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주무관 2021-10-12 직원사기진작 간식 구입 288,000          에이스마트 기획홍보실 직원 등 카드

기획홍보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실장 2021-10-14 직원격려오찬(기획팀) 103,000          뚝배기에담은파스타 기획홍보실 직원 등 카드

기획홍보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실장 2021-10-15 직원격려오찬(공보팀) 128,000          삼미손칼국수 기획홍보실 직원 등 카드

기획홍보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실장 2021-10-18 직원격려오찬(전략홍보팀) 56,000            계족산산골보리밥 기획홍보실 직원 등 카드

기획홍보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실장 2021-10-21 직원격려오찬(전략홍보팀) 60,000            행복을담은그릇 기획홍보실 직원 등 카드

기획홍보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실장 2021-11-08 직원격려오찬(기획팀) 82,000            순우리 기획홍보실 직원 등 카드

기획홍보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주무관 2021-11-07 행사 지원근무 직원 식사 및 간식 제공 147,900          고봉민김밥 기획홍보실 직원 등 카드

기획홍보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주무관 2021-11-06 행사 지원근무 직원 식사 및 간식 제공 301,000          회덕농협하나로마트 외 1곳 기획홍보실 직원 등 카드

기획홍보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실장 2021-11-12 직원격려만찬(전략홍보팀) 180,000          수정자갈치꼼장어 기획홍보실 직원 등 카드

기획홍보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실장 2021-11-15 직원격려오찬(공보팀) 64,000            공주칼국수 기획홍보실 직원 등 카드

기획홍보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주무관 2021-11-15 기획홍보실 커피 등 간식 구입 180,000          한남빅마트 기획홍보실 직원 등 카드

기획홍보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실장 2021-11-16 직원격려만찬(기획팀) 225,000          수정자갈치꼼장어 기획홍보실 직원 등 카드

기획홍보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실장 2021-11-24 직원격려만찬(기획팀) 210,000          황토불낙보쌈 기획홍보실 직원 등 카드

기획홍보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실장 2021-11-26 직원격려만찬(공보팀) 180,000          태영생막창 기획홍보실 직원 등 카드

기획홍보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주무관 2021-11-26 부서의날 운영 직원 만찬 282,000          강반장로스구이 기획홍보실 직원 등 카드

기획홍보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실장 2021-12-07 직원격려만찬(법무통계팀) 75,000            풍천장어식당 기획홍보실 직원 등 카드

기획홍보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실장 2021-12-13 직원격려만찬(전략홍보팀) 196,000          더캠핑 기획홍보실 직원 등 카드

기획홍보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실장 2021-12-14 직원격려만찬(공보팀) 52,000            마미하우스 기획홍보실 직원 등 카드

기획홍보실 9~12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