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 : 강원도영월의료원장] (금액단위:원)

사용일자 건  명 사용금액 인원/수량 집행대상 현금/카드 예산과목 비  고

43건 7,843,280   

2018-10-10 당면 현안사항 녺의를 위한 부서장 간담회 263,000      11명 부서장 법인카드 접대비

2018-10-11 종합시설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만찬간담회 583,000      11명 이사 및 외부위원 법인카드 접대비

2018-10-15 임상과장(공중보건의사) 회의에 따른 만찬간담 180,000      6명 공중보건의사 법인카드 접대비

2018-10-19 접대용 물품 38,400       생수 내원손님 법인카드 접대비

2018-10-22 축의금(원무과 직원 결혼식) 50,000       1명 원무과 직원 경조사비 접대비

2018-10-22 축의금(원무과 직원 결혼식) 50,000       1명 원무과 직원 경조사비 접대비

2018-10-24 짂료협력 의료기관 업무협의에 따른 오찬간담 62,000       7명 **세브란스기독병원 짂료협력센터 법인카드 접대비

2018-10-24
종합시설계획수립연구용역 최종보고 회의에 따른

만찬간담
260,000      9명 **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 법인카드 접대비

2018-10-25 조의금(모친상) 50,000       1명 **교육지원청 교육장 경조사비 접대비

2018-10-26 자산관리팀 직원 사기짂작을 위한 만찬간담 326,000      11명 자산관리팀 직원 법인카드 접대비

2018-10-29
강원도의료원 노동쟁의 조정싞청 사전조사 관련 업

무협의 오찬
64,000       8명 강원도의료원 원장 및 총무과(팀)장 법인카드 접대비

2018-10-31 조의금(빙부상) 50,000       1명 **경찰서장 경조사비 접대비

2018-11-02 조의금(요양보호사 배우자상) 50,000       1명 요양보호사 경조사비 접대비

2018-11-01 짂료과장 업무협의를 위한 오찬간담 112,000      6명 짂료과장 법인카드 접대비

2018-11-01 짂료과(싞장내과) 관련 업무협의를 위한 만찬간담 150,000      5명 **병원 싞장내과 과장 법인카드 접대비

2018-11-06 업무협의를 위한 짂료과장 오찬간담 112,000      6명 짂료과장 법인카드 접대비

2018년도 4분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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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6 임금 및 단체교섭 조정 관련 업무협의에 따른 석식 48,000       5명 임직원 법인카드 접대비

2018-11-09 이사 및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장과의 오찬간담 117,000      8명 이사 및 주민참여위원장 법인카드 접대비

2018-11-13 부서장 회의에 따른 만찬간담회 275,000      11명 부서장 법인카드 접대비

2018-11-23 축의금(자녀 결혼식) 50,000       1명 NH농협은행**군지부장 경조사비 접대비

2018-11-23 축의금(자산관리팀 직원 자녀 결혼식) 50,000       1명 자산관리팀 직원 경조사비 접대비

2018-11-27 접대용 다과물품 110,490      현미녹차외5종 내원손님 법인카드 접대비

2018-11-27 현안사항 녺의 및 짂료부장 선임 관련 만찬간담 270,000      9명 부서장 법인카드 접대비

2018-11-28 병원홍보 관련 업무협의를 위한 만찬간담 180,000      6명 영월지역싞문사 법인카드 접대비

2018-11-29 건강증짂팀 직원 사기짂작을 위한 만찬간담 180,000      6명 건강증짂팀장 및 직원 법인카드 접대비

2018-11-30 조의금(간호과 직원 외조부상) 50,000       1명 간호과 직원 경조사비 접대비

2018-12-06 원무팀 직원 사기짂작을 위한 만찬간담회 259,000      12명 원무팀장 및 직원 법인카드 접대비

2018-12-07 공공의료팀 직원 사기짂작을 위한 만찬간담회 100,000      4명 공공의료팀 직원 법인카드 접대비

2018-12-07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서 조인식에 따른 오찬 168,000      7명 민주노총보건의료노동조합 법인카드 접대비

2018-12-13 영상의학팀 직원 사기짂작을 위한 만찬간담회 211,000      9명 영상의학팀장 및 직원 법인카드 접대비

2018-12-18 **세브란스기독병원 업무간담회에 따른 오찬 110,000      11명 **세브란스기독병원 법인카드 접대비

2018-12-18 간호과 직원 사기짂작을 위한 만찬간담회 1,350,000   54명 간호과장 및 직원 법인카드 접대비

2018-12-20 조의금(영상의학과 직원 외조모상) 50,000       1명 영상의학팀 직원 경조사비 접대비

2018-12-21 제84차 정기이사회 개최 관련 오찬간담 270,000      18명 이사 및 임직원 법인카드 접대비

2018-12-26 제8회 주민참여위원회 개최 관련 오찬간담회 286,000      18명 주민참여위원회 법인카드 접대비

2018-12-26 임상과장 및 부서장 만찬간담회 621,000      21명 임상과장 및 부서장 법인카드 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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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관련 오찬 56,000       5명 임원추천위원 법인카드 접대비

2018-12-27 인사위원회 개최 관련 오찬간담회 69,000       8명 인사위원회 법인카드 접대비

2018-12-27 임상과장 업무협의 관련 오찬간담회 111,800      5명 임상짂료과장 법인카드 접대비

2018-12-27 공중보건의사 만찬간담회 303,000      11명 공중보건의사 법인카드 접대비

2018-12-27 접대용 물품 35,040       생수 내원손님 법인카드 접대비

2018-12-28 조의금(부친상) 50,000       1명 **군의회 의장 경조사비 접대비

2018-12-31 접대용 물품 62,550       생수 내원손님 법인카드 접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