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 : 강원도영월의료원장] (금액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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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건 4,187,790   

2018-07-05 접대용 물품 35,570       생수 내원손님 법인카드 접대비

2018-07-13 임상과장 및 부서장 만찬간담회 583,000      21명 짂료과장 및 부서장 법인카드 접대비

2018-07-16
부당해고 등 구제싞청 소송관련 대책방안 논의를

위핚 오찬간담
84,000       4명 노무사 및 관계자 법인카드 접대비

2018-07-18 ***병원 개원식 축하 화분 50,000       난화분 1종 **적십자병원 법인카드 접대비

2018-07-23 접대용 다과물품 169,170      우엉차외11종 내원손님 법인카드 접대비

2018-07-30 2018년 임단협 교섭 관련 오찬간담회 227,000      11명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강원지역본부 법인카드 접대비

2018-07-30 제1∼3내과 짂료관련 업무협의를 위핚 만찬간담회 183,000      7명 제1,2,3내과장 및 부서장 법인카드 접대비

2018-07-31 짂료과장 업무협의를 위핚 오찬간담 84,000       8명 짂료과장 법인카드 접대비

2018-08-02 짂료과 업무협의를 위핚 오찬간담 114,000      8명 짂료과장 및 부서장 법인카드 접대비

2018-08-06 접대용 다과물품 161,200      음료외 7종 내원손님 법인카드 접대비

2018-08-13 **대학교병원 싞임 병원장 취임 축하 화분 50,000       난화분 1종 **대학교병원 법인카드 접대비

2018-08-17 조의금(노동조합 지부장 시모상) 50,000       노동조합영월의료원지부장 경조사비 접대비

2018-08-22 인사위원회 개최 관련 오찬간담회 114,000      8명 인사위원장 및 위원 법인카드 접대비

2018-08-28 접대용 물품 10,120       생수 내원손님 법인카드 접대비

2018-09-03 현안사항 논의를 위핚 부서장 만찬간담회 285,000      10명 부서장 법인카드 접대비

2018-09-07 접대용 물품 31,200       생수 내원손님 법인카드 접대비

2018-09-12 조의금(간호과 직원 부친상) 50,000       간호과 직원 경조사비 접대비

2018년도 3분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사용자 : 강원도영월의료원장] (금액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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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8 접대용 댜과물품 99,790       커피외 7종 내원손님 법인카드 접대비

2018-09-19 제82차 임시이사회 개최 관련 오찬간담 175,000      14명 이사 및 임직원 법인카드 접대비

2018-09-19 사회복무요원 추석 명절 선물 161,840      9명 사회복무요원 법인카드 접대비

2018-09-20 임상과장 회의에 따른 만찬간담 222,000      10명 임상짂료과장 법인카드 접대비

2018-09-21 인사노무 관련 업무협의를 위핚 오찬간담 48,000       6명 노무사 및 관계자 법인카드 접대비

2018-09-21 접대용 물품 24,000       생수 내원손님 법인카드 접대비

2018-09-24 추석명절 근무자 격려를 위핚 간식 312,900      피자 21판 추석연휴 근무자 법인카드 접대비

2018-09-27 조의금(간호과 직원 외조부상) 50,000       간호과 직원 경조사비 접대비

2018-09-27 조의금(간호과 직원 시모상) 50,000       간호과 직원 경조사비 접대비

2018-09-28 대핚짂폐재해자보호헙회 정기총회 기념타올 675,000      타올 135장 대핚짂폐재해자보호협회강원지부 법인카드 접대비

2018-09-30 부서장 주간회의 오찬 88,000       10명 부서장 법인카드 접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