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4분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공개자료
□ 기관명 : 경기관광공사
사용일자

집행목적

장소

집행대상

지출금액(원)

비고

2019-03-21

19년 임진각 현장근무자 CEO 간담회 비용

한우소야

19년 임진각 현장근무자 CEO 간담회

980,000

2019-03-26

MICE산업활성화 직원격려 만찬

하누소더힐

해외마케팅팀장 이00 외 7인

233,000

2019-03-27

공사 인사노무업무관련 직원격려 오찬

소호정

인사노무파트장 신00 외 2인

66,000

2019-03-29

공사 경영전략업무협의 만찬

만우정

경영기획본부장 이00 외 5인

181,000

2019-03-18

관광활성화 관련 업무협의 오찬

만상

감사법무팀장 강00 외 2인, 국내마케팅파트장 박00 외 6인

269,000

2019-03-18

공사 대외홍보파트 직원격려 만찬

만우정

대외홍보파트장 최00 외 2인

73,000

2019-03-20

공사 DMZ관광 관련 업무협의 만찬

더램

관광인프라개발팀장 김00 외 4인

135,000

2019-04-23

유관기관관계자 격려 꽃대금

화홍플라워

한국관광공사 지사장 부친상, 해외마이스팀 대리 결혼, 경기도 정책실장 빙부상, 새마을00경기도협의회 회장단 취임식, 경기00원 이사장 모친상, 00일보 편집국장 아들 결혼, 유관기관 격려

540,000

2019-04-25

공사 직원 모친상

주00

경영관리팀 주00사원 모친상

50,000

2019-04-10

공사 해외마케팅팀 직원격려 만찬

만상

공사 해외마케팅팀 직원격려 만찬

155,000

2019-04-03

공사 신규사업업무협의 오찬

본죽

총무파트 이00 외 1인

34,000

2019-04-12

평화모노레일 브리핑협의 직원격려 만찬

소풍

관광인프라개발팀 김00 팀장 외 13인

326,000

2019-04-15

공사 현안사항 업무협의 오찬

본도시락

경영기획본부장 이00 외 8인

200,000

2019-04-16

공사 직원격려 오찬

죽여주는김치찜김치찌개

총무파트 이00 외 1인

24,000

2019-04-19

관광활성화 마케팅 업무협의 만찬

㈜엘에프푸드

사업본부장 한00, 국내마케팅팀장 신00 외 6인

149,700

2019-04-29 기본소득박람회 업무출장 직원 격려 오찬

봉마르켓

국내마케팅팀 박00과장 외 5인

121,900

2019-05-07

공사 직원격려 오찬

본도시락

총무파트 이00 외 1인

41,400

2019-05-29

CBS 00센터 기자 모친상

유관기관

CBS 00센터기자 00 모친상

50,000

2019-06-14

유관기관관게자 격려 꽃대금

화홍플라워

해외마이스팀 대리 친조모상, 경영관리팀 사원 모친상, 00일보 대표이사 부고, 한미연합군 사령부 00참모 영전, 감사법무팀 파트장 조모상, CBS경인센터 기자 모친상, 해외마이스팀 사원 친조부상, 유관기관 격려

590,000

2019-06-14

경기관광박람회 결과보고 및 직원격려 만찬

본수원갈비

국내마케팅팀 신00 팀장 외 8인

261,000

2019-05-27

공사 개발관리팀 업무협의 만찬

미야자키

개발관리팀 강00차장 외 3인, 총무파트 오00 과장 외 1인

176,000

2019-05-24

공공기관간부회의 현안사항 공유 및 업무협의 오찬

만상

경영기획본부장 이00 외 6인

210,000

2019년 2/4분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공개자료
□ 기관명 : 경기관광공사
사용일자

집행목적

장소

집행대상

2019-04-02

경영전략회의 업무 협의

강남면옥

경영기획본부장 이00, 사업본부장 한00 외 각 팀장 등 10명

135,000

2019-05-15

경영지원팀 직원 격려 오찬

돈까스클럽

경영기획본부장 이00, 경영지원팀 구00 외 5명

90,100

주00

지출금액(원)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