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 : 원)

연번 부서명 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금액 대상인원
결제
방법

6,004,750     

1 경영지원팀 02월 03일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2014년 주
요 연구과제 추진 간담회

183,200       원장 외7명 카드

2 경영지원팀 02월 04일
미래사회연구실 2014년 주요 연
구과제 추진 간담회

255,000       원장 외 16명 카드

3 경영지원팀 02월 05일
시민경제연구실 2014년 주요 연
구과제 추진 간담회

168,000       원장 외12명 카드

4 경영지원팀 02월 07일
교통시스템연구실 2014년 주요
연구과제 추진 간담회

203,000       원장 외11명 카드

5 경영지원팀 02월 07일 희망시정 사업 관련 간담회 132,000       원정 외7명 카드

6 경영지원팀 02월 10일
도시공간연구실 2014년 주요 연
구과제 추진 간담회

309,000       원장 외18명 카드

7 경영지원팀 02월 10일
연구원 홍보(문화예술) 관련 초청
간담회

429,000       원장 외10명 카드

8 경영지원팀 02월 11일 현업부서 직원 격려 81,000        원장 외2명 카드

9 경영지원팀 02월 12일
당면 현안 연구과제 추진 관련 간
담회

118,800       원장 외6명 카드

10 경영지원팀 02월 12일 기관홍보 업무간담회 257,000       원장 외5명 카드

11 경영지원팀 02월 13일 서울시 출입기자단  간담회 209,000       원장 외5명 카드

12 경영지원팀 02월 14일 당면 현안업무 협의 28,000        원장 외2명 카드

13 경영지원팀 02월 14일
서울시-서울연구원간 현안업무 협
의 간담회

1,199,000     원장 외25명 카드

14 경영지원팀 02월 17일 현안업무 추진관련 직원격려 58,000        원장 외3명 카드

15 경영지원팀 02월 17일 시정 기획관련 업무협의 27,000        원장 외1명 카드

16 경영지원팀 02월 18일 서울시 유관기관장 간담회 53,000        원장 외3명 카드

17 경영지원팀 02월 19일 현안업무 협의 간담회 184,800       원장 외4명 카드

18 경영지원팀 02월 19일
서울시 의회 2014년 업무보고 관
련 간담회

221,000       원장 외13명 카드

19 경영지원팀 02월 20일
기획조정본부 2014년 주요 업무
추진 관련 간담회

435,000       원장 외32명 카드

2014년 2월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원장)

합계



연번 부서명 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금액 대상인원
결제
방법

20 경영지원팀 02월 24일
몽고 울란바타르시와 교류 협력
간담회

435,600       원장 외10명 카드

21 경영지원팀 02월 25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업무 관련 간
담회

133,000       기조본부장 외 6명 카드

22 경영지원팀 02월 26일 현안업무 협의 간담회 184,800       원장 외4명 카드

23 경영지원팀 02월 26일 연구원 홍보 관련 업무협의 50,000        원장 외1명 카드

24 경영지원팀 02월 26일 양곤대학교와 교류 협력 간담회 440,550       원장 외9명 카드

25 경영지원팀 02월 27일 현안과제 추진 간담회 190,000       원장 외4명 카드

26 경영지원팀 02월 28일 현업부서 직원 격려 20,000        원장 외1명 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