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명

집행부서(자)

사업명

카드번호

사용일시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기관장

업무추진비

4079-16**-****-0602

2017-01-02

사용시간
19:07:27 자연매운탕

상호명

금액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진흥본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498

2017-01-02

20:42:31 복성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운영부장

업무추진비

4140-11**-****-2254

2017-01-03

9:56:00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교류센터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167

2017-01-03

12:20:12 서브웨이충정로점(sub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진흥본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498

2017-01-03

19:27:58 정선할매곤드레

20,000 부서 주요운영방향 점검회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업무추진비

4140-11**-****-8563

2017-01-03

11:49:31 파리바케트

42,400 KYWA-삼락회 업무협약

(주)씨엘푸드

집행사유

70,000 1월 기관업무추진비 집행(부장단 사업계획 및 현안논의)
162,000 청소년업무 정보 교류
5,600 인증운영기관 관계자 면담
19,000 정보사업 업무 협의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활동운영부장

업무추진비

4518-44**-****-1197

2017-01-03

13:00:43 24시명가생고기김치찌개

26,000 부서 업무협의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부장

업무추진비

4518-44**-****-2290

2017-01-03

21:48:49 교촌치킨 목천점

64,000 직원 간담회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우주활동부장

업무추진비

9430-16**-****-4919

2017-01-03

19:38:00 삼거리치킨

35,000 야간 천문대 관측자 및 신규, 종료 직원 간담회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우주활동부장

업무추진비

9430-16**-****-4919

2017-01-03

20:48:00 나로도마트

37,200 야간 천문대 관측자 및 신규, 종료 직원 간담회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원장

업무추진비

9430-16**-****-7579

2017/01/03

19:58:12 이조손두부

국립청소년해양센터

고객지원부장

업무추진비

9430-16**-****-7827

2017/01/03

12:21:53 백경식당

140,000 BTL협력사 직원 신년 간담회
60,000 고객지원부 회의 개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원장

업무추진비

9430-16**-****-9349

2017-01-03

19:56:27 봉화골화로구이

85,000 간부급 직원 업무 간담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운영부장

업무추진비

4140-11**-****-2254

2017-01-04

19:44:05 아빠곰탕(서대문역점)

59,000 경영평가 지표 실적검토회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안전지원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100

2017-01-04

11:54:26 조계사사찰음식점삼

12,000 17년 안전교육 및 홍보업무 협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정보사업팀장

업무추진비

4140-11**-****-8118

2017-01-04

12:58:05 미소

55,000 신년 업무협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참여봉사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183

2017-01-04

12:59:39 마루샤브충정로점

59,200 2016년 부서 사업결과 공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전략기획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340

2017-01-04

13:41:39 씨유충정로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기획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365

2017-01-04

19:38:15 서대문왕자식당

4,900 여가부 신입사무관 교육운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진흥본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498

2017-01-04

19:23:09 (주)광화문아띠명동칼

64,000 청소년계 정보 교류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연수운영부장

업무추진비

4518-44**-****-1530

2017-01-04

12:38:27 병천전통순대

31,000 연수운영부 직원 면담

190,000 17년도 부서중점추진방향 검토회의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원장

업무추진비

4518-44**-****-2282

2017-01-04

12:33:40 경북당

30,000 부서장 간담회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원장

업무추진비

4518-44**-****-2282

2017-01-04

12:38:06 아우네엄나무순대

30,000 식당, 생활관 직원 간담회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원장

업무추진비

4518-44**-****-2282

2017-01-04

21:28:58 더블유횟집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운영관리부장

업무추진비

9430-16**-****-4901

2017-01-04

18:43:00 에브리데이고흥점

128,000 신년 간부직원 간담회
19,900 용역사 미화담당 안병금 병문안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원장

업무추진비

9430-16**-****-7579

2017/01/04

12:38:33 상주횟집

48,000 영덕 주민 친화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원장

업무추진비

9430-16**-****-7579

2017/01/04

20:14:47 이가네옛불고기

95,000 주민친화

국립청소년해양센터

활동운영부장

업무추진비

9430-16**-****-7660

2017/01/04

19:41:25 전통막국수전문점

82,000 울진해양과학관 담당자 간담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운영부장

업무추진비

4140-11**-****-2254

2017-01-05

12:30:52 띵스체인지(ThingsCh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안전지원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100

2017-01-05

12:05:26 (주)씨엘푸드

7,000 직원 면담
23,300 부서간 협업논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사업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324

2017-01-05

18:26:57 마포식당

37,000 활동사업부 회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사업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324

2017-01-05

22:42:55 공간마트

14,000 활동사업부 회의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활동운영부장

업무추진비

4518-44**-****-1197

2017-01-05

12:21:47 쉐이드트리

26,700 2017 활동운영회의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활동운영부장

업무추진비

4518-44**-****-1197

2017-01-05

18:28:02 생물조개짬뽕

27,000 활동선임사업회의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연수센터장

업무추진비

4518-44**-****-2864

2017-01-05

18:43:43 김가네고향집

25,000 운영관리부 업무협의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운영관리부장

업무추진비

9430-16**-****-7298

2017/01/05

12:44:14 유성청과

30,000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설 관계자 간담회

국립청소년해양센터

활동운영부장

업무추진비

9430-16**-****-7660

2017/01/05

19:56:58 PIPE9

63,300 선박탐사코스 평가회의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운영관리부

업무추진비

9430-16**-****-9372

2017-01-05

12:53:55 국일반점

56,000 비계량 보고서작성 업무협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운영부장

업무추진비

4140-11**-****-2254

2017-01-06

22:23:33 양드림식당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경영관리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084

2017-01-06

10:26:46 (주)씨엘푸드

124,000 16년 부서 성과평가회의
8,000 노무관련협의

사업장명

집행부서(자)

사업명

카드번호

사용일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안전지원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100

2017-01-06

사용시간

상호명

12:33:31 한식손만두집

금액

집행사유

52,000 17년 안전교육 과정편성 협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교류센터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167

2017-01-06

12:37:50 선진국낙지마당

30,000 청소년교류센터 연간 업무게획 공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사업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324

2017-01-06

19:46:25 참맛집

80,000 고마워YO 사업회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사무처장

업무추진비

4140-11**-****-8589

2017-01-06

20:25:09 소담

140,000 사무처 현안 논의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원장

업무추진비

4518-44**-****-2282

2017-01-06

13:29:21 아름다운정원 화수목

315,000 유관기관 오찬 간담회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활동운영부

업무추진비

9430-16**-****-6299

2017-01-06

20:06:03 봉화골화로구이

82,000 2017년도 사업담당자 준비 회의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원장

업무추진비

9430-16**-****-9349

2017-01-06

20:01:44 완도전복

30,000 간부급 직원 업무 간담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사업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324

2017-01-07

21:30:34 가마솥양평해장국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부장

업무추진비

4079-16**-****-0610

2017-01-09

19:28:52 효동영양원
쉐이드트리

70,000 로엔 서포터즈 회의
113,000 1월 기관업무추진비 집행(확대간부회의 추진식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경영관리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084

2017-01-09

9:36:25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진흥본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498

2017-01-09

20:12:10 소담

115,000 활동진흥본부 주요업무방향 검토

5,400 중앙수련원 업무의견 청취 및 간담회
133,300 연수운영부 직원 신년 간담회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연수운영부장

업무추진비

4518-44**-****-1530

2017-01-09

20:42:30 (주)풀잎채천안펜타포트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연수센터장

업무추진비

4518-44**-****-2864

2017-01-09

21:54:30 본스치킨목천점

64,000 구매관련업무 업무협의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운영관리부장

업무추진비

9430-16**-****-4901

2017-01-09

21:29:00 나로도마트

18,300 야간근무자 업무협의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원장

업무추진비

9430-16**-****-7579

2017/01/09

19:46:10 경포해물탕

88,000 주민친화 홍보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부장

업무추진비

4079-16**-****-0610

2017-01-10

22:36:53 네네치킨

57,000 1월 부장업무활동비 집행(협력업체 업무협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경영평가부장

업무추진비

4140-11**-****-6815

2017-01-10

21:54:30 복성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기획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365

2017-01-10

12:40:12 종로보쌈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진흥본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498

2017-01-10

20:45:41 복성각

150,000 경영평가관련유관기관협의
48,000 부서장 업무교류
217,000 청소년 연수 정보 교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업무추진비

4140-11**-****-8563

2017-01-10

13:22:20 팻누들유한회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사무처장

업무추진비

4140-11**-****-8589

2017-01-10

12:28:45 다래

120,000 활동사업부 사업평가회의

29,500 언론 관계자 간담회
139,000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업무협의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연수기획부장

업무추진비

4518-44**-****-1548

2017-01-10

12:57:45 서대리샤브손칼국수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연수센터장

업무추진비

4518-44**-****-2864

2017-01-10

21:32:24 용춘칼국수

39,000 행사관련 업무협의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우주활동부장

업무추진비

9430-16**-****-4919

2017-01-10

18:15:00 모아마트

21,400 천문올림피아드 조교와 간담회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우주활동부장

업무추진비

9430-16**-****-4919

2017-01-10

18:18:00 삼거리치킨

53,000 천문올림피아드 조교와 간담회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활동운영부

업무추진비

9430-16**-****-6299

2017-01-10

14:38:40 커피홀릭

23,000 활동사업부 간담회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활동운영부

업무추진비

9430-16**-****-6299

2017-01-10

14:51:34 (주)하모니마트김제점

14,600 활동사업부 간담회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운영관리부장

업무추진비

9430-16**-****-7298

2017/01/10

19:15:58 해동초밥

33,000 직원 면담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원장

업무추진비

9430-16**-****-9349

2017-01-10

20:43:44 회남자

44,500 김제교육지원청과 업무협의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고객지원부

업무추진비

9430-16**-****-9364

2017-01-10

20:01:20 왕서방왕족발

84,000 고객지원부 새해 업무협의 간담회
77,000 1월 부장업무활동비 집행(2017년 사업운영회의)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활동운영부장

업무추진비

4079-16**-****-0303

2017-01-11

19:27:30 미강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기관장

업무추진비

4079-16**-****-0602

2017-01-11

15:49:49 맥도날드용인휴게소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교류센터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167

2017-01-11

12:35:29 나미키

9,000 1월 기관업무추진비 집행(서울가정법원MOU참여자음료대)
101,000 국제교류활동 홍보관련 회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전략기획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340

2017-01-11

10:10:17 (주)씨엘푸드

27,100 정부 3.0 담당자 회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전략기획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340

2017-01-11

12:47:31 나미키

49,400 기관장실적보고서 작성회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감사실장

업무추진비

4140-11**-****-8548

2017-01-11

13:15:37 다래

92,000 경영관리부 직원 간담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업무추진비

4140-11**-****-8563

2017-01-11

18:09:59 좋은날/(주)쥐에프디(

46,000 청소년교류 관련 자문회의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연수운영부장

업무추진비

4518-44**-****-1530

2017-01-11

9:25:33

30,000 여직원 신년 간담회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원장

업무추진비

9430-16**-****-4927

2017-01-11

15:03:00 ㈜제이에스물산 망향휴게소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원장

업무추진비

9430-16**-****-4927

2017-01-11

20:12:00 아리랑산장어숯불구이

쉐이드트리

7,600 2017년 청소년계 신년인사회 참석 출장자 간담회
299,000 청소년계 신년인사회 출장내용 직원 공유 및 2017년 발전방향 모색

사업장명

집행부서(자)

사업명

카드번호

사용일시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부장

업무추진비

4079-16**-****-0610

2017-01-12

사용시간

상호명

12:29:25 신세계

금액

집행사유

69,000 1월 부장업무활동비 집행(신년 업무계획 수립 회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399

2017-01-12

12:41:27 시골칼국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진흥본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498

2017-01-12

19:50:52 다래

111,000 주요사업 과제 선정회의
30,000 공모사업시상식 업무진행사항 점검 회의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연수기획부장

업무추진비

4518-44**-****-1548

2017-01-12

13:42:02 (주) 에스피씨 삼립 빚은 서울역

28,000 자격제도 개선 관련 업무협의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연수기획부장

업무추진비

4518-44**-****-1548

2017-01-12

14:16:52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

18,200 자격제도 개선 관련 업무협의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부장

업무추진비

4518-44**-****-2290

2017-01-12

10:03:04 쉐이드트리

32,300 부서업무회의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연수센터장

업무추진비

4518-44**-****-2864

2017-01-12

19:07:17 유가네내고향붕어찜

78,000 협력업체 연수관련 간담회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운영관리부장

업무추진비

9430-16**-****-7298

2017/01/12

20:04:28 포항식당

94,000 직원 신년 간담회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원장

업무추진비

9430-16**-****-9349

2017-01-12

22:11:34 가원

50,000 운영관리부 업무 간담회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고객지원부

업무추진비

9430-16**-****-9364

2017-01-12

18:28:51 지평선한우명품관

31,000 비계량지표 담당자 작성관련 업무협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교류센터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167

2017-01-13

12:39:09 엄마손칼국수

34,000 ECOSOC 청소년포럼 운영회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사업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324

2017-01-13

20:24:49 당산원조곱창양짓머리

46,000 자기도전포상제 사업 회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감사실장

업무추진비

4140-11**-****-8548

2017-01-13

19:07:41 다래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연수센터장

업무추진비

4518-44**-****-2864

2017-01-13

12:34:51 병천전통순대

192,000 청렴도 개선TF 직원 간담회
84,000 자격연수 운영진 간담회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우주활동부장

업무추진비

9430-16**-****-4919

2017-01-13

16:47:00 CU 마산석전부영점

28,000 후송환자 병문안 음료수 구매

국립청소년우주센터

고객지원부장

업무추진비

9430-16**-****-4943

2017-01-13

15:06:00 아람분식

30,000 신입직원 멘토링교육 간담회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고객지원부장

업무추진비

4079-16**-****-0628

2017-01-16

20:27:36 용추골미궁순대

38,000 1월 부장업무활동비 집행(고객지원부 성과 평가회의)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연수운영부장

업무추진비

4518-44**-****-1530

2017-01-16

20:31:03 첫집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고객지원부장

업무추진비

4518-44**-****-2308

2017-01-16

10:46:14 코레일유통(주)서부지사

160,000 연수기획 및 운영부 업무 협의
24,000 고객유치 업무 간식

국립청소년해양센터

고객지원부장

업무추진비

9430-16**-****-7827

2017/01/16

12:44:33 이소현양평해장국

33,000 출장중 활동운영부와 BSC비계량 관련 회의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활동운영부장

업무추진비

4079-16**-****-0303

2017-01-17

19:59:16 한우돼지세상

70,000 1월 부장업무활동비 집행(드림꾸러미사업 기획회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경영관리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084

2017-01-17

21:18:27 신현무관

49,000 부서 업무추진계획 수립 회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사업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324

2017-01-17

19:23:25 주식회사비케이알/버

24,000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회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399

2017-01-17

16:11:25 스위트번스

15,400 노무관련 외부전문가 자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진흥본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498

2017-01-17

19:34:31 다래

44,000 활동정보 통합시스템 관련 후속 조치사항 검토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활동운영부장

업무추진비

4518-44**-****-1197

2017-01-17

12:49:48 용춘칼국수

51,000 여직원 고충상담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원장

업무추진비

9430-16**-****-4927

2017-01-17

19:42:00 순천식당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활동운영부

업무추진비

9430-16**-****-6299

2017-01-17

15:44:47 뚜레쥬르김제검산점

326,000 천문올림피아드 강사, 운영진과의 간담회

국립청소년해양센터

고객지원부장

업무추진비

9430-16**-****-7827

2017/01/17

20:48:27 제일가든

306,000 고객지원부 회의 개최
111,000 고객지원부 업무 간담회

38,420 특성화캠프 사업담당자 회의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원장

업무추진비

9430-16**-****-9349

2017-01-17

19:39:31 지평선한우명품관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고객지원부

업무추진비

9430-16**-****-9364

2017-01-17

20:02:04 태능숯불갈비

49,000 고객지원부 사업계획서 작성관련 업무협의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활동운영부장

업무추진비

4079-16**-****-0303

2017-01-18

12:30:46 늘봄먹거리

30,000 1월 부장업무활동비 집행(반장기획회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안전지원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100

2017-01-18

13:03:44 황금정

52,000 17년 사업계획 협의회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안전지원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100

2017-01-18

16:20:18 진로마트

50,900 주무부서 17년 사업협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정보사업팀장

업무추진비

4140-11**-****-8118

2017-01-18

12:31:40 영덕물회

58,000 희망광고 기획안 협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교류센터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167

2017-01-18

12:40:20 내림손삼계탕

29,000 국가간 청소년교류 운영회의
130,300 청렴도 개선 의견수렴 간담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감사실장

업무추진비

4140-11**-****-8548

2017-01-18

13:09:58 타볼로(Tavolo)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사무처장

업무추진비

4140-11**-****-8589

2017-01-18

19:19:24 김가네고향집

56,000 청소년계 현안 논의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연수운영부장

업무추진비

4518-44**-****-1530

2017-01-18

12:40:20 나무향기

18,000 비계량성과면담 연수운영부 공유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연수기획부장

업무추진비

4518-44**-****-1548

2017-01-18

12:40:49 유가네내고향붕어찜

60,000 신규과정 개방을 위한 간담회

사업장명

집행부서(자)

사업명

카드번호

사용일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부장

업무추진비

4518-44**-****-2290

2017-01-18

사용시간

상호명

국립청소년우주센터

고객지원부장

업무추진비

9430-16**-****-4943

2017-01-18

21:26:00 난이네초장집

232,000 2017년 식당운영관련 협의 후 식사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활동운영부

업무추진비

9430-16**-****-6299

2017-01-18

16:36:02 주식회사하모니마트요촌점

100,800 목적사업보고 준비 회의
120,000 영덕읍민회원 대상 홍보 친화 도모

21:17:54 황칠오리

금액

집행사유

60,000 BSC 평가회의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원장

업무추진비

9430-16**-****-7579

2017/01/18

21:53:39 사랑방실내포장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원장

업무추진비

9430-16**-****-9349

2017-01-18

12:52:42 지평선바지락죽

41,000 김제경찰서와 업무협의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운영관리부

업무추진비

9430-16**-****-9372

2017-01-18

13:22:03 다래

54,000 개인,정보보안 평가 업무협의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활동운영부장

업무추진비

4079-16**-****-0303

2017-01-19

20:52:24 미엘

14,000 1월 부장업무활동비 집행(활동운영부 운영계획 수립)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활동운영부장

업무추진비

4079-16**-****-0303

2017-01-19

19:43:20 미엘

28,500 1월 부장업무활동비 집행(활동운영부 운영계획 수립)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활동운영부장

업무추진비

4079-16**-****-0303

2017-01-19

12:43:24 산밑에집

54,000 1월 부장업무활동비 집행(둥근세상만들기 캠프 업무협의)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기관장

업무추진비

4079-16**-****-0602

2017-01-19

12:37:51 금학칼국수

68,000 1월 기관업무추진비 집행(차장단사업계획논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사업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324

2017-01-19

12:14:18 삼성웰스토리(주)NH금

5,000 활동사업부 회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사업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324

2017-01-19

12:14:23 삼성웰스토리(주)NH금

5,000 활동사업부 회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사업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324

2017-01-19

12:14:27 삼성웰스토리(주)NH금

5,000 활동사업부 회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사업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324

2017-01-19

12:14:31 삼성웰스토리(주)NH금

5,000 활동사업부 회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사업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324

2017-01-19

12:14:35 삼성웰스토리(주)NH금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업무추진비

4140-11**-****-8563

2017-01-19

13:13:15 파리크라상광화문점

5,000 활동사업부 회의
22,800 언론인 간담회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고객지원부장

업무추진비

4518-44**-****-2308

2017-01-19

12:24:20 홍두깨손칼국수

48,000 고객유치 업무 간담회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고객지원부장

업무추진비

4518-44**-****-2308

2017-01-19

21:55:38 24시족팔어

92,000 직원 간담회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우주활동부장

업무추진비

9430-16**-****-4919

2017-01-19

19:41:00 삼거리치킨

35,000 특성화 캠프 서포터즈 간담회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운영관리부장

업무추진비

9430-16**-****-7298

2017/01/19

14:34:23 동해안횟집

30,000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컨설턴트 업무협의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원장

업무추진비

9430-16**-****-7579

2017/01/19

21:00:29 만나고쪽갈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안전지원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100

2017-01-20

12:33:20 녹두삼계탕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안전지원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100

2017-01-20

16:00:08 (주)씨엘푸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감사실장

업무추진비

4140-11**-****-8548

2017-01-20

14:33:11 쉐이드트리

199,000 과장급이상 직원 간담회
52,000 17년 안전지원 사업 엽계협의
9,500 17년 연간 활동현장점검 협업방안 협의
50,000 경영관리부 직원 간담회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원장

업무추진비

9430-16**-****-9349

2017-01-20

13:07:05 지평선바지락죽

30,000 운영관리부 업무 간담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경영관리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084

2017-01-22

10:46:16 파리바게뜨용곡눈들

38,500 경영평가집필진 간담회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부장

업무추진비

4079-16**-****-0610

2017-01-23

19:51:17 용평정육식당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고객지원부장

업무추진비

4079-16**-****-0628

2017-01-23

19:21:48 서해안식당

34,000 협력사 근로자 업무협의
300,000 17년도 사업계획 및 워크숍계획 수립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안전지원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100

2017-01-23

12:43:54 (주)씨엘푸드

38,900 17년 홍보 체계화 전략회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교류센터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167

2017-01-23

13:10:07 마루샤브충정로점

74,000 청소년교류센터 서포터즈 운영회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업무추진비

4140-11**-****-8563

2017-01-23

12:51:55 버거운녀석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사무처장

업무추진비

4140-11**-****-8589

2017-01-23

20:00:39 만석궁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운영관리부장

업무추진비

9430-16**-****-4901

2017-01-23

20:39:00 우주식당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원장

업무추진비

9430-16**-****-7579

2017/01/23

20:04:09 상주횟집

20,400 홍보 관련 간담회
121,000 청소년활동관련 협의
77,000 2017년도 센터 운영방향 협의 간담회
116,000 BSC보고서작성 재검토 회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경영평가부장

업무추진비

4140-11**-****-6815

2017-01-24

21:22:53 대산엠앤에프

221,000 15년 경영평가 TF 집필회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399

2017-01-24

13:08:23 부부반점

143,000 보고서 초안 검토회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진흥본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498

2017-01-24

12:59:29 어바웃샤브서대문점

28,500 방과후아카데미 업무방향 논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업무추진비

4140-11**-****-8563

2017-01-24

13:06:21 나미키

64,800 인사발령 관련 직원 간담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사무처장

업무추진비

4140-11**-****-8589

2017-01-24

13:07:13 미소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운영관리부장

업무추진비

9430-16**-****-4901

2017-01-24

12:21:00 아빠곰탕(서대문역점)

100,000 노사 간담회
24,000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이의제기 면담 출장 중식

사업장명

집행부서(자)

사업명

카드번호

사용일시

국립청소년우주센터

고객지원부장

업무추진비

9430-16**-****-4943

2017-01-24

사용시간

상호명

21:23:00 담양숯불갈비

국립청소년해양센터

활동운영부장

업무추진비

9430-16**-****-7660

2017/01/24

21:13:39 호식이두마리치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경영관리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084

2017-01-25

21:24:17 복성각

금액

집행사유

229,000 2017년 수입지출계획 업무별 협의 후 식사
58,000 중앙 고객지원부 교류
282,000 경영관리부 신년 간담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정보사업팀장

업무추진비

4140-11**-****-8118

2017-01-25

13:04:00 미소

65,000 기관장 정보사업팀 연간 업무보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진흥본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498

2017-01-25

19:49:57 마포식당

45,000 국립수련원건립지원단 주요 현안 관련 논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업무추진비

4140-11**-****-8563

2017-01-25

13:07:50 (주)스타벅스커피코리

21,000 정보사업 관련 현안 논의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활동운영부장

업무추진비

4518-44**-****-1197

2017-01-25

12:43:21 석정

73,000 부서비계량 보고서 평가회의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부장

업무추진비

4518-44**-****-2290

2017-01-25

12:40:20 멕시카나치킨목천점

31,000 야외작업자 지원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운영관리부장

업무추진비

9430-16**-****-4901

2017-01-25

21:36:00 황가숯불양념족발

47,000 우주활동부, 고객지원부 업무고충 협의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운영관리부

업무추진비

9430-16**-****-9372

2017-01-25

13:20:20 옛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정보사업팀장

업무추진비

4140-11**-****-8118

2017-01-26

12:39:05 나미키

130,000 여직원 간담회
44,000 수련원 전보직원 활동정보 홍보협조요청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참여봉사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183

2017-01-26

12:37:28 다래

50,000 부서 업무현안 보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사업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324

2017-01-26

12:31:00 아빠곰탕(서대문역점)

16,000 자기도전포상제 사업 회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전략기획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340

2017-01-26

12:48:47 선진국낙지마당

75,000 기관장실적보고서 중간점검회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진흥본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498

2017-01-26

19:15:11 하우스쿡(Housecook)

17,000 청소년유관업무 정보교류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활동운영부장

업무추진비

4518-44**-****-1197

2017-01-26

16:58:44 두리공판장

28,200 명절근무자 업무지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연수센터장

업무추진비

4518-44**-****-2864

2017-01-26

16:41:15 홍두깨손칼국수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원장

업무추진비

9430-16**-****-4927

2017-01-26

12:46:00 솔바위

87,000 경영평가보고서 관련 논의
200,000 2017년 각 부서 주요추진사업 및 운영방향 협의 간담회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원장

업무추진비

9430-16**-****-7579

2017/01/26

19:48:18 이가네옛불고기

73,000 영덕청년회 간부 간담회

국립청소년해양센터

활동운영부장

업무추진비

9430-16**-****-7660

2017/01/26

12:49:35 탐라식당

48,000 전보발령자 간담회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기관장

업무추진비

4079-16**-****-0602

2017-01-31

20:00:17 다래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부장

업무추진비

4079-16**-****-0610

2017-01-31

12:37:52 산밑에집

154,000 1월 기관업무추진비 집행(주요현안사업논의)
88,000 1월 기관업무추진비 집행(전보직원간담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399

2017-01-31

12:52:43 한식손만두집

36,000 전보직원 면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진흥본부장

업무추진비

4140-11**-****-8498

2017-01-31

20:12:42 마포식당

51,000 부서간 사업연게방안 협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업무추진비

4140-11**-****-8563

2017-01-31

13:17:25 원가

50,000 언론인 간담회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원장

업무추진비

9430-16**-****-9349

2017-01-31

13:21:44 양평누리해장국

22,500 활동운영부 업무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