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금액단위 : 

원)

 사용일자 집행목적  장     소  집행금액 

 2011-01-04 기자단과의 간담회  어부가    335,000 

 2011-01-05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예조    225,000 

 2011-01-05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457,800 

 2011-01-06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480,000 

 2011-01-07 기자단과의 간담회  어부가    346,000 

 2011-01-07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430,540 

 2011-01-09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74,410 

 2011-01-10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450,000 

 2011-01-11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유정집    490,000 

 2011-01-15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본죽＆비빔밥    ＣＡＦＥ종로１가     42,000 

 2011-01-16 외부전문가 간담회  （주）웨스테이트디벨롭먼트    228,690 

 2011-01-17 수행진 간담회  서울스넥     53,000 

 2011-01-18 기자단 간담회  어부가    468,000 

 2011-01-19 외부전문가 간담회  어부가    493,000 

 2011-01-20 내부직원 간담회  （주）보나비종로타워식당    145,200 

 2011-01-20 외부전문가 간담회  어부가    490,000 

 2011-01-20 내부직원 간담회  이조     84,000 

 2011-01-22 외부전문가 간담회  롯데호텔     74,410 

 2011-01-22 내부직원 간담회  신안촌     89,000 

 2011-01-25 기자단 간담회  어부가    475,000 

 2011-01-25 외부전문가 간담회  롯데호텔    434,510 

 2011-01-25 수행진 간담회  송향    114,000 

 2011-01-26 외부전문가 간담회  서울미라마    유한회사    147,620 

 2011-01-26 수행진 간담회  송원     46,000 

 2011-01-26 내부직원 간담회  참숯골    257,400 

 2011-01-27 지상파 방송사 수행기자단 간담회  ＡＷ컨벤션센터    263,340 

 2011-01-27 외부전문가 간담회  롯데호텔    455,300 

 2011-01-28 외부전문가 간담회  롯데호텔    243,910 

 2011-01-28 내부직원 간담회  어부가    480,000 

 2011-01-29 내부직원 간담회  늘단비    100,000 

 2011-01-30 외부전문가 간담회  롯데호텔     74,410 

 2011-01-31 수행진 간담회  정선     24,000 

 2011-01-31 외부전문가 간담회  어부가    490,000 

계 　 　 9,061,540



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금액단위 : 원)

 사용일자 집행목적  장     소  집행금액 

 2011-01-31 내부직원 간담회  뉴서울호텔         272,250 

 2011-02-01 외부전문가 간담회  어부가         455,000 

 2011-02-01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소람          79,500 

 2011-02-07 회의용 음료 및 다과 구입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광화문점         228,430 

 2011-02-07 기자단과의 간담회  어부가         432,000 

 2011-02-07 외부전문가 간담회  롯데호텔         250,000 

 2011-02-10 수행진 간담회  소미칼국수         100,000 

 2011-02-10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주）아워홈서울파이낸스센타         122,100 

 2011-02-12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주）에스에스유통          13,500 

 2011-02-13 외부전문가 간담회  （주）아워홈서울파이낸스센타          86,900 

 2011-02-14 외부전문가 간담회  예조         114,000 

 2011-02-15 외부전문가 간담회  어부가         465,000 

 2011-02-16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346,060 

 2011-02-16 기자단과의 간담회  어부가         415,000 

 2011-02-17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영보낙지         153,000 

 2011-02-17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영덕대게집          73,000 

 2011-02-18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주）보나비    태평로클럽식당         460,000 

 2011-02-18 수행진 간담회  서울스넥          85,000 

 2011-02-19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주）보나비    태평로클럽식당         129,050 

 2011-02-20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63,520 

 2011-02-21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예담         236,000 

 2011-02-21 기자단과의 간담회  어부가         430,000 

 2011-02-21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사까나야         166,210 

 2011-02-22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호미곶    전복         225,000 

 2011-02-23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예담         138,000 

 2011-02-24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예조         238,000 

 2011-02-24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32,000 

 2011-02-24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사까나야         181,620 

 2011-02-25 기자단과의 간담회  어부가         470,000 

 2011-02-25 수행진 간담회  고구려삼계탕          78,000 

 2011-02-25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455,400 

 계 　 　       7,393,540 



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금액단위 : 원)

 사용일자 집행목적  장     소  집행금액 

 2011-03-01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나무가있는집          74,000 

 2011-03-02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350,000 

 2011-03-04 기자단과의 간담회  어부가         470,000 

 2011-03-04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480,000 

 2011-03-05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63,520 

 2011-03-06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63,520 

 2011-03-09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대상해         455,980 

 2011-03-10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예조         104,000 

 2011-03-10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황우촌         490,000 

 2011-03-11 기자단과의 간담회  어부가         460,000 

 2011-03-11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송전         135,000 

 2011-03-11 수행진 간담회  서울스넥         120,000 

 2011-03-12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곰국시집         338,000 

 2011-03-13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황우촌          85,000 

 2011-03-13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410,000 

 2011-03-14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유정집         470,000 

 2011-03-14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385,000 

 2011-03-15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호미곶    전복         450,000 

 2011-03-16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유정집         360,000 

 2011-03-16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330,000 

 2011-03-17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대방골         480,000 

 2011-03-18 기자단과의 간담회  어부가         405,000 

 2011-03-20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66,000 

 2011-03-21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492,000 

 2011-03-22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예조         409,200 

 2011-03-23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고향         134,200 

 2011-03-23 수행진 간담회  함흥에    겨울냉면          22,500 

 2011-03-24 회의용 다과 및 음료 구입  홈플러스（주）Ｅ＿광화문점         292,880 

 2011-03-24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황우촌         496,000 

 2011-03-25 수행진 간담회  칸지고고          57,200 

 2011-03-26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청진옥          25,000 

 2011-03-27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두레         171,600 

 2011-03-28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예조         174,900 

 2011-03-29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주）이티앤제우스불고기브라더          82,170 

 2011-03-29 기자단과의 간담회  어부가         475,000 

 2011-03-29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진동집         103,000 

 2011-03-30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70,000 

 2011-03-30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대상해         474,400 

 2011-03-31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50,000 

 계 　 　      11,375,070 



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금액단위 : 원)

 사용일자 집행목적  장     소  집행금액 

 2011-04-01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80,000 

 2011-04-01 비서실 간담회  （주）보나비종로타워식당         154,000 

 2011-04-04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298,740 

 2011-04-04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영보낙지         272,000 

 2011-04-04 수행진 간담회  송향          66,000 

 2011-04-05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60,000 

 2011-04-05 수행진 간담회  수릿날    설렁탕          39,000 

 2011-04-06 기자단과의 간담회  어부가         450,000 

 2011-04-06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80,000 

 2011-04-07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197,830 

 2011-04-07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마라         457,900 

 2011-04-08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불타는다동화로구이          56,500 

 2011-04-08 기자단과의 간담회  어부가         455,000 

 2011-04-11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90,000 

 2011-04-12 수행진 간담회  국수사          40,000 

 2011-04-13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주）아워홈서울파이낸스센타         113,300 

 2011-04-14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청진옥          21,000 

 2011-04-14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490,000 

 2011-04-14 수행진 간담회  하동관          36,000 

 2011-04-14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490,000 

 2011-04-15 기자단과의 간담회  어부가         450,000 

 2011-04-15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못이저         113,000 

 2011-04-17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주）아워홈서울파이낸스센타          99,000 

 2011-04-18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황우촌         485,000 

 2011-04-18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60,000 

 2011-04-20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예담         360,000 

 2011-04-21 기자와의 간담회  어부가         467,000 

 2011-04-21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진동집         205,000 

 2011-04-22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439,560 

 2011-04-22 수행진 간담회  고구려삼계탕          26,000 

 2011-04-24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주）세부유통          93,500 

 2011-04-25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소람          72,500 

 2011-04-25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웨스테이트디벨롭먼트         173,030 

 계 　 　       8,990,860 



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금액단위 : 원)

 사용일자 집행목적  장     소  집행금액 

 2011-05-03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가시리본점          61,000 

 2011-05-04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480,000 

 2011-05-06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마라         491,600 

 2011-05-06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마라         495,000 

 2011-05-07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225,000 

 2011-05-07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주）아워홈서울파이낸스센타          73,700 

 2011-05-08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416,320 

 2011-05-09 회의용 다과 및 음료 구입  홈플러스（주）Ｅ＿광화문점         188,010 

 2011-05-09 기자단과의 간담회  어부가         475,000 

 2011-05-09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주）세부유통         148,500 

 2011-05-10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대상해         200,000 

 2011-05-10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344,210 

 2011-05-10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아워홈서울파이낸스센타          84,700 

 2011-05-12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마라         468,200 

 2011-05-12 수행진 간담회  늘단비          65,000 

 2011-05-13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주）아워홈서울파이낸스센타         122,100 

 2011-05-13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마라         484,400 

 2011-05-13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가시리본점          91,000 

 2011-05-15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480,000 

 2011-05-16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75,000 

 2011-05-16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소람          77,000 

 2011-05-17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코리아    하우스         194,700 

 2011-05-18 수행진 간담회  고구려삼계탕          28,000 

 2011-05-18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56,000 

 2011-05-19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284,000 

 2011-05-21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우래옥          80,000 

 2011-05-22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63,520 

 2011-05-23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웨스테이트디벨롭먼트         132,500 

 2011-05-23 수행진 간담회  서래본가          36,000 

 2011-05-23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루이         467,500 

 2011-05-24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수송동학         100,000 

 2011-05-24 수행진 간담회  하동관          24,000 

 2011-05-25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예조         268,400 

 2011-05-26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주）달개비    자연음식전문점         460,000 

 2011-05-27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60,000 

 2011-05-30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96,800 

 2011-05-30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10,000 

 2011-05-30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450,000 

 2011-05-30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소람         121,500 

 2011-05-31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32,000 

 계 　 　      10,510,660 



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금액단위 : 원)

 사용일자 집행목적  장     소  집행금액 

 2011-06-01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465,000 

 2011-06-02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예조         133,100 

 2011-06-02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450,000 

 2011-06-03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싸리집         122,850 

 2011-06-04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서울미라마    유한회사         379,940 

 2011-06-05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84,610 

 2011-06-05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곰국시집         207,000 

 2011-06-06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황생가    칼국수         147,000 

 2011-06-06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주）이티앤제우스불고기브라더         263,360 

 2011-06-07 수행진 간담회  （주）이씨엠디    정부중앙청사카          30,800 

 2011-06-07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90,000 

 2011-06-08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332,000 

 2011-06-09 수행진 간담회  송향          46,000 

 2011-06-09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459,670 

 2011-06-10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160,000 

 2011-06-10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470,000 

 2011-06-12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385,000 

 2011-06-12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큰기와집          56,000 

 2011-06-13 회의용 다과음료 구입  홈플러스（주）Ｅ＿광화문점         208,340 

 2011-06-14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대방골         391,600 

 2011-06-18 내부 직원 간담회  충무집         135,000 

 2011-06-19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219,340 

 2011-06-20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32,000 

 2011-06-20 내부 직원 간담회  영보낙지         128,000 

 2011-06-20 내부 직원 간담회  마라         200,000 

 2011-06-21 내부 직원 간담회  （주）파리크라상    무교점          52,100 

 2011-06-21 내부 직원 간담회  하나미          50,000 

 2011-06-22 내부 직원 간담회  어부가         455,000 

 2011-06-23 내부 직원 간담회  유정집         275,000 

 2011-06-24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40,000 

 2011-06-25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286,770 

 2011-06-25 내부 직원 간담회  진미상회         480,000 

 2011-06-26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프레지던트호텔          76,500 

 2011-06-30 내부 직원 간담회  어부가         140,000 

 계 　 　       8,651,980 



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금액단위 : 원)

 사용일자 집행목적  장     소  집행금액 

 2011-04-15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488,440 

 2011-05-06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150,000 

 2011-07-04 내부 직원 간담회  영보낙지         126,000 

 2011-07-05 내부 직원 간담회  어부가         450,000 

 2011-07-05 내부 직원 간담회  양평          75,000 

 2011-07-05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예담         410,000 

 2011-07-06 내부 직원 간담회  유정집         365,000 

 2011-07-08 기자단과의 간담회  어부가         395,000 

 2011-07-08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05,000 

 2011-07-09 내부 직원 간담회  뉴서울호텔         205,700 

 2011-07-10 내부 직원 간담회  큰기와집          74,000 

 2011-07-11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마라         456,000 

 2011-07-11 수행진 간담회  황생가    칼국수          30,000 

 2011-07-12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70,000 

 2011-07-12 내부 직원 간담회  （주）세부유통         132,000 

 2011-07-14 내부 직원 간담회  신안촌          68,000 

 2011-07-14 내부 직원 간담회  평안동만두집          66,000 

 2011-07-15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145,200 

 2011-07-15 기자단과의 간담회  어부가         485,000 

 2011-07-16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214,830 

 2011-07-17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76,230 

 2011-07-18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147,470 

 2011-07-18 기자와의 간담회  어부가         450,000 

 2011-07-19 회의용 다과 및 음료 구입  홈플러스（주）Ｅ＿광화문점         236,080 

 2011-07-19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497,770 

 2011-07-19 수행진 간담회  고구려삼계탕          28,000 

 2011-07-19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산에산유황오리         227,000 

 2011-07-19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200,000 

 2011-07-20 수행진 간담회  정선          20,000 

 2011-07-20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495,000 

 2011-07-21 기자와의 간담회  어부가         455,000 

 2011-07-22 수행 기자단과의 간담회  ＡＷ컨벤션센터         195,800 

 2011-07-22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마라         270,000 

 2011-07-24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아워홈서울파이낸스센타         165,000 

 2011-07-26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황우촌         332,000 

 2011-07-26 수행진 간담회  굴국밥          33,000 

 2011-07-27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241,900 

 2011-07-27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송전         100,000 

 2011-07-28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128,860 

 2011-07-28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영보낙지         166,000 

 2011-07-28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30,000 

 2011-07-29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마구로센          97,900 

 계 　 　      10,204,180 



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금액단위 : 원)

 사용일자 집행목적  장     소  집행금액 

 2011-08-02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370,000 

 2011-08-03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예조         484,000 

 2011-08-04 수행진 간담회  고구려삼계탕          28,000 

 2011-08-08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유정집         195,000 

 2011-08-08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구리개          12,000 

 2011-08-08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95,000 

 2011-08-09 수행진 간담회  삼원복집          26,000 

 2011-08-10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380,000 

 2011-08-11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호텔리츠칼튼서울         247,440 

 2011-08-12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96,700 

 2011-08-12 기자단과의 간담회  어부가         330,000 

 2011-08-13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76,230 

 2011-08-13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260,000 

 2011-08-14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비양도          39,600 

 2011-08-15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주）플라토스호스피탈리티그룹          90,310 

 2011-08-16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청진옥          41,000 

 2011-08-16 수행진 간담회  고구려삼계탕          56,000 

 2011-08-16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400,840 

 2011-08-17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00,000 

 2011-08-17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곰국시집          74,000 

 2011-08-18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예조         412,500 

 2011-08-19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340,720 

 2011-08-19 회의용 음료 및 다과 구입  홈플러스（주）Ｅ＿광화문점         104,710 

 2011-08-19 기자단과의 간담회  어부가         482,000 

 2011-08-20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황우촌          47,000 

 2011-08-20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400,000 

 2011-08-20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큰기와집          67,500 

 2011-08-21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76,230 

 2011-08-21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주）파리크라상    무교점         107,500 

 2011-08-22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더소호          66,000 

 2011-08-22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민소한우         173,800 

 2011-08-24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270,000 

 2011-08-24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곰국시집         276,000 

 2011-08-25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490,000 

 2011-08-26 기자단과의 간담회  어부가         445,000 

 2011-08-26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유정집         165,000 

 2011-08-26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주）아워홈서울파이낸스센타         354,200 

 2011-08-27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225,060 

 2011-08-27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민소한우          84,700 

 2011-08-28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180,000 

 2011-08-29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유정집         340,000 

 2011-08-29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영보낙지          40,000 

 2011-08-30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주）호텔인터불고         150,000 

 2011-08-30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소람         116,000 

 2011-08-31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152,460 

 2011-08-31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493,000 

 계 　 　      10,161,500 



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금액단위 : 원)

 사용일자 집행목적  장     소  집행금액 

 2011-09-01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주）베이징코야         241,000 

 2011-09-02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304,920 

 2011-09-02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400,080 

 2011-09-03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456,800 

 2011-09-03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499,000 

 2011-09-04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341,000 

 2011-09-13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272,090 

 2011-09-14 회의용 음료 및 다과 구입비  홈플러스（주）Ｅ＿광화문점         161,080 

 2011-09-14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310,000 

 2011-09-15 수행진 간담회  아리랑          14,000 

 2011-09-15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씨디엘호텔코리아         188,270 

 2011-09-16 기자단과의 간담회  어부가         375,000 

 2011-09-16 수행진 간담회  송향          46,000 

 2011-09-17 기자와의 간담회  뉴서울호텔          82,280 

 2011-09-18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435,000 

 2011-09-19 기자단과의 간담회  예조         440,000 

 2011-09-20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455,000 

 2011-09-21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주）뚜리삼          81,000 

 2011-09-22 기자와의 간담회  （주）세부유통         164,450 

 2011-09-23 기자와의 간담회  동원          23,000 

 2011-09-25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240,000 

 2011-09-26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예조         446,600 

 2011-09-26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민소한우          84,700 

 2011-09-26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118,000 

 2011-09-27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예담         340,000 

 2011-09-28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295,000 

 2011-09-28 기자와의 간담회  송전         106,000 

 2011-09-28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예조         429,000 

 2011-09-28 수행진 간담회  원조흑산도홍어본가         166,000 

 2011-09-28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245,000 

 2011-09-29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사랑채         490,000 

 2011-09-29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345,000 

 2011-09-29 수행진 간담회  송향          42,000 

 2011-09-30 기자단과의 간담회  어부가         375,000 

 2011-09-30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북천골         131,000 

 계 　 　       9,143,270 



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금액단위 : 원)

 사용일자 집행목적  장     소  집행금액 

 2011-10-01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삼전회전초밥          38,000 

 2011-10-02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335,000 

 2011-10-04 수행진 간담회  （주）공영식품기소야서여의도          13,500 

 2011-10-04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인터내셔날클럽매니지먼트그룹         157,300 

 2011-10-04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480,000 

 2011-10-05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314,000 

 2011-10-06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260,000 

 2011-10-07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베니니（ＢＥＮＩＧＮＩ）         220,000 

 2011-10-07 수행진 간담회  솔모랑깡장집         110,000 

 2011-10-08 수행진 간담회  청진옥          16,000 

 2011-10-10 기자단과의 간담회  어부가         485,000 

 2011-10-10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76,470 

 2011-10-10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베니니（ＢＥＮＩＧＮＩ）         151,800 

 2011-10-10 수행진 간담회  청풍          60,000 

 2011-10-11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240,000 

 2011-10-11 수행진 간담회  가든궁          78,000 

 2011-10-12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영보낙지          60,000 

 2011-10-13 기자단과의 간담회  어부가         435,000 

 2011-10-13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유정집         480,000 

 2011-10-14 회의용 음료 및 다과 구입  홈플러스（주）Ｅ＿광화문점         155,450 

 2011-10-14 상임위원 비서관 간담회  싸리집         200,650 

 2011-10-15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블루밍가든    청계천점          78,100 

 2011-10-15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뽐모도로          32,000 

 2011-10-17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예조         226,600 

 2011-10-17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영보낙지         166,000 

 2011-10-17 기자와의 간담회  소람         153,500 

 2011-10-18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한라의집         124,000 

 2011-10-18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450,000 

 2011-10-19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유정집         340,000 

 2011-10-20 기자단과의 간담회  어부가         385,000 

 2011-10-20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북천골          97,000 

 2011-10-22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240,000 

 2011-10-24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예담         300,000 

 2011-10-24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375,000 

 2011-10-25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예조         286,000 

 2011-10-25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미스터차우에이치큐주식회사          82,500 

 2011-10-26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395,000 

 2011-10-26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210,000 

 2011-10-27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동원         450,000 

 2011-10-28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충무집          85,000 

 2011-10-29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예조         440,000 

 2011-10-30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101,530 

 2011-10-30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210,000 

 2011-10-31 수행진 간담회  송향          24,000 

 2011-10-31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수송동학         110,000 

 2011-10-31 수행진 간담회  미스터피자          54,400 

 계 　 　       9,781,800 



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금액단위 : 원)

 사용일자 집행목적  장     소  집행금액 

 2011-11-03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다솔         177,000 

 2011-11-03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75,000 

 2011-11-04 회의용 다과 및 음료 구입  홈플러스（주）Ｅ＿광화문점         150,730 

 2011-11-04 기자단과의 간담회  어부가         460,000 

 2011-11-04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23,000 

 2011-11-07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250,000 

 2011-11-08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오미찌         400,400 

 2011-11-08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바지락칼국수         177,000 

 2011-11-09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404,860 

 2011-11-09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감촌          46,000 

 2011-11-10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예조         418,000 

 2011-11-10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주）베이징코야         215,500 

 2011-11-11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192,720 

 2011-11-14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예조         313,500 

 2011-11-14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베니니（ＢＥＮＩＧＮＩ）         177,100 

 2011-11-15 수행진 간담회  송향          66,000 

 2011-11-15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451,580 

 2011-11-17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200,000 

 2011-11-18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유정집         115,000 

 2011-11-18 기자단과의 간담회  어부가         402,000 

 2011-11-18 수행진 간담회  곰국시집         191,000 

 2011-11-19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101,530 

 2011-11-19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민소한우          88,000 

 2011-11-20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50,000 

 2011-11-21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영보낙지         220,000 

 2011-11-22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예조         423,500 

 2011-11-22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55,000 

 2011-11-23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불타는조개          94,000 

 2011-11-23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71,000 

 2011-11-25 기자단과의 간담회  어부가         447,000 

 2011-11-28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주）썬앳푸드스파게띠아광화문          40,700 

 2011-11-28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마라         480,000 

 2011-11-30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10,000 

 계 　 　       9,387,120 



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금액단위 : 원)

 사용일자 집행목적  장     소  집행금액 

 2011-12-01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10,000 

 2011-12-01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유정집         310,000 

 2011-12-02 기자단과의 간담회  어부가         452,000 

 2011-12-02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406,560 

 2011-12-05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유정집         210,000 

 2011-12-06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북천골          87,000 

 2011-12-06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ＡＷ컨벤션센터         450,000 

 2011-12-07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345,000 

 2011-12-08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부림         300,000 

 2011-12-08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유정집         355,000 

 2011-12-09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큰기와집         254,100 

 2011-12-09 기자단과의 간담회  어부가         405,000 

 2011-12-10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101,530 

 2011-12-10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일품당샤브샤브          58,300 

 2011-12-11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웨스테이트디벨롭먼트         227,480 

 2011-12-11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진주집          41,000 

 2011-12-12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275,000 

 2011-12-12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예담         310,000 

 2011-12-13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95,000 

 2011-12-13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예조         375,100 

 2011-12-14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예담         150,000 

 2011-12-14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60,000 

 2011-12-15 회의용 다과 및 음료 구입  홈플러스（주）Ｅ＿광화문점         241,680 

 2011-12-15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유정집         310,000 

 2011-12-16 기자단과의 간담회  어부가         490,000 

 2011-12-16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19,000 

 2011-12-17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330,000 

 2011-12-18 기자단과의 간담회  대도식당         159,000 

 2011-12-19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예조         399,300 

 2011-12-19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세종관          14,000 

 2011-12-19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225,000 

 2011-12-20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빈하롱         230,000 

 2011-12-20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유정집         355,000 

 2011-12-21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예담         360,000 

 2011-12-21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465,000 

 2011-12-22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422,000 

 2011-12-22 기자단과의 간담회  채운         132,000 

 2011-12-23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곰국시집          78,000 

 2011-12-24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76,230 

 2011-12-24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예조         440,000 

 2011-12-26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유정집         365,000 

 2011-12-26 비서실 간담회  영주식당         432,000 

 2011-12-27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440,000 

 2011-12-28 수행진 간담회  카레루마루         137,900 

 2011-12-28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무궁화         457,380 

 2011-12-29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오미찌         415,800 

 2011-12-29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필경재         425,000 

 2011-12-29 수행진 간담회  정선         111,000 

 2011-12-30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동해          60,500 

 2011-12-30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465,000 

 2011-12-30 수행진 간담회  불고기 브라더스         190,000 

 2011-12-31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205,000 

 2011-12-31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자콥         340,000 

 계 　 　      15,668,8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