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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2 원자력안전위 전직원에 대한 전문성 강화 모색을 위한 간담회 248,050 모락 카드

2012-01-03 소속기관 신규 임원진과의 간담회 359,600 콴쒸이 카드

2012-01-05 원자력안전분야 현안사항의 안전기준 관련 업무협의 258,000 이남장 카드

2012-01-09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 관련 업무협의 112,200 콩두에프앤씨 카드

2012-01-09 2012년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활동계획 수립 등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118,000 산채향 카드

2012-01-11 UAE 원자력안전협력 관련 업무협의 395,000 필경재 카드

2012-01-11 소속기관 신년 업무보고 관련 간담회 103,000 야마야 카드

2012-01-13 안전기준과 현안업무 관련 간담회 144,000 산채향 카드

2012-01-17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사업 추진 관련 간담회 227,000 나무가있는집 카드

2012-01-19 원자력안전 국제협력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협의 370,000 어부가 카드

2012-01-20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안사항 관련 간부 간담회 96,000 이남장 카드

2012-01-27 핵안보정상회의 준비 TF팀과의 간담회 154,000 야마야 카드

2012-02-01 한-IAEA 안전조치 협력관련 관련기관 간담회 259,000 산채향 카드

2012-02-06 원전 안전관리 제도개선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 284,900 키타야(KITAYA) 카드

2012-02-07 UAE 원전수출 관련 협력 증진방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230,000 나무가있는집 카드

2012-02-08 원전시설 안전관리 관련기관 업무협의 317,000 콴쒸이 카드

2012-02-09 안전위-산하기관 업무 간담회 333,500 우래옥 카드

2012-02-13 핵안보 정상회의 대비 원전 특별점검 관련 업무협의 152,000 이남장 카드

2012-02-14 위원회 여직원과의 간담회 226,050 모락 카드

2012-02-15 원자력안전종합계획 관련 간담회 245,000 태진복집 카드

2012-02-17 일본원전사고 1주기 대비 원전안전성 강화를 위한 관련기관 간담회 104,000 어부가 카드

2012-02-21 제3차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업무협의 308,000 칸지고고 카드

2012-02-24 위원회 사무관 승진 내정자와의 간담회 134,000 이남장 카드

2012-02-29 원자력안전분야 연구개발계획 종합계획 관련 간담회 76,000 양평해장국 카드

2012-03-02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사업 관련 간담회 267,000 어부가 카드

2012-03-05 원자력안전규제 제도개선 관련 간담회 231,000 키타야(KITAYA) 카드

2012-03-08 원자력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140,000 어부가 카드

2012-03-09 핵안보정상회의 관련 관계자 간담회 151,000 이남장 카드

2012-03-12 원안위 현안업무 협의를 위한 간부간담회 124,000 어부가 카드

2012-03-14 국내원전 안전성 증진을 위한 관련기관 간담회 252,500 동영관 카드

2012-03-15 안전위 비상임위원 간담회 304,000 어부가 카드

2012-03-21 고리원전 전력공급중단 관련 업무협의 231,000 죽전 카드

2012-03-26 핵안보정상회의 브리핑 관련 업무협의 124,000 시굴집 카드

2012-03-26 핵안보정상회의 관련 업무협의 138,000 어부가 카드

2012-03-29 원자력안전 국제협력관련 업무협의 102,000 다동화로구이 카드

2012-04-02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안업무를 위한 간부 간담회 187,000 어부가 카드

2012-04-03 방사능 재난대비 비상대응능력 방안 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138,600 콴쒸이 카드

2012-04-04 방재환경과 직원과의 간담회 168,000 동영관 카드

2012-04-06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관련 업무협의 108,000 키타야(KITAYA) 카드



2012-04-06 원자력안전점검을 위한 관련기관 관계자와의 간담회 220,000 황우촌 카드

2012-04-09 원자력안전협력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54,000 이남장 카드

2012-04-10 원자력안전관련 대학교 교수진과의 간담회 137,000 심가면옥 카드

2012-04-12 원자력안전규제 협력약정을 위한 업무협의 230,000 동영관 카드

2012-04-23 위원회내 동호회 임원과의 간담회 149,000 이남장 카드

2012-04-24 원자력 안전관련 전문가 업무협의 89,100 비비고 카드

2012-04-25 201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 139,000 동영관 카드

2012-04-26 원전안전성 관련 전문가 간담회 100,000 어부가 카드

2012-04-27 2012년 재정전략회의 관련 사전 업무협의 79,000 이남장 카드

2012-04-30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관련 관계자 간담회 230,780 매드포갈릭 카드

2012-05-03 안전규제기술 연구개발관련 업무협의 85,000 황생가칼국수 카드

2012-05-07 업무보고관련 후속조치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221,760 매드포갈릭 카드

2012-05-10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137,500 베니니(BENIGNI) 카드

2012-05-17 원전 안전점검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 158,000 동영관 카드

2012-05-29 원자력안전관리기본법 관련 관계자 간담회 118,800 콩두에프앤씨 카드

2012-05-31 원자력 안전강화 연구개발사업 관련 관계자 간담회 230,000 이남장 카드

2012-06-11 고리원전 안전점검 관련 관계자 간담회 89,000 한우리 카드

2012-06-12 원자력안전규제 제도개선 관련 관계자 협의 197,010 매드포갈릭 카드

2012-06-14 고리현장방문 관련 관계자 간담회 147,000 도원 카드

2012-06-18 위원회 현안업무를 위한 간부 간담회 205,000 어부가 카드

2012-06-19 원자력안전 국제협력관련 관계기관 간담회 185,000 동영관 카드

2012-06-20 원전안전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350,900 다봉 카드

2012-06-21 원자력손해배상보충협약 관련 업무협의 67,000 해우리 카드

2012-06-22 NRC 원자력협력관련 업무협의 108,500 어부가 카드

2012-06-25 생활주변 방사선안전관련 관계자 간담회 129,800 콩두에프앤씨 카드

2012-06-26 원전 물리적방호 관련 관계자 간담회 64,000 황생가칼국수 카드

2012-06-27 원자력시설 정기검사 관련 관계기관 협의 127,600 동영관 카드

2012-06-27 안전위 현안업무관련 관계기관 간담회 171,171 세븐스프링스 카드

2012-07-03 원자력안전규제 제도개선 관련 간담회 59,000 비비고 카드

2012-07-04 원안위 현안관련 업무협의 140,000 비비고 카드

2012-07-05 국내원전 안전목표 수립관련 관계자 협의 238,150 매드포갈릭 카드

2012-07-06 원자력안전종합계획 관련 관계자 간담회 317,600 고래불 카드

2012-07-10 고리원전 안전성 관련 관계자 간담회 146,000 비비고 카드

2012-07-11 원자력안전규제 폐기물 분야 제도개선 관련 업무협의 153,000 동영관 카드

2012-07-13 안전위-산하기관간 업무 간담회 129,800 콩두에프앤씨 카드

2012-07-16 국회 상임위 관련 업무협의 274,000 이남장 카드

2012-07-17 국내원전 안전관련 관계기관 간담회 312,400 우미각 카드

2012-07-25 국회 상임위 관련 업무협의 180,000 동영관 카드

2012-07-30 방사능 방호 및 방재대책법 개정 관련 협의 84,700 베니니(BENIGNI) 카드

2012-07-31 국내 원전안전을 위한 원자력계 원로 간담회 350,000 삼경 카드

2012-08-01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관련 업무협의 99,000 나무가있는집 카드

2012-08-02 가동원전 현안 관련 관계자 간담회 222,420 매드포갈릭 카드

2012-08-03 원자력안전규제 제도개선 관련 간담회 294,800 투플러스 카드



2012-08-03 안전위 현안업무관련 담당과장 간담회 222,000 평양옥 카드

2012-08-16 2013년 국가방사능방재계획 관련 관계자 간담회 113,000 동영관 카드

2012-08-17 결산국회 대비 업무협의 57,000 비비고 카드

2012-08-23 원안위 홍보관련 업무협의 110,000 황우촌 카드

2012-08-27 안전위 직원 전문성 관련 간담회 103,400 콩두에프앤씨 카드

2012-08-27 방사선방재국 직원 간담회 250,000 어부가 카드

2012-08-28 안전위 현안업무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 137,000 비비고 카드

2012-08-30 신규원전 안전심사 주요현안 관련 간담회 268,400 토니로마스 카드

2012-08-31 국내 원전 안전관련 관계자 간담회 115,000 어부가 카드

2012-09-05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안업무 관련 간담회 106,000 나무가있는집 카드

2012-09-06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 추진관련 관계기관 간담회 97,000 비비고 카드

2012-09-07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업무협의 100,000 나무가있는집 카드

2012-09-10 신규 전입직원 간담회 246,500 동영관 카드

2012-09-11 정기국회 대비 업무협의 57,000 정동에프엔비 카드

2012-09-12 방사선안전관리 제도개선 관련 간담회 95,000 야마야 카드

2012-09-14 IAEA 총회 참석 등을 위한 사전 업무협의 54,000 우리음식봄샘 카드

2012-09-24 IAEA 총회 등 국제협력관련 간담회 88,000 타워차이 카드

2012-09-25 2012년 국가방사능방재 연합훈련 관련 업무협의 117,000 동영관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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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3 생활방사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 회의 100,000 오지 카드

2012-01-04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방안 검토 회의 166,000 비비고 카드

2012-01-09 소방방재관련 유관기관 협력강화 간담회 352,000 용수산 카드

2012-01-10 기상방재관련 유관기관 협력방안 간담회 354,200 63중식당 카드

2012-01-11 안전연구 협력방안 간담회 126,500 청 카드

2012-01-12 안전기준 개정방향 검토 협의 82,280 세븐스프링스 카드

2012-01-17 노원구 도로폐기물 처리방향 협의 254,100 아띠 카드

2012-01-19 안전종합계획 수립 관련 간담회 176,000 길복정 카드

2012-01-20 핵안보심포지움 준비관련 간담회 434,390 도림 카드

2012-01-25 안전위원회 운영방안 간담회 250,000 황우촌 카드

2012-01-25 위원회 정책홍보관련 간담회 157,000 아리랑 카드

2012-01-27 해외 안전정보 확보방안 간담회 150,000 빵꼼쁘리 카드

2012-01-30 원자력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310,200 엘본더테이블 카드

2012-01-30 방사선안전규제 최적화 방안 간담회 198,000 산채향 카드

2012-02-01 원전 스위치야드 안전성 강화 대책 검토 회의 103,500 포메인 카드

2012-02-03 핵안보정상회의 홍보방안 검토 회의 102,000 포메인 카드

2012-02-08 노원구 도로폐기물 후속조치사항 검토 간담회 253,000 콴쒸이 카드

2012-02-0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추진관련 간담회 250,000 진수사 카드

2012-02-13 핵안보심포지움 의제관련 간담회 275,000 미도리 카드

2012-02-15 월성원전 안전현안 검토회의 412,000 약초마을 카드

2012-02-16 안전위 정책홍보 방안 협의 313,000 해물탕찜 카드

2012-02-21 방사선비상진료시스템 개선 검토 회의 200,000 산채향 카드

2012-02-24 핵안보교육훈련센터 운영방향 간담회 177,100 노아 카드

2012-02-27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추진과제 간담회 206,000 황우촌 카드

2012-02-28 미 NRC 규제정보회의 참가계획 검토 협의 148,000 빵꼼쁘리 카드

2012-02-28 과학기자 신년 만찬 간담회 374,000 대송 카드

2012-03-02 미 NRC RIC 참가관련 간담회 110,000 어부가 카드

2012-03-07 원전 종사자 전문성 관리방안 간담회 50,000 동영관 카드

2012-03-08 NRC 규제정보회의 참가계획 검토 업무협의 71,500 콩두에프앤씨 카드

2012-03-09 원전 인적오류 저감방안 간담회 100,000 어부가 카드

2012-03-19 고리원전 안전대책 간담회 178,000 어부가 카드

2012-03-20 OECD/NEA MDEP 추진 간담회 55,000 키타야(KITAYA) 카드

2012-03-21 정기가동원전 안전강화방안 간담회 335,500 아카사카 카드

2012-03-21 고리원전 안전위원 간담회 105,000 어부가 카드

2012-03-23 안전위 활동 홍보강화 방안 간담회 400,000 미도리 카드

2012-03-23 원자력 안전연구 추진방향 검토 회의 129,000 어부가 카드

2012-03-26 현장 안전규제 강화방안 간담회 112,000 황우촌 카드

2012-03-27 한중일 안전협력 강화방안 간담회 70,400 어반가든 카드

2012-03-28 핵안보정상회의 후속조치 방안 검토 회의 328,000 영일만친구 카드



2012-03-29 안전위 조직강화방안 협의 176,000 달개비 카드

2012-03-30 미 NRC 협력약정 체결 검토 회의 90,000 본유옥참치 카드

2012-04-02 안전위원회 조직강화 방안 협의 324,500 청 카드

2012-04-03 원전 전력계통 안전성 강화방안 간담회 289,190 사가에 카드

2012-04-04 안전연구 예산 확대방안 협의 477,400 루이 카드

2012-04-06 IAEA CSS 결과 검토 회의 136,000 어부가 카드

2012-04-09 안전종합계회 검토 회의 331,100 매드포갈릭 카드

2012-04-10 원전 중대사고 정책 현안검토 회의 470,000 미도리 카드

2012-04-10 원전 정기검사제도 개선 검토 회의 182,600 콴쒸이 카드

2012-04-12 원전 안전조직 최적화 방안 검토 회의 180,000 어부가 카드

2012-04-13 원전 SG 건전성 확보대책 검토 회의 236,500 달개비 카드

2012-04-26 한-핀란드 안전협력내용 검토 회의 75,900 매드포갈릭 카드

2012-05-01 제6차 MDEP PG 참가준비 회의 98,000 어부가 카드

2012-05-11 원자력 안전문화 강화방안 간담회 89,100 엔타시스템 카드

2012-05-14 원자력안전종합계획 검토 회의 358,000 미도리 카드

2012-05-15 원자력 안전협약 국가보고서 검토 회의 100,000 어부가 카드

2012-05-21 안전연구 추진방안 협의 231,000 고래불 카드

2012-05-22 안전규제 제도개선 방안 검토 회의 60,000 어부가 카드

2012-05-25 원자력기기 안전성 검증 강화방안 검토 회의 193,600 진진바라 카드

2012-05-29 검사제도개선과제 검토 회의 60,000 신예궁 카드

2012-05-30 안전위 홍보방안 협의 259,880 화성 카드

2012-06-01 방재관계기관 협력강화 방안 협의 410,000 푸하오 카드

2012-06-01 국제안전협력강화 방안 협의 115,500 까델루뽀 카드

2012-06-11 방사능 방재훈련 계획 점검 회의 198,550 토니로마스 카드

2012-06-14 원전 안전현안 협의 60,000 신예궁 카드

2012-06-15 안전예산 검토 회의 68,000 나무가있는집 카드

2012-06-18 안전정책목표 검토 회의 87,000 옛날농장 카드

2012-06-19 안전위 조직운영 협의 86,500 아띠 카드

2012-06-19 국회업무 협의 259,600 오미찌 카드

2012-06-22 원자력안전규제 제도개선 검토 회의 230,000 세안홀딩스 카드

2012-06-25 안전정책방향 관련 간담회 247,500 금수복국 카드

2012-06-25 과학기술 유관단체 간담회 121,000 달개비 카드

2012-06-27 원자력안전 관계기관 간담회 436,000 달개비 카드

2012-06-28 안전위원회 정책관련 간담회 270,000 우래옥 카드

2012-06-28 생활방사선법 준비상황 점검 400,000 신안촌 카드

2012-07-02 방사선 안전교육 확대방안 협의 178,500 몽중헌 카드

2012-07-02 원전 안전현안 검토 회의 151,500 포메인 카드

2012-07-03 방재시스템 관련 간담회 119,000 가츠라 카드

2012-07-04 방사선안전관련 간담회 64,000 에스지엠디 카드

2012-07-11 국회업무 협의 231,000 사조회참치 카드

2012-07-11 고리원전 현안 협의 152,000 청담생고기 카드

2012-07-13 원전 안전목표 검토 회의 117,200 메이홍 카드

2012-07-13 한중일 안전협력 관련 간담회 210,000 진수사 카드



2012-07-16 안전위 예산업무 협의 140,140 토니로마스 카드

2012-07-17 안전위 보안 및 방호현황 점검 회의 126,000 이남장 카드

2012-07-18 국회 업무보고 관련 간담회 144,000 통나무집 카드

2012-07-19 안전종합계획 수립관련 간담회 75,000 나무가있는집 카드

2012-07-23 국회대비 현안검토 회의 85,000 산채향 카드

2012-07-25 안전현안 간담회 66,500 포메인 카드

2012-07-30 방사선감시기 운영관련 간담회 52,000 가츠라 카드

2012-08-01 방사선 관련단체 육성방안 협의 135,740 토니로마스 카드

2012-08-01 안전 유관기관 간담회 354,000 미도리 카드

2012-08-02 TRM 준비상황 검토 회의 92,565 세븐스프링스 카드

2012-08-06 원전기기 안전성 증진 관련 간담회 243,100 블루밍가든 카드

2012-08-06 안전위 정책홍보관련 간담회 110,000 어부가 카드

2012-08-07 안전 제도개선 검토 회의 146,630 토니로마스 카드

2012-08-07 원자력안전종합계획 관련 간담회 436,700 프라디아 카드

2012-08-08 안전 연구개발 추진관련 간담회 107,250 모락 카드

2012-08-09 방사선 이용기관 안전관리강화 방안 검토 회의 146,000 가츠라 카드

2012-08-10 방재훈련계획 검토 회의 86,000 산채향 카드

2012-08-22 국회 업무협의 361,900 리틀도쿄 카드

2012-08-23 고리1호기 안전성 관련 협의 298,000 진복집 카드

2012-08-24 국회 쟁점사항 검토 회의 96,000 이모네감자탕 카드

2012-08-27 예결위 현안사항 검토 회의 150,000 어부가 카드

2012-08-30 안전위 인사운영방안 검토 회의 92,000 나무가있는집 카드

2012-09-03 방사선안전 제도개선 검토 회의 65,000 제조상궁 카드

2012-09-04 원자력안전협약 관련 업무 간담회 76,000 엉터리생고기 카드

2012-09-05 한-IAEA 안전조치 강화방안 검토 회의 214,500 키타야(KITAYA) 카드

2012-09-05 압력용기 기준관련 검토 회의 170,000 이은종빨간콩하얀콩 카드

2012-09-06 신규 전입직원 간담회 153,000 산채향 카드

2012-09-07 한-미 원자력협정개정 관련 검토회의 80,000 어부가 카드

2012-09-10 국감 준비상황 검토 회의 230,000 도원 카드

2012-09-11 후쿠시마 후속조치 상황 점검회의 60,000 어부가 카드

2012-09-12 안전위 전문교육강화 관련 간담회 164,000 나무가있는집 카드

2012-09-14 안전위원회 안건관련 간담회 130,000 어부가 카드

2012-09-19 원전 방재계획구역 관련 간담회 84,000 황우촌 카드

2012-09-21 법령 개정 관련 협의 117,000 삼라정 카드

2012-09-21 방사선안전 현안검토 회의 120,000 정동에프앤비 카드

2012-09-27 방재훈련 관련 간담회 80,000 어부가 카드

2012-09-27 안전위 주요사업 관련 간담회 450,000 거제지심도 카드

2012-09-28 고리원전관련 협의 104,500 공리 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