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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1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2년 1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3 건 12,526


소 계 22 건 8,026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3


1.3 금융현안 자문 관련 만찬 간담회 132


1.4 정책홍보 간담회 494


1.5
금융 전산 안전 및 신용정보 관리 관련 오찬


간담회
250


1.6 정책홍보 조찬 간담회 388


1.6 정책홍보 간담회 378


1.6 소비자 보호 관련 만찬 간담회 490


1.9 정책홍보 간담회 981


1.10 가계부채 관련 오찬 간담회 410


1.10 금융 현안 관련 만찬 간담회 68


1.12 정책홍보 간담회 345


1.13 은행법 현안 관련 오찬 간담회 353


1.16 공적자금운용 계획 관련 오찬 간담회 413


1.17 정책홍보 간담회 495


1.17 금융위 정책 협조 요청 관련 만찬 간담회 480


1.18 금융 정책 자문 오찬 간담회 235


1.18 정책홍보 간담회 950


1.19 자본시장 현안 관련 오찬 간담회 180


1.19 저신용자 신용회복 관련 만찬 간담회 146


1.20 금융위 사랑봉사단 활동 관련 오찬 간담회 62


1.27 국내 자본시장 관련 오찬 간담회 270


1.30 금융권역별 감사 현안 관련 조찬 간담회 66


1.31 금융 투자 현안 관련 오찬 간담회 440


소 계 1건 4,50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1.16 경조사 화환비 4,500








위원장 4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2년 4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5 건 13,748


소 계 24 건 10,298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4.3 정책홍보 간담회 495


4.4 예금자보호관련 오찬 간담회 495


4.4 정책홍보 간담회 790


4.5 정책홍보 간담회 362


4.6 금융 정책 관련 간담회 272


4.9 정책홍보 간담회 468


4.9 몽골 금융감독위원장 방한 환영 만찬 954


4.10 몽골 금융현안 관련 오찬 간담회 56


4.10 정책홍보 간담회 457


4.12 정책홍보 간담회 376


4.12 자본시장법 관련 만찬 간담회 480


4.13 금융위 법안관련 오찬 간담회 181


4.16 정책홍보 간담회 408


4.16 정책홍보 간담회 498


4.17 가계대출 관련 간담회 62


4.17 정책홍보 간담회 352


4.18 불법사금융 관련 오찬 간담회 490


4.18 금융산업 관련 만찬 간담회 450


4.19 서민 금융정책 오찬 간담회 165


4.20 금융산업 발전방안 오찬 토론 1,290


4.23 금융 선진화 관련 오찬 간담회 52


4.25 정책홍보 간담회 275


4.25 생명보험업 관련 만찬 간담회 400


4.26 공적자금 회수 관련 오찬 간담회 470


소 계 1건 3,45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4.5 경조사 화환비 3,450








위원장 6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2년 6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18 건 9,659


소 계 17 건 6,199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6.1 국회 현안 관련 만찬 간담회 391


6.5 정책 홍보 간담회 450


6.7 정책 홍보 간담회 470


6.8 정책 홍보 간담회 433


6.8 금융감독 체계 개편 관련 포럼(만찬) 106


6.14 정책홍보 간담회 344


6.18 저축은행피해 대책 관련 만찬 간담회 420


6.20 정책 홍보 간담회 459


6.21 금융정책 관련 조찬 간담회 109


6.21 정책 홍보 간담회 385


6.21 금융 현안 법률 관련 오찬 간담회 272


6.25 금융선진화 관련 오찬 간담회 79


6.25 정책 홍보 간담회 450


6.26 국회 현안 관련 오찬 간담회 65


6.27 유럽발 국내증시영향 관련 오찬 간담회 365


6.27 SNS 현장소통 워크샵 개최 930


6.28 정책 홍보 간담회 471


소 계 1건 3,46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6.5 경조사 화환비 3,460








위원장 5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2년 5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30 건 13,917


소 계 29 건 10,417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5.1 경제금융대책 오찬회의 460


5.2 정책 홍보 간담회 331


5.3 국회 현안 관련 오찬 간담회 147


5.3 코넥스 신설 관련 만찬 간담회 850


5.4 예금자보호 정책 관련 간담회 413


5.6 저축은행 관련 오찬 간담회 74


5.7 정책 홍보 간담회 212


5.8 저축은행 예금보호 관련 오찬 간담회 288


5.9 정책 홍보 간담회 490


5.11 대학생 금융정책알리미 오찬 간담회 490


5.11 신설 자본시장 관련 만찬 간담회 256


5.14 정책 홍보 간담회 430


5.14 정책 홍보 간담회 470


5.15 정책 홍보 간담회 490


5.16 국회 정무위 관련 만찬 간담회 490


5.17 회계기준 관련 오찬 간담회 225


5.17 금융보안 관련 만찬 간담회 325


5.18 정책 홍보 간담회 489


5.18 금융산업 발전방안 만찬 간담회 320


5.21 정책 홍보 간담회 162


5.21 은행업 관련 정책 간담회 450


5.23 산은금융지주 선진화 관련 만찬 간담회 265


5.24 정책 홍보 간담회 496


5.25 가계부채 관련 오찬 간담회 89


5.25 보험업 발전방안 만찬 간담회 178


5.29 생명보험 발전방안 만찬 간담회 450


5.30 공적자금 관리 방안 만찬 간담회 337


5.31 정책 홍보 간담회 250


5.31 정책 홍보 간담회 490


소 계 1건 3,50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5.2 경조사 화환비 3,500








위원장 2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2년 2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14 건 7,094


소 계 13 건 4,144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2.1 정책 홍보 간담회 245


2.1 정책 홍보 간담회 490


2.2 정책 홍보 간담회 388


2.9 미국 경제상황 관련 오찬 간담회 187


2.10 보험료 인하 관련 간담회 145


2.10 예금자 보호 관련 만찬 간담회 480


2.14 정책 홍보 간담회 417


2.16 몽골 금융현안 관련 만찬 간담회 470


2.20 국내 투자 환경 관련 오찬 간담회 104


2.22 정책 홍보 간담회 470


2.23 정책 홍보 간담회 152


2.24 신용카드 관련 오찬 간담회 344


2.27 서민금융 정책 관련 만찬 간담회 252


소 계 1건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2.20 경조사 화환비 2,950








위원장 3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2년 3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0건 6,358


소 계 20건 6,358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3.5 국제 금융 협력 업무 간담회 450


3.9 정책홍보 간담회 185


3.12 공적자금 관련 정책간담회 149


3.12 은행 산업 관련 정책간담회 217


3.13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 정책간담회 236


3.14 정책홍보 간담회 420


3.15 가계 대출 관련 정책간담회 205


3.15 정책홍보 간담회 911


3.16 정책홍보 간담회 94


3.21 서민 금융 관련 오찬 간담회 250


3.21 금융조세 관련 정책 간담회 141


3.23 정책홍보 간담회 622


3.26 카드수수료 관련 정책 간담회 140


3.26 중소기업 금융 지원 관련 정책간담회 209


3.27 정책홍보 간담회 288


3.27 글로벌 경제 동향 점검 간담회 490


3.28 금융 현안 업무 협의 495


3.28 가계대출 관련 정책간담회 480


3.29 자본시장 현안 점검 오찬 간담회 79


3.29 정책홍보 간담회 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