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금액단위 : 원)

 사용일자 집행목적  장     소  집행금액 

 2010-01-03 외부전문가와 간담회  센트럴관광개발（주）         277,090 

 2010-01-05 수행진 간담회  백경         155,000 

 2010-01-05 접견용 다과구입  삼성에버랜드（주）    ＫＴ광화문         140,000 

 2010-01-07 외부전문가와 간담회  （주）조선호텔         188,760 

 2010-01-07 실국장과의 간담회  （주）씨디엘호텔코리아         258,630 

 2010-01-07 차 구입  정관장종각역본점         333,000 

 2010-01-08 출입기자단 간담회  어부가         435,000 

 2010-01-08 수행진 간담회  유원정          40,500 

 2010-01-11 외부전문가와 간담회  （주）조선호텔         302,920 

 2010-01-12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호미곶    전복         449,000 

 2010-01-12 기자와의 간담회  사천         248,000 

 2010-01-14 외부전문가와 간담회  （주）조선호텔         108,900 

 2010-01-14 파견국장과의 간담회  어부가         166,000 

 2010-01-15 외부전문가와 간담회  （주）조선호텔         120,240 

 2010-01-15 외부전문가와 간담회  어부가         285,000 

 2010-01-17 외부전문가와 간담회  （주）조선호텔         452,410 

 2010-01-17 외부전문가와 간담회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173,150 

 2010-01-18 기자와의 간담회  화         146,000 

 2010-01-19 총괄계장과의 간담회  빈하롱         274,000 

 2010-01-19 기자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292,390 

 2010-01-20 비서실 간담회  빈하롱          52,000 

 2010-01-20 회의용 음료 및 다과준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광화문점         283,670 

 2010-01-20 수행진 간담회  금복국          46,000 

 2010-01-21 출입기자단 간담회  어부가         335,000 

 2010-01-22 외부전문가와 간담회  목련         485,000 

 2010-01-22 외부전문가와 간담회  （주）조선호텔         139,870 

 2010-01-24 외부전문가와 간담회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115,430 

 2010-01-24 실국장과의 간담회  어부가         185,000 

 2010-01-25 기자와의 간담회  목련         480,000 

 2010-01-26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삿뽀로잠원점（주）엔타스         488,400 

 2010-01-26 수행진 간담회  하동관          22,000 

 2010-01-26 기자와의 간담회  고래볼（광화문점）         226,600 

 2010-01-28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부림         345,000 

 2010-01-28 외부전문가와 간담회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259,380 

 2010-01-29 외부전문가와 간담회  （주）조선호텔         216,890 

 2010-01-30 외부전문가와 간담회  （주）조선호텔         279,750 

 계 　 　       8,805,980 



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금액단위 : 원)

 사용일자 집행목적  장     소  집행금액 

 2010-02-02 수행진 간담회  완산골명가    강남역점          31,000 

 2010-02-02 수행진 간담회  동방영양센타          35,000 

 2010-02-03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225,300 

 2010-02-04 기자와의 간담회  다솔         450,000 

 2010-02-04 수행진 간담회  （주）신세계백화점          26,000 

 2010-02-05 출입기자와의 간담회  어부가         465,000 

 2010-02-05 수행진 간담회  서울스넥         180,000 

 2010-02-06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115,430 

 2010-02-08 pm간담회  예조         260,000 

 2010-02-09 기자와의 간담회  안국교자         475,200 

 2010-02-09 수행진 간담회  보리수          42,000 

 2010-02-10 직원과의 간담회  평창한우마을          53,000 

 2010-02-10 직원과의 간담회  평창한우정육점         242,000 

 2010-02-10 수행진 조찬 간담회  대호          13,000 

 2010-02-11 기자와의 간담회  두림          82,000 

 2010-02-11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291,760 

 2010-02-11 출입기자와의 간담회  어부가         490,000 

 2010-02-11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285,000 

 2010-02-12 출장관련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485,000 

 2010-02-15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163,350 

 2010-02-18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수송동학         361,000 

 2010-02-21 실국장과의 간담회  어부가         490,000 

 2010-02-23 기자와의 간담회  （주）베이징코야         258,500 

 2010-02-23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수송동학         223,000 

 2010-02-24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390,000 

 2010-02-24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154,630 

 2010-02-25 수행진 간담회  하마랑          80,000 

 2010-02-25 국회담당직원과의 간담회  한화리조트（주）６３점         295,110 

 2010-02-26 수행진 간담회  （주）커피빈코리아정부종합청사          13,720 

 2010-02-26 출입기자와의 간담회  어부가         410,000 

 2010-02-26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237,600 

 계 　 　       7,323,600 



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금액단위 : 원)

 사용일자 집행목적  장     소  집행금액 

 2010-03-01 3.1절 기념행사 참가자 오찬  돼지네순대          51,000 

 2010-03-01 수행진 간담회  에이비씨상사（주）뉴욕제과점          13,800 

 2010-03-03 회의용 다과 및 음료준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광화문점         227,570 

 2010-03-03 수행진 간담회  늘단비          20,000 

 2010-03-04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두마         462,000 

 2010-03-05 기자와의 간담회  쿠마이         292,600 

 2010-03-06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133,940 

 2010-03-07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115,430 

 2010-03-08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272,000 

 2010-03-09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303,320 

 2010-03-09 수행진 간담회  리밍          35,000 

 2010-03-09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신삼경         242,000 

 2010-03-10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305,000 

 2010-03-11 출입기자와의 간담회  싸리집         182,700 

 2010-03-11 수행진 간담회  롯데쇼핑（주）          27,300 

 2010-03-12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부림         490,000 

 2010-03-13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95,830 

 2010-03-14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108,900 

 2010-03-16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470,000 

 2010-03-17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290,000 

 2010-03-17 기자와의 간담회  부림         270,000 

 2010-03-18 기자와의 간담회  화         116,000 

 2010-03-19 수행진 간담회  펌푸드서비스          70,000 

 2010-03-19 출입기자와의 간담회  어부가         315,000 

 2010-03-19 수행진 간담회  롯데쇼핑（주）          21,000 

 2010-03-20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117,610 

 2010-03-21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115,430 

 2010-03-22 수행진 간담회  （주）씨디엘호텔코리아          91,190 

 2010-03-23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종가김치찌개         200,000 

 2010-03-23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예조         120,000 

 2010-03-24 수행진 간담회  사단법인서울클럽          35,090 

 2010-03-24 수행진 간담회  （주）공영식품기소야서여의도          32,000 

 2010-03-25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120,390 

 2010-03-25 기자와의 간담회  인터내셔날클럽매니지먼트그룹         480,000 

 2010-03-26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251,360 

 2010-03-26 기자와의 간담회  쿠마이         225,000 

 2010-03-28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480,970 

 2010-03-28 수행진 간담회  하동관          22,000 

 2010-03-28 수행진 간담회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          23,600 

 2010-03-28 비서실 간담회  밥점          40,000 

 2010-03-30 회의용 다과 및 음료준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광화문점         282,470 

 계 　 　       7,567,500 



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금액단위 : 원)

 사용일자 집행목적  장     소  집행금액 

 2010-04-01 기자와의 간담회  어부가         320,000 

 2010-04-02 출입기자와의 간담회  어부가         455,000 

 2010-04-03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108,900 

 2010-04-05 실국장과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313,680 

 2010-04-06 일자리특위 관련 담당자와의 간담회  어부가         370,000 

 2010-04-07 신문의날만찬  황우촌별채         490,000 

 2010-04-09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타워차이          89,100 

 2010-04-11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165,000 

 2010-04-12 수행원 간담회  서울스넥         150,000 

 2010-04-12 국회직원과의 간담회  홍두께칼국수          20,000 

 2010-04-12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효성         118,000 

 2010-04-12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센트럴관광개발（주）         198,310 

 2010-04-13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예조         156,000 

 2010-04-14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370,260 

 2010-04-15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웨스테이트디벨롭먼트         131,890 

 2010-04-15 기자와의 간담회  물자리         401,000 

 2010-04-15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미야코이촌         360,500 

 2010-04-16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272,940 

 2010-04-16 기자와의 간담회  어부가         375,000 

 2010-04-16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한화리조트（주）６３점         351,740 

 2010-04-16 수행진 간담회  테리야끼６３점          20,000 

 2010-04-16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춘산    （서울파이낸스센터점）         273,900 

 2010-04-17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115,430 

 2010-04-18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210,170 

 2010-04-18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327,000 

 2010-04-19 수행진 간담회  산촌          22,000 

 2010-04-19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가보정         390,000 

 2010-04-20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181,500 

 2010-04-20 수행진 간담회  하나미          28,500 

 2010-04-21 기자와의 간담회  예조         215,000 

 2010-04-21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칸지고고         162,800 

 2010-04-21 수행진 간담회  해물떡찜    신안동찜닭          40,000 

 2010-04-23 기자와의 간담회  어부가         390,000 

 2010-04-23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38,720 

 2010-04-25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180,000 

 2010-04-26 회의용 음료 및 다과준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광화문점         227,860 

 2010-04-26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호미곶    전복         450,000 

 2010-04-26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두마         473,000 

 2010-04-27 수행진 간담회  （주）커피빈코리아정부종합청사          45,780 

 2010-04-27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450,000 

 2010-04-27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동원         464,000 

 2010-04-28 기자와의 간담회  사천         272,000 

 2010-04-28 수행진 간담회  사동집          45,500 

 2010-04-28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두림         222,000 

 2010-04-29 수행진 간담회  대보유통（주）          22,000 

 2010-04-29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호미곶    전복         350,000 

 2010-04-30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프레지던트호텔          90,860 

 2010-04-30 기자와의 간담회  어부가         450,000 

 2010-04-30 수행진 간담회  동방영양센타          54,000 

 계 　 　      11,429,340 



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금액단위 : 원)

 사용일자 집행목적  장     소  집행금액 

 2010-05-02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한성          99,000 

 2010-05-03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30,000 

 2010-05-03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루안         430,000 

 2010-05-03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부림         148,000 

 2010-05-07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인터내셔날클럽매니지먼트그룹         229,060 

 2010-05-08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프레지던트호텔          74,500 

 2010-05-10 기자와의 간담회  어부가         485,000 

 2010-05-10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두마         484,000 

 2010-05-11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78,000 

 2010-05-11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쿠마이         422,400 

 2010-05-12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ＳＫ네트웍스（주）워커힐         310,970 

 2010-05-12 수행진 간담회  송향          22,000 

 2010-05-14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320,000 

 2010-05-14 수행진 간담회  서울스넥          54,000 

 2010-05-17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두마         484,000 

 2010-05-18 기자와의 간담회  어부가         415,000 

 2010-05-18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두마         489,500 

 2010-05-18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수송동학         412,000 

 2010-05-19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호미곶    전복         254,000 

 2010-05-20 수행진 간담회  씨즌철          12,000 

 2010-05-22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480,000 

 2010-05-22 수행진 간담회  고구려삼계탕          26,000 

 2010-05-24 회의용 음료 및 다과준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광화문점         216,760 

 2010-05-26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호미곶    전복         199,000 

 2010-05-27 기자와의 간담회  어부가         475,000 

 2010-05-28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영일만친구         206,000 

 2010-05-29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195,000 

 2010-05-31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81,310 

 2010-05-31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327,300 

 2010-05-31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두마         478,500 

 계 　 　       8,738,300 



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금액단위 : 원)

 사용일자 집행목적  장     소  집행금액 

 2010-06-01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87,000 

 2010-06-03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329,000 

 2010-06-03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주）호텔신라          77,440 

 2010-06-03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영일만친구         202,000 

 2010-06-04 기자와의 간담회  어부가         454,000 

 2010-06-04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491,000 

 2010-06-07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87,120 

 2010-06-07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싸리집         403,200 

 2010-06-07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56,000 

 2010-06-08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450,000 

 2010-06-08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해울         312,400 

 2010-06-09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350,000 

 2010-06-09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495,000 

 2010-06-10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호텔리츠칼튼서울         185,130 

 2010-06-10 기자와의 간담회  어부가         385,000 

 2010-06-11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490,350 

 2010-06-11 수행진 간담회  박대감네         175,800 

 2010-06-14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화         116,000 

 2010-06-15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물자리         280,000 

 2010-06-21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주）베이징코야         123,000 

 2010-06-22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물고기자리         260,000 

 2010-06-23 회의용 음료 및 다과준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광화문점         228,100 

 2010-06-24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134,360 

 2010-06-24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355,000 

 2010-06-25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해울         499,000 

 2010-06-28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24,000 

 2010-06-28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404,700 

 2010-06-30 기자와의 간담회  어부가         451,000 

 2010-06-30 수행진 간담회  놀부보쌈          34,000 

 계 　 　       9,139,600 



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금액단위 : 원)

 사용일자 집행목적  장     소  집행금액 

 2010-07-01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예조         327,000 

 2010-07-02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124,120 

 2010-07-02 수행진 간담회  고구려삼계탕          52,000 

 2010-07-02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해울         499,800 

 2010-07-05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형제갈비회관         133,000 

 2010-07-05 수행진 간담회  미스터피자          34,400 

 2010-07-06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487,190 

 2010-07-06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나무가있는집         123,000 

 2010-07-07 기자와의 간담회  어부가         485,000 

 2010-07-07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영일만친구         321,000 

 2010-07-08 수행진 간담회  서울스넥         101,000 

 2010-07-08 수행진 간담회  주식회사    예원푸드         100,000 

 2010-07-09 수행진 간담회  하동관          48,000 

 2010-07-09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예조         434,000 

 2010-07-09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수송동학         179,000 

 2010-07-12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108,900 

 2010-07-12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24,200 

 2010-07-12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유정집         290,000 

 2010-07-12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289,500 

 2010-07-13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475,000 

 2010-07-13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두마         495,000 

 2010-07-13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삼성식당          42,000 

 2010-07-14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예조         353,000 

 2010-07-14 수행진 간담회  송원          36,000 

 2010-07-15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443,760 

 2010-07-15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루이         166,000 

 2010-07-16 기자와의 간담회  어부가         480,000 

 2010-07-16 수행진 간담회  나무가있는집         208,000 

 2010-07-18 비서실 간담회  （주）파리크라상    무교점          40,160 

 2010-07-19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141,570 

 2010-07-20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호미곶    전복         285,000 

 2010-07-20 수행진 간담회  청풍          12,000 

 2010-07-20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호미곶    전복          93,000 

 2010-07-21 회의용 음료 및 다과준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광화문점         236,110 

 2010-07-21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420,000 

 2010-07-21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276,120 

 2010-07-22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212,960 

 2010-07-23 기자와의 간담회  어부가         487,000 

 2010-07-23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칸지고고         160,600 

 2010-07-24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난시앙광화문점         121,000 

 2010-07-25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140,000 

 2010-07-28 수행진 간담회  삼원복집          77,000 

 2010-07-28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공리         396,000 

 2010-07-29 기자와의 간담회  어부가         485,000 

 2010-07-29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고려삼계탕          39,000 

 2010-07-29 기자와의 간담회  어부가         470,000 

 2010-07-29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삼전회전초밥          96,500 

 2010-07-30 수행 기자단과의 간담회  ＡＷ컨벤션센터         364,980 

 2010-07-30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성원         137,500 

 2010-07-30 수행진 간담회  삼우정          65,000 

 계 　 　      11,616,370 



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금액단위 : 원)

 사용일자 집행목적  장     소  집행금액 

 2010-08-05 수행진 간담회  서울스넥          92,000 

 2010-08-06 기자와의 간담회  어부가         465,000 

 2010-08-06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예조         482,000 

 2010-08-07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공리         138,600 

 2010-08-07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78,040 

 2010-08-07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위원장, 방송정책국장, 비서관, 

 내부직원 등 11명)

 서울미라마    유한회사         578,380 

 2010-08-08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140,000 

 2010-08-08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78,040 

 2010-08-10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60,000 

 2010-08-11 기자와의 간담회  어부가         477,000 

 2010-08-12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341,220 

 2010-08-12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484,860 

 2010-08-13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예조         288,000 

 2010-08-15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주）아워홈서울파이낸스센타         335,000 

 2010-08-16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67,000 

 2010-08-17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385,950 

 2010-08-18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55,000 

 2010-08-19 회의용 음료 및 다과준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광화문점         192,050 

 2010-08-20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호텔리츠칼튼서울         226,270 

 2010-08-20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91,960 

 2010-08-20 기자와의 간담회  어부가         480,000 

 2010-08-23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호미곶    전복         450,000 

 2010-08-24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380,000 

 2010-08-24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영보낙지         266,000 

 2010-08-25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센트럴관광개발（주）         197,410 

 2010-08-25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423,350 

 2010-08-26 위원장 주재 오찬 수행진 간담회  송원         257,000 

 2010-08-26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신봉황    주식회사         125,070 

 2010-08-27 기자와의 간담회  어부가         335,000 

 2010-08-27 기자와의 다과회  （주）나무와벽돌          34,000 

 2010-08-27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호텔리츠칼튼서울         400,000 

 2010-08-31 수행진 간담회  송향          15,000 

 계 　 　       9,619,200 



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금액단위 : 원)

 사용일자 집행목적  장     소  집행금액 

 2010-09-01 수행진 간담회  태아산업（주）          13,500 

 2010-09-03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459,980 

 2010-09-03 수행진 간담회  주식회사    예원푸드          56,000 

 2010-09-03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346,050 

 2010-09-04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사까나야         263,800 

 2010-09-05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104,060 

 2010-09-05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170,000 

 2010-09-07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476,200 

 2010-09-08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297,550 

 2010-09-08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50,000 

 2010-09-09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65,000 

 2010-09-10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119,790 

 2010-09-10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30,000 

 2010-09-14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파르나스호텔（주）         390,000 

 2010-09-16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동해도         280,500 

 2010-09-16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485,000 

 2010-09-17 상임위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450,000 

 2010-09-20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웨스테이트디벨롭먼트          69,940 

 2010-09-20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  센트럴관광개발（주）         493,640 

 2010-09-20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하꼬야         242,500 

 2010-09-20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402,000 

 2010-09-24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배상면주가         149,600 

 2010-09-25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주）아워홈서울파이낸스센타         129,800 

 계 　 　       6,744,910 



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금액단위 : 원)

 사용일자 집행목적  장     소  집행금액 

 2010-10-10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곰국시집         206,000 

 2010-10-11 회의용 음료 및 다과준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광화문점         232,760 

 2010-10-12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유정집         310,000 

 2010-10-12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485,000 

 2010-10-13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주）하꼬야씨푸드    종로점         343,200 

 2010-10-13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265,710 

 2010-10-13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센트럴관광개발（주）         247,140 

 2010-10-14 수행진 간담회  서울스넥          86,000 

 2010-10-14 기자와의 간담회  어부가         465,000 

 2010-10-14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14,000 

 2010-10-15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웨스테이트디벨롭먼트         356,950 

 2010-10-17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64,430 

 2010-10-19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385,000 

 2010-10-19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성원          88,000 

 2010-10-20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한화리조트（주）６３점          39,930 

 2010-10-20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제주갈고복         208,000 

 2010-10-20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한화리조트（주）６３점         435,800 

 2010-10-21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460,000 

 2010-10-21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한화리조트（주）６３점         200,000 

 2010-10-22 국회 의원과의 간담회  은행나무가든         485,000 

 2010-10-23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99,220 

 2010-10-25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센트럴관광개발（주）         194,810 

 2010-10-25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415,000 

 2010-10-26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유정집         440,000 

 2010-10-27 수행진 간담회  송향          42,000 

 2010-10-27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301,510 

 2010-10-27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영보낙지         150,000 

 2010-10-28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센트럴관광개발（주）         390,000 

 2010-10-29 기자단 간담회  어부가         395,000 

 2010-10-30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호텔리츠칼튼서울         272,250 

 계 　 　       8,477,710 



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금액단위 : 원)

 사용일자 집행목적  장     소  집행금액 

 2010-11-01 수행진 간담회  송향          47,000 

 2010-11-02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50,000 

 2010-11-03 기자단과의 간담회  어부가         430,000 

 2010-11-04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480,000 

 2010-11-08 수행진 간담회  서울스넥          77,000 

 2010-11-08 기자단과의 간담회  어부가         450,000 

 2010-11-08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루이         184,800 

 2010-11-09 회의용 음료 및 다과준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광화문점         240,860 

 2010-11-09 기자단과의 간담회  어부가         475,000 

 2010-11-11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485,000 

 2010-11-12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참숯골         366,300 

 2010-11-13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주）이티앤제우스불고기브라더         220,770 

 2010-11-14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74,410 

 2010-11-15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304,860 

 2010-11-15 기자단과의 간담회  어부가         420,000 

 2010-11-16 수행진 간담회  한국피자헛（주）          32,000 

 2010-11-17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492,500 

 2010-11-17 수행진 간담회  송향          52,000 

 2010-11-18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179,680 

 2010-11-18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호미곶    전복         228,000 

 2010-11-19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218,940 

 2010-11-19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465,000 

 2010-11-22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이씨엠디－국회의원식당          42,000 

 2010-11-23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부산복집         290,000 

 2010-11-24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소    호정         190,000 

 2010-11-24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인터내셔날클럽매니지먼트그룹         405,540 

 2010-11-25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본죽＆비빔밥    ＣＡＦＥ종로１가          67,000 

 2010-11-26 기자단 간담회  어부가         410,000 

 2010-11-29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475,000 

 2010-11-30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493,260 

 계 　 　       8,746,920 



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금액단위 : 원)

 사용일자 집행목적  장     소  집행금액 

 2010-12-02 회의용 음료 및 다과준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광화문점         147,330 

 2010-12-02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호미곶    전복         273,000 

 2010-12-02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60,000 

 2010-12-03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244,660 

 2010-12-03 기자단과의 간담회  어부가         485,000 

 2010-12-05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마이엑스와이프스씨크릿레시피         150,700 

 2010-12-06 수행진 간담회  서울스넥          77,500 

 2010-12-06 기자단과의 간담회  어부가         487,000 

 2010-12-06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76,000 

 2010-12-07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97,000 

 2010-12-07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송학         440,000 

 2010-12-08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455,000 

 2010-12-09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60,000 

 2010-12-10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어부가         430,000 

 2010-12-11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74,410 

 2010-12-13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59,000 

 2010-12-14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42,000 

 2010-12-14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50,000 

 2010-12-15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108,900 

 2010-12-15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마라         490,000 

 2010-12-16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부림ＢＭ（주）종로점         467,240 

 2010-12-16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마라         460,000 

 2010-12-17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408,370 

 2010-12-17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55,000 

 2010-12-17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390,000 

 2010-12-19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무교동낙지         146,000 

 2010-12-21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157,370 

 2010-12-21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마라         461,300 

 2010-12-21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한라의집         120,000 

 2010-12-22 회의용 다과음료 구입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광화문점         165,440 

 2010-12-22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성원         158,400 

 2010-12-22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404,140 

 2010-12-24 수행진 간담회  고구려삼계탕          26,000 

 2010-12-24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395,910 

 2010-12-24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영보낙지         153,000 

 2010-12-24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웨스테이트디벨롭먼트         205,700 

 2010-12-26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롯데호텔          74,410 

 2010-12-27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어부가         410,000 

 2010-12-27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뉴서울호텔         272,250 

 2010-12-28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예조         375,000 

 2010-12-29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319,440 

 2010-12-29 비서실 간담회  황우촌         126,000 

 2010-12-29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마라         410,000 

 2010-12-30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청진옥          56,000 

 2010-12-30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루이         350,000 

 2010-12-30 내부 직원과의 간담회  사까나야         220,660 

 2010-12-31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주）조선호텔          44,550 

 계 　 　      14,339,6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