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천원)

월별 집행내역 금액 비고

총 계 236,474 771건

1월 32건 소계 9,024 

핸드볼선수단 만찬 412 

2012년 상반기 중·고등학력 검정고시반 관계자 간담회 개최 및 만찬 147 

삼척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관계자와의 만찬비 지출 187 

지역관계자 만찬비 등 2건 427 

2012 연초방문 주민간담회 다과류 구입 등 11건 3,948 

2012년 의사일정 및 회기운영 등 업무협의 오찬비 지출 등 2건 100 

노인복지 관계자와의 오찬 등 3건 583 

지역산품 구입(머루와인) 등 5건 1,645 

부시장 취임 인수인계 관계자 만찬 291 

임진년 새해 해맞이 행사 준비관계자 노고격려 만찬비 560 

해안 관광지개발에 따른 유관기관 업무협의 간담만찬비 212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후속조치 참여자 급식 제공 325 

생활개선시연합회 전현직회장 연찬회에 따른 업무추진비 지출 결의 56 

농업공동연구사업 업무협의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31 

2월 66건 소계 22,564 

청사청소근로자 격려품 구입등 4건 995 

지역관계자 간담 만찬비 등 2건 317 

인구증가시책 추진 유관기관 관계자 오찬 등20건 7,622 

신규원전 예정구영 지정등 업무협의 관계자 오찬 106 

원자력산업 유치를 위한 주민대표와의 만찬 300 

전략산업 추진협조 관계자와의 만찬 240 

여행업체와의 오찬비 지출 196 

강원도 보도기자등 언론관계자들과의 오찬 233 

2011년기준 사업체조사 담당공무원 및 조사요원 오찬 182 

지역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업무협의 간담만찬비 230 

원자력클러스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 간담오찬비 620 

직원 복지시설 사용관련 업무협의 간담오찬비 125 

원자력 클러스터 구축관계자 간담 만찬비 156 

201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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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택지개발사업 투자유치 관계관 만찬간담비 186 

해양관광 연계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관계자 간담만찬비 112 

내방객을 위한 차류 구입비 259 

보건업무추진 간담회 업무추진비 지출 등 2건 836 

제154회 시의회 농촌진흥사업 발전 간담회 오찬 업무추진비 지출결의 359 

2012년 평생학습 네트워크 위탁 지원사업 관계자 간담회 만찬 202 

시장연초방문 간담회 소요물품 구입비 246 

기줄다리기 참가 선수단 오찬 제공 등 8건 3,628 

지역특산품 구입 등 3건 740 

정월대보름제 기줄다리기 외지팀 참가 섭외관계자 오찬 등 4건 1,624 

무형문화재(기줄다리기) 공개행사 관계자 오찬 제공 150 

원자력 클러스터 구축 활성화를 위한 협의간담 만찬비 791 

정월대보름제 행사준비 관계자 격려만찬비등 4건 1,619 

2012년 지방세정 공무원 간담회 개최 업무추진 만찬 490 

3월 70건 소계 18,743 

워싱턴지구 한인연합회장 방문에 따른 기념품 구입등 2건 550 

만찬비 지급(기자 전출,전입 환송) 300 

신규원전 관련 중앙부처 및 한수원 관계자와의 오찬등33건 8,722 

지역기능인력양성 운영관계자 간담 만찬 결의 302 

전직 부시장과의 만찬 278 

강원도 기업유치 관련부서 업무 협의 오찬 94 

삼척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심의회 위원과의 오찬 412 

전략산업 추진 협의 및 세무조사담당공무원과의 만찬등 3건 956 

화분구입 50 

향토산업에 대한 브랜드개발 논의를 위한 관계자 간담오찬비 150 

지역특성화사업 발굴 용역보고회 관계자 간담만찬비 105 

학교관계자와의 간담 만찬 347 

관내 관광시설물 관리자 격려 간담오찬비 120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관계자 노고격려 오찬비 260 

에너지 연관산업 수도권기업 투자유치 홍보간담 만찬비 1,541 단일건

해상 로프웨이 조성사업 조기착공을 위한 협조 간담만찬비 277 

관내 제설작업 동원 차량 운전원 노고격려 오찬비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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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세정업무의 원활한 홍보를 위한 오찬비 지출 90 

삼척관광 상품개발 팸투어단 오찬 제공 200 

택시업체 간담회 오찬경비 339 

농촌체류형 민박기술보급 현지전문 컨설팅교육 오찬 70 

탄광지역개발사업 관계관 만찬 294 

2012년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 및 만찬 460 

국책사업 관련 업무협의를 위한 집행기관과의 간담회 오찬비 지출 305 

국책사업 관련 업무협의를 위한 집행기관과의 오찬비 지출 96 

오찬비 지급(협약식관련) 등 2건 115 

지역특산품 구입(장뇌주) 등 4건 1,360 

시민 건강달리기 대회 준비단 행사추진 격려 만찬비 등 3건 390 

폴리텍 입학식 축하화환 구입 80 

4월 45건 소계 12,833 

격려품(화분) 구입 50 

동해안 지진해일 및 재해위험지구 점검단 간담만찬 등 17건 5,848 

시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 개최에 따른 오찬 262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보고회 참여자 만찬 480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현지조사자 오찬 제공 444 

쿠로베시 선수단 선물구입 350 

삼척시 비정규직 노사위원회과의 간담 오찬 78 

불법노조 해소 관계관 만찬 180 

세정업무 홍보 및 협조를 위한 만찬 간담비 지출 132 

시정업무 협의를 위한 관계기관과 만찬 267 

양양공항 국제선 전세기 취항 관련 팸투어 참가자 만찬 제공 900 

사랑의 김장김치나누기사업 참여자 격려용 음료수 구입 2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관계자 오찬 84 

민원응대용 다류 구입등 2건 235 

총학생회 임원 간담회 개최에 따른 오찬 제공 결의 126 

2012년 빙어수정란 방류에 따른 관계자 (도) 석식제공 138 

국책사업 유치와 관련하여 복합화력발전소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위한 오찬비 지출 40 

국책사업 유치와 관련된 당면현안사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한 집행부와의 오찬비 지출 84 

-106-



월별 집행내역 금액 비고

4월 특산품 구입 등 4건 1,078 

국내 자매도시 마라톤 참가 선수단 선물 구입등 4건 1,176 

삼척맹방유채꽃축제 추진위원회 행사추진 등2건 860 

5월 69건 소계 18,825 

격려품(음료) 구입_환경미화원 체육대회 35 

코르사코프시 선물 구입 등 7건 1,127 

신규원전부지 선정관련 주민대표와의 만찬 등 30건 9,893 

봄철 산불예방활동 노고격려 만찬비 128 

인근시와의 에너지 연관산업 유치 업무협의차 간담만찬비 107 

각종 집회신고에 따른 질서유지 대책 협의 간담만찬비 665 

인근시와의 에너지 발전산업 업무협의 간담만찬비 160 

도계보건출장소 기공식 준비단 격려만찬비 163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관계자와의 간담 만찬 414 

지방행정체제 개편(시군통합) 의견수렴 간담만찬비 300 

내방객을 위한 차류 구입비 등 3건 540 

공동연구사업 연구과제수행을 위한 오찬 간담회 시책업무추진 52 

연구교육관 운영 효율화 업무추진비 지출 480 

학 MOU관련 내외빈 오찬 지출품의 793 

당면영농 추진을 위한 현장기술 지원 업무추진비 지출 227 

2012년 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관계자 간담회 만찬 454 

평생학습관 우수학습동아리 임원 간담회 개최에 따른 오찬 제공 160 

검정고시반 관계자 간담회 개최에 따른 만찬 318 

원덕지역 국책사업관련 업무협의를 위한 집행부 관계자와의 오찬비 지출 142 

당면현안사업에 대한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업무협의를 위한 오찬비 지출 45 

국책사업 유치 등 당면현안사업 논의를 위한 집행부 관계자와의 만찬비 지출 100 

임시회 회기 안건 및 현안사업 조정 등 업무협의를 위한 집행부 관계자와의 오찬비 지출 55 

지역특산품 구입(건어물) 등 5건 1,590 

삼척코스모스축제위원회 간담회 업무추진 등 3건 707 

자매도시 구민의 날 화환 구입 100 

영동지역 군관간담회 홍보 기념품 구입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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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3건 소계 21,327 

격려품 구입 등 4건 209 

결산검사위원과의 간담 만찬 등 7건 3,011 

투자협약식 교환용 기념품 구입 328 

일본 쿠로베시 방문단 선물 구입 등 3건 750 

시의회 의원과의 만찬 등 5건 1,640 

"2012년 삼척시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자 오찬등28건 7,193 

2012년 삼척시 장애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자 오찬 99 

2012년 제1회추경예산안 의회보고 관계자 오찬 476 

2013 정부헙동평가 대응 컨설팅 관계자 오찬 160 

국책사업 추진 지원단 노고 격려 간담만찬비 600 

내방객을 위한 차류등 구입비 등 2건 351 

상품권 경품행사 민간인 관계자 오찬비 56 

시정시책 용역사업 수행기관 관계자 격려 만찬비 251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운영방안 및 활성화 논의 간담만찬비 660 

원자력클러스터 구축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관계자 만찬비 342 

원전유치 관련 등 현안사업 안건조정을 위한 집행부 관계자와의 오찬비 지출 213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 관계자 만찬 19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사업비 확보 업무협의 오찬비 312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과의 오찬간담비 233 

지역여론 수렴 및 민원청취, 해소를 위한 간담비 480 

인구증가추진관련 오찬 157 

지역특산물 구입 등 5건 881 

이사부 역사문화 축전 개최관련 관계기관 간담만찬비 155 

신규원전 주민설명회장 안전 질서유지 관계자 격려 오찬비 1,620 단일건

6월 직장교육 내방 강사진 전달할 기념품 구입비 등 2 960 

7월 64건 소계 14,943 

맹방해변 무사고 안전기원제 격려금 100 

결산검사 위원과의 오찬간담비 등 3건 642 

국내자매도시 연수구 실무단 방문에 따른 기념품 구입등2건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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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격려품(음료) 구입등 5건 1,441 

정례회 개최에 따른 시의회 의원과 오찬등 5건 829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 참석자 오찬등 19건 3,614 

산업단지개발 벤치마킹 업무협의 간담만찬비 160 

제6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현안사업 업무협의 및 논의를 위한 집행부 관계자와의 만찬비 지출 147 

러시아 PNG터미널 유치업무 추진 관계자 만찬 104 

세정업무홍보 및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만찬 간담비 지츨 149 

영진안 방재시범마을 관광지조성 노고 격려 만찬비 324 

옥수수 채종포 포장검사 및 현장기술지원 업무추진비 지출결의 164 

원전건설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만찬비 480 

삼척시립합창단 오찬 제공 197 

지역특산품 구입등 2건 400 

이사부장군 선양사업 활성화지원 논의 간담만찬비 등 4건 739 

제47회 도민체전 참가선수단(야구팀)과 오찬등 2 168 

유관기관장 전입 축하 화분 구입 등 5건 480 

관내 신임기관장과의 간담만찬비등 2건 575 

국책사업 현장 국회 예산 정책처 예방단 간담만찬비등 2건 780 

지역내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주요인사 간담만찬비등 3건 1,215 

관광지 상징조형물 제작관련 벤치마킹단 만찬비 1,695 단일건

8월 45건 소계 13,660 

내방객을 위한 차류등 구입비 등 5건 985 

시의회 의원과의 만찬등 4건 1,242 

강원도 투자유치 관계자 방문 오찬 제공 267 

국군방송 위문열차 공연 교통통제 관계자와 만찬 480 

급경사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계기관 오찬간담비 503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한 현안논의 집행부 관계자와의 오찬비 지출 250 

만찬 제공비 지출 (국군방송 위문열차공연 행사관계자) 700 

삼척 메디컬타운 조성사업 투자협약식 참석자 간담오찬비 800 

시 현안사업에 대한 현안논의 및 업무협의를 위한 집행부 관계자와의 오찬비 지출등16건 4,423 

2012 을지연습 훈련에 따른 관계기관 업무협의 간담오찬비 275 

도계전두시장 활성화 간담회 개최에 따른 오찬비 84 

환경미화원과의 간담 오찬비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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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이사부 문화축전 관계자와 만찬등 3건 1,290 

인구증가 시책추진 및 민원접대용 음료 구입비 지츨 150 

자매도시 성북구 방문단 간담 만찬등 3건 1,080 

지역특산품 구입 160 

러시아 관계자 초청 오찬비등 2건 602 

화분 구입비 50 

9월 54건 소계 16,278 

격려품 구입 100 

음료 구입비 지급등 5건 797 

세정업무의 원활한 홍보를 위한 만찬비 지출등 2건 420 

시의회 의원과의 오찬등 4건 1,317 

소방방재산업 관계자들과의 만찬 171 

원자력산업유치협의회 관계자 만찬등 2건 707 

공유토지분할위원 및 관계자 만찬 225 

강원랜드 관계자 예방에 따른 오찬 480 

생활체육회 관계자와 만찬 227 

삼척예총 관계자와 만찬 262 

문화재 관련 오찬 60 

핸드볼관계자 만찬 995 

시책추진 관계자 만찬 122 

방재시범마을 관광지조성 용역보고회 관계자간담 오찬비 153 

태풍 및 우기철 주요사업장 현장 격려 간담비등 2건 458 

지역여론 수렴 및 민원청취, 해소를 위한 간담만찬비 480 

제6회 한국여성농업인 강원도대회 격려 업무추진비 100 

지역농업특성화사업 현장평가단 오찬 업무추진비 279 

농촌체류형 민박기술보급 사업 순회기술지원 오찬 업무추진비 지출 40 

탄광지역개발사업 관계관 만찬 114 

제7기 박물관대학 개강식에 따른 유관기관 관계자 오찬 204 

2012 을지연습 훈련 유관 관계자와 오찬 420 

남양동 가스폭발 긴급대책 점검위원과 만찬등 3건 1,410 

관내 주요인사와의 현안사업대책 협의 간담만찬비 260 

국책사업 피해보상대책위 협의 간담 만찬비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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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인구증가시책 추진관계자 오찬등 2건 204 

인접 시군간 주요 현안대책 협의간담 만찬비등 2건 534 

재난 사고복구 종사자 격려 오찬비등 5건 1,125 

지역특산품 구입 지출등 4건 916 

화환구입 결의 50 

핸드볼선수단 만찬 제공 1,000 단일건

재난 사고복구 종사자 격려 오찬비등 2 1,948 단일건

10월 55건 소계 14,537 

가스폭발사고 성금기탁 자치단체 관계자와 만찬등 2건 560 

체육대회 격려품 구입등 2건 114 

국책사업 주변마을 주민대표와의 간담 오찬등 2건 273 

격려 기념품 구입비 지출등  2건 630 

출입기자등 언론관계자들과의 만찬등 2건 678 

내방객을 위한 차류 구입비 등 2건 227 

시의회 의원과 만찬등 3건 1,262 

2012년 의회 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관계자 오찬비 596 

강원도지방행정동우회 한마음 체육대회 위문품 구입등 2건 171 

검정고시반 관계자 간담회 개최에 따른 만찬 312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자 오찬등 4건 702 

만찬비 지급(군악연주회 관련) 66 

보건복지부 중앙현장방문 관계자 오찬비등 2건 498 

산업단지개발 벤치마킹 업무협의 간담만찬비 250 

삼척시민상 심사위원과의 오찬간담비 570 

삼척예술제 준비단 노고격려 만찬비 480 

삼척중앙시장 상인 서비스 교육 참가에 따른 음료수 구입비 36 

세정업무 협조를 위한 만찬비 지출 210 

유관단체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격려품 구입비 122 

제16호 태풍 "산바" 북상 대비 재해대책 간담만찬비 320 

제51회 삼척시민아카데미 초청강사 오찬 100 

중국 동영시 파견공무원 오찬 326 

지역관계자 간담 만찬비등 3건 809 

태풍'산바'피해에 따른 국토해양부 피해 조사반 식비 지출등 2건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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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해경 관계자와의 만찬비등 2건 502 

제23사단 평생학습 운영 관계자 간담회 개최 및 만찬 162 

현안사업 예산확보 등을 위한 관련부서 관계자와 오찬 56 

신규원전 확정에 따른 업무추진 협조간담만찬비등 2건 950 

재해대책 현지예찰 및 응급복구 유관기관 간담만찬비등 2건 453 

특산품 구입등 2건 444 

관내 각종 체육행사유치 노고격려를 위한 만찬비등 2건 558 

자매도시 시민의 날 화환 구입등 2건 400 

재해대책 현지예찰 및 응급복구 유관기관 간담만찬비 1,334 단일건

11월 65건 소계 22,219 

지역개발 사업에 따른 주요인사 오찬간담비 등 4건 3,175 

관광개발사업 관련 업무협의를 위한 관계관 오찬등 2건 350 

국가 기초구역(새주소 등) 선정 위원과의 오찬간담비등 3건 710 

중국 동영시 교환근무자 귀국에 따른 기념품 구입 75 

시청출입기자단과의 간담만찬비등 2건 1,567 단일건

동절기 도로 제설대책 관계자 만찬간담비등 2건 935 

내방객을 위한 차류등 구입 등 5건 941 

보건사업추진 간담회 회식비 지출등 2건 624 

2012년 세외수입체납액징수대책보고회개최 다과 구입비 지출등 2건 308 

시의회 의원과 만찬등 3건 873 

2012 농림어업대상 심사위원과의 오찬간담비등 2건 335 

강원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 관계자와 오찬등 2건 508 

강원도지사기 궁도대회 관계자 오찬 360 

건설업협외와 간담회에 따른 만찬제공비등 3건 855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만찬 제공 810 

마이스터고 개교 관계자 간담 오찬 결의 101 

문화재 관련 오찬 제공등 2건 355 

삼척 장호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현지확인 관계자 오찬 360 

소방방재산업 관계자들과의 만찬비 180 

수임군 부대장 전보발령에 따른 전별 만찬비 490 

안전상비의약품 업무추진 식사비 지출 144 

양양공항 국제선 전세기 취항 관련 팸투어 참가자 만찬 제공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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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제14회강원도지방행정동우회한마음체육대회참가선수단 위문 음료구입비 지출 104 

제160회 시의회 정례회 주요업무추진 간담회 오찬 427 

주민대표와의 만찬비등 4건 691 

진주라이온스클럽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 행사 격려금 70 

평생학습 수강생 화합한마당 개최에 따른 관계자 만찬등 2건 627 

화재 및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관계자 간담오찬비 490 

관내 치안유지 활동노고 격려 만찬간담비 1,047 단일건

신규원전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조기투자 협조 간담만찬비등2건 471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개최 만찬등 2건 2,375 단일건

자매도시 시민의 날 행사 참석에 따른 기념품 구입등 2건 340 

지역특산품 구입등 2건 600 

한수원 관계자와의 오찬비 등 2건 471 

화분 구입비(강원일보 창간 67주년) 50 

12월 133건 소계 51,521 

가스폭발사고 위로금심의위원회 참석자 오찬등 2건 551 

예산결산 특별위원과의 만찬간담비등 2건 930 

러시아 코르사코프시 방문단 기념품 구입등 3건 1,080 

시청출입기자단 및 관계자 만찬비등 3건 1,031 

내방객을 위한 차류등 구입비등 11건 2,944 

방문보건 업무추진 격려 직원회식비 지출등 7건 2,418 

세정업무 홍보 협조를 위한 만찬 간담비 지출등 3건 409 

시의원 및 의회관계자와의 간담 만찬등 13건 5,429 

시정시책 용역사업 수행기관 관계자 격려 오찬간담비등 2건 734 

2012 행복김장나누기 행사 격려용 음료 구입 43 

2013년 주요 농정시책 간담회 참석자 만찬제공 887 

2013년 평창 스페셜올림픽 조직위 관계자와 만찬 199 

가축방역업무관계자 만찬 제공 521 

각종 관광개발 업무협의를 위한 관계자 만찬간담 300 

간담 만찬 결의(도계지구 학교 재구조화 협의)등 2건 634 

강원도청 출입기자단 만찬간담비 650 

겨울 계절학기 강사 간담회 개최 및 만찬 300 

겨울철 재난대비 재난안전네트워크 간담회 만찬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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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공약사항 및 중점관리 대상사업 추진 유공직원 격려 만찬비 717 

관광홍보요원 격려만찬비 917 

관내 기관장 초청 현안논의 및 노고격려 간담만찬비등 2건 1,800 단일건

국내외 기업유치에 따른 관련기자등 관계자 만찬등 2건 755 

국책사업 추진관련 주민대표와의 만찬비 247 

국토부 걷는 길 노선 중복사항 현장확인 관계자 오찬 200 

농촌전통테마을 현장 모니터링 평가지원 오찬 업무추진비 지출결의 180 

도계 구)원조아파트 건설공사 준공 노고격려 만찬비 480 

러시아 코르사코프시 방문단 기념품 구입 390 

문화관광 해설사 오찬간담비 480 

문화사랑봉사단원 노고격려 오찬 300 

문화재 관련 오찬 제공 160 

복합에너지 거점도시 구축을 위한 동북아 3국 순방 간담비 2,823 단일건

불법노조 해소관계관 만찬 203 

사회공헌사업 관계자오찬간담비 136 

사회단체장과의 간담 오찬 112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준공기념 간담만찬비 680 

삼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오찬 300 

삼척시 비정규직 노사위원 만찬 252 

삼척시농촌관광연구회 연말총회 관련 업무추진비 450 

삼척시장기 태권도대회 준비관계자 노고격려 오찬간담비 318 

생활체육회 관계자 만찬 960 

소방방재산업 관계자와의 만찬비 68 

시립합창단 운영 관계자와 만찬등 3건 914 

열차관광 활성화 모색을 위한 관계기관 오찬간담비 400 

오찬비 지급 32 

외래강사 방문 기념품 구입 400 

우수제안 및 참제안 실천 유공직원 격려만찬비 2,160 단일건

위생업소 단체 관계자 간담회 개최 460 

유관기관 오찬 146 

인구증가시책 추진관계자 만찬 407 

인근시군간 산업단지 조성 업무협의차 만찬비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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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집행내역 금액 비고

12월 일본핸드볼 팀과의 만찬 2,400 단일건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만찬비 320 

재해대책 비상근무 직원 노고 격려차 만찬비 1,200 단일건

전국 바다낚시 준비관계자 노고 격려 만찬비 268 

전통문화예술 창달 공헌 관계자 초청 오찬간담비 400 

제2기 정보화교육 수료자 격려 업무추진비 지출등 2건 710 

조직관리 등 업무협의를 위한 만찬등 2건 681 

지역주민 간담회등 2건 560 

청소년지도사 및 선도 자원봉사자 오찬간담비 350 

탄광지역개발사업 관계관 만찬등 2건 328 

투자유치 관계자 방문 만찬 결의 418 

해경 관계자와의 만찬비등 2건 1,030 

환경미화원 공개채용 체력시험장 음료 구입 52 

만찬(정부합동평가 대비 회의 개최)등 3건 920 

업무추진비 지출등 2건 290 

문화예술관계자 만찬비 지출등 3건 293 

근덕 원전유치위원회 관계자와의 만찬비등 7건 2,020 

주민화합 활성화 심포지엄 참석 패널 간담만찬비등 2건 607 

지역 특산품 구입등 2건 320 

한수원 관계자와의 만찬간담비외등 2건 680 

화분 구입비 지출등 2건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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