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 : 원)

금 액

-                 

1,061,000      

-                 

1,061,000     

(단위 : 원)

구 분 사용일자 집행자 사용처(장소) 집행구분 인원(명) 집행금액(원)

- 

2015-12-03 상임감사 김기남
편대장영화식당

(☎053-744-2655)
카드 5 134,000        

2015-12-09 상임감사 김기남
본가동태

(☎053-763-9677)
카드 7 134,000        

2015-12-10 상임감사 김기남
서라벌한정식

(☎02-599-5288)
카드 13 300,000        

2015-12-14 상임감사 김기남
대현옻닭

(☎053-941-2755)
카드 6 60,000          

2015-12-23 상임감사 김기남
옛대가

(☎053-959-1623)
카드 8 96,000          

2015-12-23 상임감사 김기남
뜰안채

(☎053-767-1233)
카드 15 337,000        

1,061,000     

-                 

카드 6회

현금 0회

(단위 : 원)

구분 금액 금액 금액 총금액 구성비 비고

1월 -               906,100        -             906,100        8%

2월 -               996,600        -             996,600        9%

3월 764,400        764,400        7%

4월 895,000        895,000        8%

5월 684,000        684,000        6%

6월 1,725,000      1,725,000      15%

7월 915,500        915,500        8%

8월 663,000        663,000        6%

9월 854,000        854,000        7%

10월 1,635,500      1,635,500      14%

11월 512,500        512,500        4%

12월 1,061,000      1,061,000      9%

합 계 -               11,612,600   -            11,612,6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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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업무추진비 누적 집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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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감사정보 수집

12월 소계 6건

1,061,000     

주요 정책추진 관련 회의ㆍ행사 등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감사정보 수집 경조사 축하환 및 기타경비

경조사 축하환 및

기타경비

감사계획 수립 관련 감사정보 수집 대학 감사관련 관계자 외

항목 항목 항목

12월 총계 6건

12월 소계 0건

언론관계자 외

감사관련 의견 교환

공공기관 감사관련 관계자 외

비고

12월 소계 0건

재단업무 설명 및 금융동향 청취 회계법인 관계자 외

재단업무 설명 및 홍보

감사 정보 수집

감사동향 공유

한국감사협회 관계자 외

교육계 인사 외

집행내역(목적) 집행대상자

주요 정책추진 관련

회의 행사 등

한국장학재단 상임감사 업무추진비[12월]

□ 유형별 집행내역

유 형 건 수 구성비

합 계 6건 100%

□ 세부 집행 내역

주요 정책추진 관련 회의ㆍ행사 등 0건 0%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감사정보 수집 6건 100%

경조사 축하환 및 기타경비 0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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