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직위 일시 내역 금액 장소 참석인원 집행구분

1 총장 2020.09.03 대학 관계자 업무협의 식대 170,000      윤태금복국 6명

2 총장 2020.09.03 대학 관계자 업무협의 식대 253,000      홍유단 12명

3 총장 2020.09.09 대학 관계자 업무협의 식대 345,000      청죽 12명

4 총장 2020.09.09 대학 관계자 업무협의 식대 60,000        화담 3명

5 총장 2020.09.10 대학 관계자 업무협의 식대 320,000      청기와샤브샤브 12명

6 총장 2020.09.12 대학 관계자 업무협의 식대 220,000      송원일식 9명

7 총장 2020.09.13 대학 관계자 업무협의 식대 185,200      가야개발㈜ 10명

8 총장 2020.09.15 대학 관계자 업무협의 식대 381,500      풍원장 14명

9 총장 2020.09.16 대학 관계자 업무협의 식대 458,000      새진주식당 16명

10 총장 2020.09.17 대학 관계자 업무협의 식대 184,000      백만석 10명

11 총장 2020.09.17 업무관련 차류대 55,500        리플러스머그거제점 10명

12 총장 2020.09.17 업무관련 차류대 34,500        리플러스머그거제점 10명

13 총장 2020.09.18 대학 관계자 업무협의 식대 430,000      금호횟집 15명

14 총장 2020.09.22 유관기관 추석 선물 구입 4,089,800    인터넷우체국쇼핑 82명

15 총장 2020.09.23 대학 관계자 업무협의 식대 1,196,000    연타발 42명

16 총장 2020.09.23 대학 관계자 업무협의 식대 59,500        청도휴게소 6명

17 총장 2020.09.23 대학 관계자 업무협의 식대 10,600        청도휴게소 2명

18 총장 2020.09.23 업무관련 차류대 4,800         파리크라상 2명

19 총장 2020.09.24 대학 관계자 업무협의 식대 380,000      화담 15명

20 총장 2020.09.24 대학 관계자 업무협의 식대 135,000      화담 10명

21 총장 2020.09.24 대학 관계자 업무협의 식대 63,680        이랜드파크켄싱턴여의도 3명

22 총장 2020.09.24 업무관련 차류대 19,500        로비라운지 3명

23 총장 9월 중 경조사 화환(7건) 680,000      초유플라워 - 계산서

24 총장 9월 중 경조사비(5건) 250,000      - 현금

※ 요청양식은 추후 교육부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비서실의 업무추진비 계정으로 사용된 모든 내역 포함

9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본 업무추진비는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발전기금 (잠재)기부자 예우 및 의전

□ 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기업체 방문, 기업체 대표 간담회

□ 대학 교육정책 논의를 위한 유관기관 또는 관계자 간담회

□ 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유관기관 또는 관계자 간담회

□ 기타 대학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업무경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