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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건  총계 243,850 

1월     17건 소계 4,717 

1월 기념품 구입 900 문화공보실

1월 문화재 관련 오찬외5 1,021 문화공보실

1월 시의회 의원 간담회 253 총무과

1월 원자력발전소건설 관련 주민대표와의 간담회외2 1,086 총무과

1월 해맞이 관광객 맞이 노고격려 외1 232 총무과

1월 2013년 주요농정시책 설명회 참석자 만찬외1 402 농업정책과

1월 연구교육관  "학" 시책추진 업무추진외1 823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2월   82건 소계 27,648 

2월 2013 읍면동 연초방문  간담회경비지출외8 3,153 노곡면

2월 2013년 강원도 세정분야 시책설명회개최 다과외2 474 세무과

2월 PNG 삼척 터미널 유치를 위한 업무협의 간담오찬외1 756 총무과

2월 경제자유구역 관련 업무협의 관계자와 만찬외1 487 기획감사실

2월 국책사업 추진 관련 주민대표와의 만찬외1 560 전략산업과

2월 농어촌체험마을 시책사업 설명회 참석자 오찬외3 671 농업정책과

2월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동참 관계자 격려오찬외5 2,209 총무과

2월 삼척정월대보름제 전국기줄다리기대회 참가 선수단 만찬외6 3,078 기간산업과 단일건

2월 시의회 의원과 간담회외 8 2,707 기획감사실

2월 시청 출입 기자단 만찬비 지출 1,000 문화공보실 단일건

2월 신규원전 건설 보상 및 지역지원사업 논의 만찬간담외1 863 총무과

2월 주한 러시아대사관 무역대표부 대표단 만찬외3 1,820 총무과

2월 지역 특산품 구입외5 2,270 정보자원정책과

2월 출입기자등 언론관계자들과의 만찬외1 763 기획감사실

2월 투자기반조성 현지점검 관계자와 오찬외19 6,233 기획감사실

2월 한수원 관계자와의 만찬외1 304 전략산업과

2월 홍보용 시 특산품 구입 (머루와인) 300 기획감사실

3월     58건 소계 21,920 

3월 2013년 읍면동 연초방문 다과구입 215 신기면

3월 3.1절 기념 보훈가족 위로 간담외1 592 총무과

3월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개최에 따른 오찬외1 1,732 총무과 단일건

3월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참석자 전달할 지역특산품구입비외1 2,070 총무과 단일건

2013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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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책 에너지사업 보상용역 시행 관계자 업무협의 간담외2 645 총무과

3월 기줄다리기 대회 참가선수단 격려 오찬외5 5,346 총무과 단일건

3월 남화산 해맞이공원 상징조형물 제작현장 시찰 지도점검차 만찬비 223 총무과

3월 마이스터고 개교 노고격려 만찬비 480 총무과

3월 만찬비 지급(KBS 한국재발견 관계자)외28 8,644 문화공보실

3월 삼척농업발전 중장기 계획수립 수행관계자 간담오찬비 205 총무과

3월 시청출입기자와 만찬 간담회외3 878 기획감사실

3월 인접 3개시군 통합관련 논의 간담오찬비 84 총무과

3월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참가자 격려 간담만찬비 148 총무과

3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한 집행부 관계자와의 오찬비 지출 34 의회사무과

3월 특산품 구입외2 624 문화공보실

4월    69건 소계 21,291 

4월 2013 우수학습동아리 사업설명회 개최에 따른 오찬 454 평생학습관

4월 PNG터미널 유치 관련 업무협의 외 5 1,893 정보자원정책과

4월 격려품 구입외2 776 대이동굴관리소

4월 관광지 개발사업 용역수행 관계자 오찬간담비 460 총무과

4월 국내 자매도시 마라톤 참가 선수단 선물 구입 320 기획감사실

4월 노인복지지원사업 관계자 오찬외2 656 기획감사실

4월 만찬비 및 오찬비 지급(G1 방송사 관계자)외23 5,785 문화공보실

4월 문화예술 유관기관관계자 만찬외2 978 문화시설관리소

4월 보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비 440 총무과

4월 시민 나무나누어주기 행사 관계자 격려 간담외1 846 총무과

4월 시의원 간담 오찬외5 1,427 기획감사실

4월 식목일행사 물품 구입 101 산림녹지과

4월 실크로드 탐험대 성공기원 고유제 관계자와 오찬 450 기획감사실

4월 인구증가시책 추진 유관기관 관계자 오찬 569 총무과

4월 일본 쿠로베시 선수단 선물 구입 350 기획감사실

4월 제16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위원과의 간담만찬비 390 총무과

4월 지역주민 민원청취, 해소를 위한 간담만찬비외1 609 총무과

4월 지역특산품 구입외4 1,681 기간산업과

4월 출입기자등 언론관계자들과 오찬 390 기획감사실

4월 탄광지역 주민창업 관계관 간담외1 286 지역개발사업단

4월 핸드볼관계자 만찬외2 2,430 기획감사실

5월      59건 소계 1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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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년 상반기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개최 관계자와의 간담 72 지역경제과

5월 2013. 삼척시도시계획위원회 (본위원회 제1차) 간담 800 도시디자인과

5월 격려품(음료) 외 2 106 대이동굴관리소

5월 관내 치안활동 노고격려 및 업무협력 강화를 위한 만찬간담 1,119 총무과 단일건

5월 도계캠퍼스 학생기숙사건립 기공 노고격려차 간담 294 총무과

5월 러시아 가스관(PNG)사업 유치 업무협의 간담 282 총무과

5월 맹방 유채꽃축제 운영위원 격려 간담외23 6,281 총무과

5월 북경 여자핸드볼 전지훈련 선수단 격려외2 1,736 총무과 단일건

5월 삼척맹방유채꽃축제 추진위원회 간담 490 기획감사실

5월 삼척포진영 영장고혼제 관계자 격려 간담 390 총무과

5월 새마을지도자 삼척시협의회 방역봉사단 관계자 간담 150 보건정책과

5월 시의회 의원과의 간담외1 794 총무과

5월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유공자 오찬외3 1,273 총무과

5월 자매도시 성북구민의 날 행사 참석에 따른 기념품 구입외1 200 기획감사실

5월 재경삼척시민회 임원진과의 만찬간담 350 총무과

5월 제163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안건조정 등 업무협의외2 286 의회사무과

5월 제1차 삼척지역 치안협의회 오찬간담 384 총무과

5월 제6대 평생학습관 총학생회 임원간담회 오찬 235 평생학습관

5월 지역주민 민원청취, 해소를 위한 간담외1 960 총무과

5월 지역특산품 구입외2 641 전략산업과

5월 출입기자 등 언론관계자와 간담 36 기획감사실

5월 호산교 가설공사 준공 노고 격려 오찬 300 총무과

6월      76건 소계 21,259 

6월 「문화계 인사 울릉도.독도 관광지 탐방」참가단 오찬 230 기획감사실

6월 201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관련자 간담회외5 1,653 주민생활지원과

6월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 사전예비실사단 만찬외1 665 기획감사실

6월 국제안전도시 공인선포식 기념선물 구입외3 836 안전총괄과

6월 미래에너지 국제학술대회 참가 주요인사 간담만찬 480 총무과

6월 산나물 축제 관계자와 간담외29 8,108 기획감사실

6월 상반기 역점추진사업 현장관계자 노고격려 오찬간담 250 총무과

6월 세정업무 홍보 협조를 위한 간담외1 620 세무과

6월 시의원과 간담 외 4 1,405 기획감사실

6월 신규원전 예정구역내 주민대표와의 간담회 외1 535 전략산업과

6월 언론사 관계자들과의 간담외2 712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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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예산결산 특별위원과의 간담외1 885 총무과

6월 유리조형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 주민대표와의 간담 207 전략산업과

6월 음료등 구입(원전견학)외5 828 전략산업과

6월 일본 쿠로베시 마라톤대회 참가 방문 기념품 구입 352 기획감사실

6월 제164회 시의회 임시회 개회 만찬간담외1 528 총무과

6월 지역현안사항 추진과 관련 주민대표인 시의회의원들과 만찬비 지급 336 전략산업과

6월 지자체 지방대학간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력 간담만찬비 944 총무과

6월 특산품(삼척동자 쌀) 구입외2 465 문화공보실

6월 해안 관광개발 업무협력 강화간담외2 1,220 총무과

7월  58건 소계 25,230 

7월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따른 간담 171 세무과

7월 2013 한국농수산대학 3학년 농업기관 현장실습관련 업무추진비 40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7월 G1 강원민방 이동보도국 관계자 간담 920 총무과

7월 결산검사 위원과의 오찬간담외4 1,643 총무과

7월 삼척시 노사위원과의 간담외12 2,233 총무과

7월 삼척화가 민태홍 화백 초청전시회 관계자와 간담 만찬 260 기획감사실

7월 시의원과 간담외3 1,089 기획감사실

7월 시청 출입기자 오찬간담비(러시아 PNG 터미널 유치)외3 1,021 총무과

7월 에너지특화산업분야 국제교류협력을위한 유럽순방간담비외1 8,118 총무과 단일건

7월 인구증가시책 추진 격려품 구입 300 총무과

7월 자매도시 성남시 시승격 제40주년 기념식 방문에 따른 기념품 구입 60 기획감사실

7월 전국 교원 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시정홍보 간담외1 2,620 총무과 단일건

7월 전국 시도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만찬간담 884 총무과

7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와의 오찬제공비(국) 440 지역경제과

7월 제165회 삼척시의회(정례회) 시의회 의원과 간담 454 기획감사실

7월 중국 북경 여자핸드볼선수단 기념품 구입 918 기획감사실

7월 지역특산물(미역) 구입외3 760 기간산업과

7월 해양관광리조트타운조성사업과 관련 주민대표와의 간담외13 3,299 전략산업과

8월      68건 소계 21,470 

8월 2013년 주요 농정시책 의견수렴 참석자 오찬 180 농업정책과

8월 PNG터미널 유치협력을 위한 협약식 참석자 오찬간담외1 800 총무과

8월 국외 교류도시(리스버그시, 코르사코프시) 내방에 따른 기념품 구입(머루와인)외2 1,137 기획감사실

8월 근덕면 원전유치위원회 관계자와의 간담외2 1,181 전략산업과

8월 문화재 현상변경 현지조사 관련 오찬외1 156 문화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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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미국 리스버그시와 러시아 코르사코프시의 내방에 따른 기념품 구입(머루와인,유리공예품) 504 기획감사실

8월 시의회 의원과 간담외2 890 기획감사실

8월 시청출입 정보활동 관계자들과의 간담외2 1,115 기획감사실

8월 이사부 독도축제 개막행사 참석 주요인사 간담만찬비 166 총무과

8월 제7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격려 업무간담 100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8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대표자 회의 참석자 격려 만찬간담외34 10,118 총무과

8월 지역주민 민원청취, 해소를 위한 오찬간담외1 930 총무과

8월 지역특산물 구입외5 1,140 기간산업과

8월 치안관계자와의 간담 만찬 235 총무과

8월 한국 공업화학회 하계워크숍 시정홍보 간담만찬비 1,740 총무과 단일건

8월 혹서기 하천변 유원지 근무자 오찬간담외2 1,078 총무과

9월      42건 소계 12,335 

9월 9월 직장 교육 강사와의 간담외19 3,861 총무과

9월 국외 교류도시(리스버그시, 코르사코프시) 내방에 따른 기념품 구입 440 기획감사실

9월 국제안전도시 공인 현지실사단 간담외3 2,686 기획감사실

9월 근덕면 원전유치 관계자와의 간담 447 전략산업과

9월 삼척시 여성어업인협의회 간담 160 해양수산과

9월 세계 PNG심포지엄 참여기관 협의를 위한 주요인사와의 간담외1 408 총무과

9월 시의회 의원과 간담외1 555 기획감사실

9월 시청 핸드볼선수단 격려 만찬 950 기획감사실

9월 지역 특산품 구입외2 1,020 관광정책과

9월 지역주민 민원청취, 해소를 위한 간담외1 538 총무과

9월 천년학 생태공원 조성 업무협의 시책업무 추진 78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9월 출입기자등 언론관계자들과의 간담외2 1,008 기획감사실

9월 코르사코프시 방문에 따른 기념품 구입 184 기획감사실

10월      50건 소계 13,807 

10월 2013 지방의 국제화 순회강연 관계자와의 만찬외23 4,652 기획감사실

10월 국제안전도시 유관기관 실무자와 간담외4 2,095 기획감사실

10월 미래부산하 연구단 광업현지 방문간담 275 총무과

10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주민대표와의 간담 231 전략산업과

10월 시민상 심사위원과의 간담외1 960 총무과

10월 시의회 의원과 간담외2 747 기획감사실

10월 시청 여자핸드볼선수단 및 응원 가족 격려 간담 856 기획감사실

10월 언론관계자와의 간담 외1 593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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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 주민대표와의 만찬비 209 전략산업과

10월 자매도시 시군구민의 날 축하 화환 구입외1 200 기획감사실

10월 지역주민 민원청취, 해소를 위한 간담만찬외1 837 총무과

10월 지역특산품 구입비외2 540 전략산업과

10월 코르사코프시 방문에 따른 기념품 구입 605 기획감사실

10월 코스모스 축제 준비 관계자 노고격려 간담외1 1,007 총무과

11월    54건 소계 16,140 

11월 PNG 터미널 유치등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한 현안논의를 위한 집행부관계자와의 오찬비지출 120 의회사무과

11월 강원 중등체육연구회 관계자 간담 372 총무과

11월 고위정책과정 동기회원 삼척 문화탐방단 격려간담 480 총무과

11월 관내 건설업체 임원진과의 간담 460 지역경제과

11월 국내외 자매도시 내방에 따른 기념품 구입 450 기획감사실

11월 국책연구사업 부지 현지조사단 간담 450 총무과

11월 기초과학연구소 걸립에 따른 현지조사단 초청여비 90 총무과

11월 남이섬 삼척의 날 행사추진 기관단체 협의 참석자 오찬간담 156 농업정책과

11월 사회복지협의회 김장나누기사업 추진 격려물품구입외1 475 주민생활지원과

11월 삼척LNG생산기지 건설사업 관련 주민대표와의 간담외19 3,670 전략산업과

11월 시의회 의원과 간담외5 2,003 기획감사실

11월 시청 여자핸드볼선수단 만찬 985 기획감사실

11월 원자력 산업 추진 관계자와의 간담 320 전략산업과

11월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간담 920 총무과

11월 이사부 국제심포지엄 참석 패널과의 간담 135 총무과

11월 인구증가시책추진 유관기관 관계자간담 440 총무과

11월 자치행정 지도검사 관계자 간담 270 기획감사실

11월 정부 3.0 자체시책개발 관련 전문가와의 간담 311 기획감사실

11월 제10회 전국 바다낚시대회 운영 관계자 노고격려 간담 450 총무과

11월 제167회 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주요사업 간담외1 655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11월 제6회 평생학습 축제 준비 관계자 노고 격려간담 480 총무과

11월 중국 동영시 예술문화교류단과의 간담 801 기획감사실

11월 지역주민 민원청취, 해소를 위한 관계자와의 간담만찬 400 총무과

11월 지역특산품 구입외3 880 전략산업과

11월 출입기자등 언론관계자들과의 간담 367 기획감사실

12월      130건 소계 40,854 

12월 2013 성탄절 트리 점등식 관계자 격려간담 98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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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13 하반기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개최에 따른 지역특산주 구입 900 지역경제과

12월 2013년 농촌진흥사업 성과보고 및 업무협의회 만찬 업무추진 950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12월 2014년 정부합동평가 대응 컨설팅 관계자와의간담외30 7,365 기획감사실

12월 6.25참전유공자 호국영웅기장 전수식 격려품 구입 340 주민생활지원과

12월 KT&G 삼척지점 및 한국담배판매인회 삼척조합과의 간담회를 위한 만찬 329 지역경제과

12월 각종 집회현장 안전관리 관계자 간담만찬비 328 총무과

12월 강원도자원봉사자대회 참석자 격려를 위한 음료 구입 41 주민생활지원과

12월 국책사업 현장견학단 조찬간담비 460 총무과

12월 기간제근로자 및 통역관광안내 관계자 간담회 300 기획감사실

12월 기초과학연구원우주입자연구센터구축 협정체결간담비 800 총무과

12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시책설명회 참석자 간담외3 1,985 농업정책과

12월 동절기 현업부서 근무자 노고격려 간담 307 총무과

12월 마평정수장 연수화사업 준공 노고격려 간담 480 총무과

12월 문화공연 행사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외4 1,015 문화시설관리소

12월 문화재 자문위원과의 간담외1 263 기획감사실

12월 민생치안 확보를 위한 관계자 간담 480 기획감사실

12월 보건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 간담외2 1,351 보건정책과

12월 보훈단체관계자와의 간담외1 663 총무과

12월 비서업무 종사직원 노고 격려 간담 408 총무과

12월 사회복지 관계자 간담외2 1,452 기획감사실

12월 삼척고 이전사업과 관련 지역인사와의 간담 96 전략산업과

12월 삼척시 노사위원 오찬 228 총무과

12월 삼척시 출입 언론관계자 만찬 간담외1 840 기획감사실

12월 삼척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간담 200 기획감사실

12월 삼척시도시계획위원회 개최에 따른 만찬 469 지역경제과

12월 삼척시자원봉사자대회 경품 구입 60 주민생활지원과

12월 삼척종합발전단지 건설사업 관련 주민대표와의 만찬비 238 전략산업과

12월 삼척평생학습축제 결산간담회 간담외1 650 평생학습관

12월 생활개선삼척시연합회 임원 연말총회 관련 만찬 업무추진 1,200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단일건

12월 세정업무 협조를 위한 만찬 간담외1 661 세무과

12월 소방방재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 322 전략산업과

12월 수로부인 조각상 제작현지 지도방문기념품 구입비 160 총무과

12월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과의 오찬외2 1,092 기획감사실

12월 시의회 의원과 간담외5 2,146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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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언론관계자와의 간담외2 735 기획감사실

12월 와우산해양관광리조트타운 업무 협의차 지역특산품구입비 450 총무과

12월 외래방문 강사 기념품 구입 400 평생학습관

12월 우주입자 연구센터 구축 협약식에 전달할 격려품 구입외4 896 총무과

12월 이사부 테마공원조성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132 관광정책과

12월 인구증가관련 만찬 간담외1 710 기획감사실

12월 재난안전 유관기관(삼척경찰서) 간담회외2 771 안전총괄과

12월 제10회 삼척시장기 바다낚시대회 관계자와의 간담 240 기획감사실

12월 제167회 시의회 정례회 개최 오찬간담외1 612 총무과

12월 제2지구 생태체험농원 조성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 360 농업기술센터(교육연구과)

12월 종합사회복지관 기간제근로자 회식 490 기획감사실

12월 주소이전 협력강화 유관기관 관계자 만찬 380 총무과

12월 지역언론 관계자 만찬 간담회외1 915 기획감사실

12월 지역주민 민원청취, 해소를 위한 간담외2 579 총무과

12월 지역특산품 구입외2 398 기획감사실

12월 직원격려 간담 522 문화시설관리소

12월 천년학 생태공원 조성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외1 620 농업기술센터(교육연구과)

12월 탄광지역 주민창업 관계관 간담외3 702 지역개발사업단

12월 투자유치 관계자 간담 결의 443 기업투자지원과

12월 팸투어 참가자 간담회 만찬 결의 450 관광정책과

12월 해경훈련시설등 전략산업국 당면업무 관계자와 간담 392 전략산업과

12월 해양관광리조트타운조성사업과 관련 군부대 관계자와의 간담외1 980 전략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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