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월별 세부 집행내역)

월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200,105 　

01월     49건 소계 24,913 　

01 호산펜션소득사업관련간담회  오찬비 지출 156 에너지전략실

01 유리테마파크 조성사업 자문에 따른 오찬 275 기획감사실

01 지역 특산품 구입 100 기획감사실

01 인사위원회 위원과의 만찬간담(2017.01.05) 430 총무과

01 인사부서 격려 만찬(자치행정국장 외 5명) 104 총무과

01 시책추진 유관기관 관계자 오찬 간담 70 총무과

01 위스타트 삼척마을 관계자 만찬 173 사회복지과

01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오찬비(도계역 투명예술광장 조성) 68 자원개발과

01 2017년 주민 열린대화마당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375 신기면

01 유리조형테마파크조성사업 자문에 따른 만찬비 190 자원개발과

01 2017년 주민열린대화마당 다과회 비용지급 855 원덕읍

01 2017 주민 열린 대화마당 간담회 다과준비 위탁 660 하장면

01 국책사업 추진 관계자와의 간담 만찬 139 기획감사실

01
심포 뷰티스마켓 조성사업 추진 관계자 

오찬간담(자치행정국장)
80 총무과

01 호산4리 이주대책 협약식 관계자 오찬 간담비 102 총무과

(단위 : 천원)



월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01 유리조형테마파크조성사업 주민의견 청취 관련 오찬 67 자원개발과

01 주민열린 대화마당 유관기관 방문 격려금(1.17) 400 총무과

01
2017년 주민열린대화마당 간담회 위.수탁 계약체결 및 

경비지출결의
825 근덕면

01 2017년 주민열린 대화마당 간담회 다과준비 비용 지출 525 노곡면

01
2017년 주민열린대화마당 다과회 위수탁계약에 따른 경비 

지출
435 가곡면

01 동계올림픽 추진 관계자와의 간담 만찬 60 기획감사실

01 주민열린 대화마당 유관기관 방문 격려금(1.17, 1.18) 800 총무과

01 2017년 열린대화마당 주민간담회 운영비 510 미로면

01 2017년 주민열린 대화마당 다과회 준비금 지출 810 남양동

01 2017년 주민열린 대화마당 운영 다과준비금 지출 645 성내동

01 주민열린 대화마당 유관기관 방문 격려금(1.19) 400 총무과

01 총학생회 임원진 간담회 오찬제공 154 평생교육과

01 2017년 주민열린대화마당 간담회 다과류 구입 1,350 도계읍

01 주민열린 대화마당 유관기관 방문 격려금(1.20) 200 총무과

01 2017 주민 열린 대화마당 간담회 다과류 구입(카드결제) 675 정라동

01 주민열린 대화마당 유관기관 방문 격려금(1.23) 200 총무과

01
농촌지도자삼척시연합회 2016년 사업결산 감사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 농촌지원과

01 삼척 야간 경관조명 개선 사업추진 간담 만찬 386 기획감사실

0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관계자 간담 오찬 100 기획감사실



월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01 주민열린 대화마당 유관기관 방문 격려금 200 총무과

01 설맞이 군경부대 방문에 따른 장병 격려금 지급 8,000 기획감사실

01 삼척 예술인촌 조성 관련 관계자 오찬 300 기획감사실

01 국비 확보 등 관계자 격려품 지급 850 기획감사실

01
시정현안 논의를 위한 의원과의 

만찬간담비(자치행정국장외4명)
123 총무과

01 삼척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만찬 456 관광정책과

01 삼척시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 오찬 540 기획감사실

01 정월대보름제 행사 추진 간담 만찬 330 기획감사실

01 유리조형테마파크조성사업 관련 전문가와 오찬 67 자원개발과

01 내방객 음료 및 다과 구입(자치행정국장) 305 총무과

01 주민열린대화마당 다과 구입 645 교동

01 노곡면 주택화재 피해 가구 방문 위로금(1.27) 200 총무과

01 시청출입 정보관계자와의 만찬간담(1.26) 126 총무과

01 관광홍보 캠페인 실시에 따른 간담 오찬 117 관광정책과

01 직원 오찬비 135 의회사무과

02월     45건 소계 11,044 　

02 오찬 간담 결의 150 기획감사실

02 홍보용 특산주 구입 300 기획감사실

02
강원요트시험장 면제교육기관 지정 운영을 위한 관계자 

오찬
187 특화산업과



월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02 유리 및 방재산업 관련 인터뷰 관계자 간담 오찬 60 기획감사실

02 정월대보름제 축하사절단 기념품 구입 300 기획감사실

02 수소산업 유치에 따른 관계자 간담 오찬 112 에너지전략실

02 관내 치안업무 유관기관 업무협조 추진 간담 만찬비 206 총무과

02 삼척시청 출입기자단 시정현안 설명회 오찬비 650 총무과

02 근덕면 실종자 수색 참여 유관기관 관계자 만찬비 490 총무과

02 새천년도로 경관 개선사업 간담 만찬 189 기획감사실

02 시의회 의원과의 간담 만찬 730 총무과

02 삼척시 교육경비 심의위원 오찬 제공비 343 특화산업과

02 농정업무 시책추진 관계자 만찬제공 지급 70 농정과

02 정월대보름행사 참석 삼척시 홍보대사와의 만찬간담(2.10) 196 총무과

02 시정홍보를 위한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 360 문화공보실

02 한중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에 따른 기념품 구입 결의 120 사회복지과

02 삼척시 명예읍면동장 반문에 따른 간담 만찬 600 총무과

02
대명쏠비치와 연계한 삼척 관광활성화를 위한 간담 

만찬비(2.13)
480 총무과

02 2017 자원봉사 관리자 워크숍 홍보용 특산품 구입 200 기획감사실

02 가행광산 광해방지시설 관계자 간담 만찬비 지출 129 기획감사실

02 용화~장호간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 회의 공사관계자 만찬 388 특화산업과

02 오찬결의(광업소 관계자와의 오찬) 24 일자리경제과



월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02 시정 홍보를 위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 87 문화공보실

0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과의 간담 오찬 210 기획감사실

02 도시계획위원회(제2분과위원회 2017-1차) 오찬 158 도시과

02 탄광촌 유리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 의견청취를 위한 오찬 87 자원개발과

02 사탕무씨스트선충 업무협의회 개최 업무추진비 지출 420 농촌지원과

02 도계읍 주요투자사업 설명회 참석자와의 간담 오찬 102 기획감사실

02 중앙부처 직원과의 만찬 결의 188 기획감사실

02 시청 출입 정보관계자와의 오찬 간담비(2.21) 144 총무과

02 조사연구총서 "구술현대사 2" 조사 관련 오찬  간담비 54 문화예술센터

02 인구증가시책 유관기관 오찬 135 총무과

02 지역특산품 구입 200 총무과

02 삼척 미로정원 업무추진에 따른 관계자 오찬 141 특화산업과

02 삼척항 공공예술 프로젝트 사업 간담 만찬 240 기획감사실

02 수소산업 육성 관계자 회의에 따른 간담 만찬 240 기획감사실

02 시정 홍보를 위한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 270 문화공보실

02 삼척 휴양관광리조트 개발 관련 관계자 만찬 38 관광정책과

02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교통분야 협약식 참석자 오찬 

제공
120 안전총괄과

02
미래가치창조 기본계획 시범사업 자문회의 참석자 간담 

만찬
350 기획감사실

02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교통분야 협약식 참석자 

오찬간담(2.24)
800 총무과



월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02 삼척 관광홍보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만찬 300 관광정책과

02 삼척시립도서관 건립 전문가 TF 자문단 오찬 결의 180 기획감사실

02 시범사업 담당부서 자문회의에 따른 간담 오찬비(2.27) 260 총무과

02 삼척 관광축제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오찬 36 관광정책과

03월     63건 소계 15,197 　

03 유리테마파크 조성사업 자문에 따른 만찬 244 기획감사실

03 삼척시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의 참석자 중식비 지출 240 주민생활지원과

03 농지 및 농업정책 업무추진비 교부요청 450 농정과

03 지역 정보관계자와의 오찬 간담비(3.3) 42 총무과

03 2016년 기준 사업체조사 관리자들과의 오찬 80 기획감사실

03 시청 출입 정보관계자 오찬 간담비(3.7) 70 총무과

03 유리테마파크 조성 자문에 따른 만찬 (자원개발과) 283 기획감사실

03 삼척 폐기물처리(매립)시설 주변마을 주민대표 간담회 오찬 165 환경보호과

03 직원 회식비 470 의회사무과

03 힐링숲 조성 및 삼척 습지조성 관련 자문회의 오찬 120 기획감사실

03 인구증가시책 유관기관 오찬 123 총무과

03 삼척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 설계공모 관계자 오찬 40 관광정책과

03 마카프리마켓 추진을 위한 관계자 오찬 간담비 210 문화예술센터

03 나릿골 감성마을 조성사업 추진 관계자 간담 만찬(3.10) 250 총무과



월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03 삼척 해상케이블카 조성 관계자 만찬 간담(3.3) 140 총무과

03 삼척항 문화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오찬 41 관광정책과

03 삼척 이사부 선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만찬 216 관광정책과

03
교동택지 노상주차장 설치 주민설명회 참석 관계자 간담 

만찬
360 교통행정과

03 시군 인사통계합동작업 참석자 만찬 900 기획감사실

03 미래가치창조 자문 관계자와의 간담 만찬 133 기획감사실

03 삼척종합사회복지관 운영활성화 간담회 오찬 실시 180 기획감사실

03 도서관 건립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에 따른 오찬 결의 54 기획감사실

03 선거사무 관계자 간담 만찬 355 총무과

03 자매도시(달서구 장기동)방문에 따른 특산품 구입 500 정라동

03 동계올림픽 추진 관계자와의 만찬 75 기획감사실

03 탄광촌 유리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 전문가와의 만찬 290 자원개발과

03 직원회식비 지출 200
대이동굴관광센

터

03 강원도 세정분야 직원과의 만찬 480 기획감사실

03 지역일자리 추진위원회 위원과의 오찬 192 기획감사실

03 강원지방중소기업청 영동사무소 개소 축하화환구입 100 총무과

03 강원연구원 관계자 간담만찬 560 총무과

03 인구증가시책 추진 유관기관 관계자 오찬 간담(3.17) 100 총무과

03 삼척시 홍보대사와의 만찬간담 183 일자리경제과



월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03 일본 국외연수 선물 구입 294 환경보호과

03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 세무과

03 삼척 폐기물처리(매립)시설 주변마을 주민대표 간담회 오찬 -39 환경보호과

03
농업6차산업화 마을·단체 발전방안 과제 발굴간담회 참석자 

만찬제공  지급
105 농정과

03
농업6차산업화 마을·단체 발전방안 과제 발굴간담회 참석자 

조찬제공  지급
105 농정과

03
삼척장뇌 발전방향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관계자 오찬제공 

지급
204 농정과

03 삼척중앙시장 활성화 사업자문단과의 오찬 165 기획감사실

03 세입관리 업무 관계자 만찬결의 360 세무과

03
2017년 시민 나무나누어주기 행사 유관기관 진행요원 급식 

및 간식
493 산림과

03
강원도4-H연합회 운영위원회 개최 및 2018년 국도비 예산 

확보  간담회 시책업무추진비
170 농촌지원과

03 시정홍보를 위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 60 문화공보실

03 시정홍보를 위한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 250 문화공보실

03 삼척향토장학재단 이사회 개최에 따른 오찬간담 360 총무과

03 경찰관계자 간담 만찬비(3.22) 620 총무과

03 개별공시지가 검증업무 관계자 오찬 220 민원봉사과

03 지역 정보 유관기관 간담 만찬비(3.23) 463 총무과

03 제6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간담회 개최에 따른 오찬 240 주민생활지원과

03 2017년 삼척시 수산조정위원회 개최에 따른 만찬 700 해양수산과

03 유리테마파크 조성 관련 전문가와 만찬비 200 자원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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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핸드볼서포터즈 만찬제공비 400 문화공보실

03 시정 홍보 관련 언론관계자 간담 만찬비(3.27) 80 총무과

03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 만찬 415 기획감사실

03 폐광지역 중장기사업 관련 전문가 자문에 따른 오찬 200 기획감사실

03 재해 예경보시스템 실태점검에 따른 관계자 오찬 71 안전총괄과

03 탄광문화촌 운영관계자와의 간담 만찬비 지출 83 기획감사실

03 2017년 1/4분기 삼척시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오찬 간담(3.30) 880 총무과

03 삼척중앙시장 활성화 사업자문단과의 오찬 96 일자리경제과

03 이승휴 제왕운기 학술대회 발표 및 토론자 만찬비 240 문화예술센터

03 강원도 세정분야 직원과의 만찬 -480 기획감사실

03 삼척 관광축제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오찬 36 관광정책과

04월     55건 소계 13,193 　

04 강원도 세정분야 직원 만찬 480 기획감사실

04
농촌지도자강원도연합회 정기이사회와 현지답사에 따른 

업무추진비
370 농촌지원과

04 농업에너지 절감 모델개발 사업 간담회 업무추진비 340 농촌지원과

04 여성단체협의회 임원진과의 오찬비 지출 44 사회복지과

04 삼척 이사부 독도축제 추진 관계자 오찬 60 관광정책과

04 삼척중앙시장 빈점포 활성화방안 자문단과의 오찬 56 일자리경제과

04 삼척항 정비 및 활성화 사업 주민설명회 참석자 만찬 450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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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동계올림픽 조직 운영 협의를 위한 오찬 간담(4.6) 78 총무과

04 세무부서 방문 민원접대용 차류 등 구입 225 세무과

04 삼척농산물 홍보용 물품 구입 업무추진비 지출 250 교육연구과

04 감전문지도연회 과제교육에 따른 업무추진비 지출 202 교육연구과

04 치안관계자와의 간담 만찬비 지출 64 기획감사실

04 삼척시 지역농특산품 홍보를 위한 농산물 선물셑 구입 105 교육연구과

04 직원 오찬비 186 의회사무과

04
제1차 벼 병해충 종합방제 협의회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78 농촌지원과

04 지역특산품 구입(된장,쌈장set) 240 기획감사실

04 도서관 건립 전문가 자문단 만찬 결의 150 기획감사실

04 하수도분야 관계공무원 간담 만찬 결의 215 상하수도사업소

04 삼척시립합창단원 간식 제공 194 기획감사실

04 삼척시 출입기자단 간담회 만찬 480 기획감사실

04 지역특산품 구입 결의 2,700 기획감사실

04 중앙 언론관계자와의 간담 오찬 100 기획감사실

04
동작관악교육지원청과 협약식에 따른 생수 및 다과류 구입 

결의
88 기획감사실

04 나릿골 감성마을 조성사업 관계자 만찬 244 관광정책과

04 지역특산품 구입 100 문화예술센터

04 인사위원과의 오찬간담(4.12) 240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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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상수도 응급복구공사 관계자 오찬 간담(4.12) 80 총무과

04 멸종위기 어류 연구협력 협의회 오찬비 지출 114 수산자원센터

04 지역특산품(오징어) 구입 70 문화예술센터

04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전문가 자문에 따른 오찬 195 기획감사실

04 업무협의를 위한 오찬경비 99 문화공보실

04 시청 출입기자 및 정보관계자 간담 만찬비(4.12) 257 총무과

04 지역특산품 구입 결의 254 기획감사실

04 국회의원 간담 만찬비(4.13) 198 총무과

04 오찬비 지출 100 사회복지과

04 탄소산업 육성에 따른 관계자 간담 오찬 86 에너지전략실

04 삼척 관광홍보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만찬 86 관광정책과

04 제23회 황영조 국제마라톤 관계자 회의 참석자 만찬 460 기획감사실

04 시정홍보를 위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 100 문화공보실

04 지역에너지 신산업 추진 관련업체 노고 격려 만찬 260 에너지전략실

04 시청 출입 정보관계자 오찬 간담(4.19) 68 총무과

04 삼척중앙시장 활성화 TF팀 자문위원단 만찬 300 일자리경제과

04
제23회 황영조 국제 마라톤 참가 선수단(이천시) 선물 구입 

결의
90 기획감사실

04
제23회 황영조 국제 마라톤 참가 선수단(쿠로베시) 선물 

구입 결의
288 기획감사실

04 선거사무 관계자 오찬 간담(4.20) 120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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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도계역 유리광장 조성사업 자문에 따른 만찬 330 기획감사실

04 지역특산품 구입 결의 140 기획감사실

04
라이드 페스트 및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 추진 경찰 

관계자 간담  만찬(4.21)
275 총무과

04 제19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관련 오찬 간담(4.25) 400 총무과

04 직원 회식비 185 의회사무과

04
국제마라톤대회 교류도시 영접 관계자 및 참가자와의 만찬 

결의
450 기획감사실

04 강원도 신속집행 회의참석자 간담 오찬 96 기획감사실

04 삼척시민어울림한마당합창 테스티벌 출연팀 격려품 구입 50 평생교육과

04 자매도시 방문에 따른 지역특산품 구입 170 문화예술센터

04 의원 오찬비 132 의회사무과

5월     55건 소계 13,071 　

05 시정 홍보를 위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 210 문화공보실

05 원더풀 삼척포럼 개최에 따른 관계자 간담만찬 490 총무과

05 선거사무 관계자 오찬 간담(5.1) 84 총무과

05 도시계획위원회(제2분과위원회 제2017-02차) 오찬 150 도시과

05 시의원 간담 만찬(5.1) 249 총무과

05 강원대학교 총장 및 부총장 오찬 간담(5.2) 110 총무과

05 산불진화 격려금(항공작전사령부) 1,000 총무과

05 순직 산림청 직원 조의금 1,000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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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실시에 따른 간담회 오찬 54 일자리경제과

05 자매도시 행사 참석 축하 기념품 구입 결의 192 기획감사실

05 도계읍 점리 산불 주택화재 피해 가구 위로금 200 총무과

05 행정기구 개편[총무과-11838(2017.4.27호 의거) -42 에너지전략실

05 조직개편( 총무과-11838(2017.04.27)) -294 에너지전략실

05
학교내 시유 재산과 교육감 재산 교환 관련 오찬 간담회비 

지출
77 회계과

05 삼척 이사부 선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 만찬 450 관광정책과

05 부서 폐지 -31 자원개발과

05
삼척쌀 품질향상 재배기술 시범 모내기 연시회 개최 

업무추진비
170 농촌지원과

05 일본 5개도시 방문 기념품 구입 216 기획감사실

05 2016년도 회계결산 위원 오찬 간담(5.15) 162 총무과

05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 관계자와의 만찬 간담회 240 일자리경제과

05 시청 출입 정보관계자 오찬 간담(5.16) 67 총무과

05 2017년 삼척하장두타산산나물축제 격려 업무추진비 지출 100 농촌지원과

05 문화예술 업무협의에 따른 유관기관 관계자 오찬비 130 문화예술센터

05 도청 직원 업무협의 간담 만찬비(5.17) 70 총무과

05 음료 구입 478 회계과

05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 관계자 만찬 420 민원봉사과

05 2017 성북구민의 날 기념식 참석 축하기념품 구입 결의 96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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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삼척시 명예읍면동장 위촉장 수여식에 따른 오찬비 지출 844 총무과

05 말레이시아 여행사 팸투어단 환영 만찬 570 기획감사실

05 삼척시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위촉자 오찬비 지출 680 총무과

05 국내 자매도시 행사 격려품 구입 결의 200 기획감사실

05 감사원 관계자 만찬 간담(5.19) 193 총무과

05
폐광지역 4개시군 어르신한마음 다짐대회 참가 어른신 

격려품 구입
78 사회복지과

05 삼척시 기적의도서관 건립 협약 체결 관계자 만찬 결의 343 기획감사실

05 중앙부처 직원과의 만찬결의 174 기획감사실

05 국내 자매도시(연수구) 행사 격려품 구입 결의 300 기획감사실

05 직원회식비 780 문화공보실

05 시청 출입기자 오찬 간담(5.23) 41 총무과

05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 관계자와의 만찬 간담회 176 일자리경제과

05 농업인학습단체 활성화 협의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지출 300 농촌지원과

05 다과 구입 199 기획감사실

05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분석 참석자 오찬 324 기획감사실

05 강원도 정보산업과 간부공무원 오찬 실시 300 기획감사실

05 전국민주연합노조 삼척지부 한마음체육대회 경품구입 100 총무과

05 업무협의 관계자 오찬 간담(5.24) 120 총무과

05 강원도 환경직 체육대회 격려품 구입 180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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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선물 구입 220 사회복지과

05 삼척중앙시장 반점포 활성화사업 자문단과의 오찬 90 일자리경제과

05 국내 자매도시(울릉군) 행사에 따른 축하화분 구입 결의 50 기획감사실

05 2017 삼척 장미축제 추진홍보 관계자 오찬 84 관광정책과

05 (사)근덕면 발전위원회 대표자와 협의관련 오찬회식 56 해양관광센터

05 시청 출입 정보관계자 간담 만찬(5.25) 106 총무과

05 원더풀 삼척포럼 개최에 따른 관계자 간담만찬 304 총무과

05
제34회 카터기념 쿠로베 명수 마라톤대회 참가방문 기념품 

구입
120 기획감사실

05 시청 출입 정보관계자 오찬 간담(5.31) 90 총무과

06월     56건 소계 13,877 　

06
고랭지배추 유용미생물 실증 협의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지출
150 농촌지원과

06 의원 만찬비 315 의회사무과

06 군부대 업무협의 오찬간담(5. 27) 114 총무과

06 2017 한국노총 삼척지부 체육행사 경품구입비 100 총무과

06 시정홍보를 위한 기자단 오찬 간담회 120 문화공보실

06 이동상담버스 및 푸드트럭 운영에 따른 관계자 오찬 제공 84 평생교육과

06 삼척해수욕장 관광명소화를 위한 관계자 오찬 40 관광정책과

06 도계지역 현안대책 관계자와의 오찬비 113 자원개발과

06 중앙부처 직원과의 만찬 결의 268 기획감사실



월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06 시청 출입기자 및 정보관계자 간담 만찬(6.5) 192 총무과

06 하장 광역상수도 사업 관계자 만찬 간담(6.5) 480 총무과

06
시청사 야간 경관조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의원간담회 

관련 오찬
50 회계과

06 사회적경제 사업설명회 개최에 따른 생수 및 다과류 구입 162 일자리경제과

06 홍보용 특산주 구입 300 기획감사실

06 2017 지구촌 사랑나눔 캠페인 성금 기탁 200 총무과

06 관내 치안업무 유관기관 업무협조 추진 간담 만찬(6.8) 108 총무과

06 2017 삼척시 복지박람회 아이스버킷챌린지 후원행사 성금 100 총무과

06 도계역 유리광장 조성사업 자문에 따른 만찬 314 기획감사실

06 일본 다케오시 관계자와의 만찬비 지출 199 기획감사실

06 정책자문단 구성을 위한 관계자와 간담 오찬 결의 280 기획감사실

06 각종 시정현안사항 관련 출입기자단 간담 만찬 1,013 총무과

06
Around 삼척 2017 라이드 페스트 결과보고회 참석자 오찬 

간담
471 총무과

06 미로면(미로정원) 주민과의 간담 오찬 180 기획감사실

06 드라마 촬영 스텝 격려품 108 총무과

06 시청 출입기자 오찬 간담(6.14) 106 총무과

06 지역특산품 구입 400 총무과

06 삼척중앙시장 빈점포 활성화사업 자문단과의 오찬 60 일자리경제과

06 주요현안 보건사업 업무협의 간담 만찬비 지출 400 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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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시정홍보를 위한 출입기자단 오찬간담 87 문화공보실

06 자치행정국장실 운영 음료 및 다과 구입 303 총무과

06 지역특산품 구입 480 총무과

06
삼척시 지역치안협의회 정례회의 참석위원 오찬 제공비 

지출
435 총무과

06 시청 출입기자 및 정보관계자 오찬 간담(6.19) 90 총무과

06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대표자와의 오찬 225 사회복지과

06 대중교통(버스) 관계자 간담 오찬 93 교통행정과

06 부속실 직원 격려 오찬(6.20) 59 총무과

06 오찬비지출 130 사회복지과

06 각종 시정현안사항 관련 출입기자단 간담 만찬 450 총무과

06 삼척 홍보 지역특산품 구입 (수수조청) 825 기획감사실

06 지역특산품 구입 120 주민생활지원과

06 총학생회 임원진 오찬 152 평생교육과

06 2017년 전국 지적연수대회 지원 관련 지역 특산주 구입 1,300 기획감사실

06
제11회 동해·삼척 국회의원기 축구대회 관계자 오찬 

간담(6.24)
42 총무과

06 오찬비 지출 80 사회복지과

06 가곡온천 개발사업 관련 관계자 오찬 125 관광정책과

06
문화관광해설사 한마음 워크숍 참가자 시음·홍보용 특산품 

구입
73 기획감사실

06 사회적 기업 유치 관계자 간담 만찬 71 기획감사실



월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06 문화재 업무협의 오찬 248 문화공보실

06 시정홍보를 위한 출입기자단 사업장 안내 및 만찬 152 문화공보실

06 시정 홍보를 위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 55 문화공보실

06 시의회 의원과의 만찬 간담(6.27) 890 총무과

06 기업이전 협력지원 협의 간담 오찬 220 기획감사실

06 시정홍보를 위한 출입기자단 사업장 안내 및 오찬 115 문화공보실

06 2017년 6월 원더풀 삼척포럼 관계자 간담만찬 364 총무과

06
실화재시험연구센터 관리위탁 운영에 따른 관계자들과 

간담 만찬
190 에너지전략실

06 시청 출입 정보관계자 오찬 간담(6.30) 74 총무과

07월     53건 소계 14,430 　

07
제20회 삼척시장기·협회장기 한·미 친선 태권도대회 관계자 

오찬  간담(7.1)
98 총무과

07 시청 출입기자 오찬 간담(7.3) 90 총무과

07 서무 및 인사부서 격려 만찬비 314 총무과

07 꽃다발 구입(홍보대사 위촉용) 50 자원개발과

07 시청 출입 정보관계자 간담 만찬(7.3) 94 총무과

07
제20회 삼척시장기·협회장기 태권도대회 교류도시 

영접관계자 간담  만찬(7.3)
450 총무과

07 미국 리스버그시 태권도 선수단 방문에 따른 기념품 구입 396 기획감사실

07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제5차 실무협의회 관계자 오찬 293 기획감사실

07 미로 정원 운영 주민들과의 간담 오찬 138 기획감사실



월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07
제2차 벼 병해충 종합방제 협의회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60 농촌지원과

07 미국 리스버그시 태권도 선수단 환영 오찬 990 기획감사실

07 삼척시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 오찬 결의 63 사회복지과

07
제23회 강원도농촌지도자대회 사전 업무협의회 개최에 

따른 업무추진비
280 농촌지원과

07 나릿골감성마을조성사업 관련 관계자 오찬 108 관광정책과

07 이사부 독도축제 관계자 오찬 32 관광정책과

07 해수욕장 개장 관련 관계자 오찬 간담회 67 총무과

07 2017년 삼척해수욕장 무사고 안전기원제 격려금 지출 100 총무과

07 삼척 관광축제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오찬 154 관광정책과

07 2017년 여름해수욕장 무사고 안전기원제 격려금 100 총무과

07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간담 오찬 546 총무과

07 도계역 유리광장 조성사업 자문에 따른 만찬 350 기획감사실

07 2017년 규제개혁 직원교육 관계자 오찬비 지출 72 기획감사실

07 2017년 여름해수욕장 개장 관계자 오찬 간담(7.14) 195 총무과

07 명예 읍면동장 만찬 간담(7.14) 475 총무과

07 관광산업활성화 추진 문화관광해설사 격려 오찬 300 기획감사실

07 이사부 선양사업회와의 간담 만찬 280 기획감사실

07 공무원 노조 관계자 간담 만찬(7.17) 100 총무과

07 민원인 접대용 음료 및 다과구입비 지급 300 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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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도계역 유리광장 조성사업 자문에 따른 오찬 240 기획감사실

07 노사민정협의회 위원과의 간담 오찬 80 기획감사실

07 시정 홍보를 위한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 218 문화공보실

07 강원일보사 관계자 간담 만찬(7.18) 360 총무과

07 검찰 정보관계자 오찬 간담(7.19) 58 총무과

07 공연장 상주단체 업무협의에 따른 관계자 오찬비 130 문화예술센터

07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및 지역에너지 지원사업 업무 

협의에 따른 오찬
112 에너지전략실

07 행복홀씨 입양사업 협약식 참석자 오찬 간담 660 총무과

07 군부대 관계자 간담 만찬(7.21) 316 총무과

07 언론관계자 오찬 간담(7.24) 105 총무과

07 삼척시 경관위원회 만찬비 지출 329 도시과

07
농업진흥사업 기술보급분야 현장기술지원에 따른 

업무추진비
265 농촌지원과

07 「삼척시 SNS 서포터즈 발대식」 참가자 격려 만찬 314 기획감사실

07 자매도시 행사 참석 축하 기념품 구입 결의 90 기획감사실

07 정책자문단 위촉식 및 1차 자문회의 참석자 만찬(7.24) 730 총무과

07 시비가 있는 등산로 개장식 행사 다과 구입 180 총무과

07 삼척 비치 썸 페스티벌 관계자 간담만찬비 지출 169 총무과

07 심포 뷰티스마켓 전문가 자문단 오찬결의 166 자원개발과

07 삼척시립합창단 업무협의를 위한 관계자 오찬 120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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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017 삼척비치 썸 페스티벌 공연단 환영 만찬 740 총무과

07 시정홍보를 위한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 200 문화공보실

07 세입관리 업무 협의를 위한 시금고 관게자와의 만찬 결의 260 세무과

07 23보병사단 창설기념식 격려금 전달 1,000 기획감사실

07 치안업무 유관기관 업무협조 간담 만찬 450 총무과

07 여자핸드볼 실업팀 및 관계자 격려 만찬 643 기획감사실

08월     60건 소계 11,642 　

08 평택~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추진 시민설명회 참석자 오찬 203 기획감사실

08 해상케이블카 추진지원관계자와의 오찬 75 기획감사실

08 직원대표(노조) 관계자 간담회 만찬비 지출(7.26) 164 총무과

08 시정홍보를 위한 출입기자단 간담오찬 109 문화공보실

08 삼척시 SNS서포터즈 발대식 간식구입 72 문화공보실

08 시청출입정보관계자와의만찬간담비  지출 98 총무과

08 군부대 관계자 오찬 간담회 100 총무과

08 도계지역 산업전사 위령탄 조성사업에 따른 지역인사 오찬 93 자원개발과

08 숲해설가 관계자 간담만찬비 지출 146 총무과

08
2018년 도시책사업(씨없는 포도 조기생산)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102 농촌지원과

08 삼척 이사부 독도축제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오찬 445 기획감사실

08 시청 출입기자 오찬 간담(8.4) 90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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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중앙부처 직원과의 만찬결의 102 기획감사실

08 여름해변 현장 근무자 격려품 구입 360 총무과

08 유관기관 협조를 위한 만찬 370 회계과

08 전국민주연합노조 삼척지부간부와 간담협의 오찬 52 해양관광센터

08 16세 이하 핸드볼 국가대표팀 전지훈련 격려품 구입 350 총무과

08 삼척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만찬 174 관광정책과

08 삼척중앙시장 빈점포 보상관련 조합관계자 만찬 간담 150 일자리경제과

08 직원 오찬비 169 의회사무과

08 신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관계자 간담 만찬 235 에너지전략실

08 한국담배판매인회삼척조합 직원과의 오찬 간담 90 일자리경제과

08
호산항 항계내 일시조업 허용 및 18년도 국도비 확보 

관계자 오찬
239 기획감사실

08 도청 직원과의 만찬 간담(8.10) 421 총무과

08 환경관리 시책추진 환경미화원 간담 오찬 420 환경보호과

08 박물관 및 동굴신비관 언론홍보에 따른 관계자 오찬비 44 문화예술센터

08 개업 기념선물 구입 50 사회복지과

08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 오찬 간담 436 총무과

08 삼척 이사부선양사업 추진 관계자 오찬 48 관광정책과

08 유리테마파크 조성 관련 전문가 자문에 따른 만찬결의 76 자원개발과

08 35관리대대 장병 격려품 440 총무과



월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08 읍면동 맞춤형복지허브화 사례관리 슈퍼비전 참석자 오찬 140 주민생활지원과

08 유리조형 테마파크 추진에 따른 전문가 및 관계자 오찬 240 기획감사실

08 강원발전연구원과의 간담 오찬 240 기획감사실

08 제14회 강원도농업경영인대회 격려 업무추진비 지출 100 농촌지원과

08 강원도 서울사무소 직원과의 간담 오찬 190 기획감사실

08 도계지역 현안대책 추진 관계자 오찬 간담 160 총무과

08 2017 지진해일 대피훈련 관계자 오찬 30 안전총괄과

08 딸기 현장컨설팅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 44 농촌지원과

08 시립도서관 건립관련 관계자 오찬 190 기획감사실

08 중앙부처 직원과의 만찬결의 260 기획감사실

08 교통행정과 직원 오찬 간담(8.24) 21 총무과

08 읍면동 복지허브화 역량강화 교육관련 간담회 참석자 오찬 48 주민생활지원과

08
「2017 강원도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에 따른 

지역특산주 구입
300 기획감사실

08 시정 홍보를 위한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 319 문화공보실

08 관내 유관기관장 간담 만찬(8.24) 275 총무과

08 8월 찾아가는 원더풀 포럼에 따른 오찬결의 69 자원개발과

08 「돌기해삼 브랜드개발 연구용역」중간보고회 오찬비 지출 264 수산자원센터

08 미술협회 회원과의 간담 오찬 56 기획감사실

08 8월 찾아가는 원더풀 포럼 관계자 만찬 380 총무과



월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08 어촌 관광자원개발사업 컨설팅 관계자와의 간담 오찬 99 기획감사실

08 2017 삼척 이사부 독도축제 홍보 관계자 간담 오찬 200 기획감사실

08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 간담 만찬(8.29) 363 총무과

08 삼척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만찬 317 기획감사실

08 평생교육 관계자 간담회 오찬 146 평생교육과

08 폐광지역 사업장 방문에 따른 도 관계자 오찬 174 기획감사실

08 미로정원 견학 관계자 간담 오찬 239 기획감사실

08 예산관련 직원과의 간담 오찬 86 기획감사실

08 세무부서 방문 민원접대용 차류 등 구입 469 세무과

08 2017년도시책사업(2차트랙터교육)관련 시책업무추진비지출 299 농촌지원과

09월     68건 소계 28,257 　

09 2017 삼척해변 썸 페스티벌 결과보고회 참석자 오찬 간담 156 총무과

09 인사위원회 위원과의 오찬간담(9.4) 280 총무과

09 치안업무 유관기관 업무협조 간담 만찬(8.29) 300 총무과

09 제9회 한국여성농업인전국대회 참가자 격려 100 농촌지원과

09
삼척쌀 품질향상 재배기술 시범 현장 평가회 개최 

업무추진비
230 농촌지원과

09 제12기 박물관대학 강사 및 운영관계자 오찬비 지출 400 문화예술센터

09 동서고속도로 완전개통 시군 릴레이행사 참가자 오찬 300 기획감사실

09 동서고속도로 완전개통 시군 릴레이행사 참가자 오찬 222 기획감사실



월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09 유관기관 협조를 위한 만찬 400 회계과

09 삼척시 경관위원회 위원과의 간담 만찬 265 기획감사실

09 화재주택 자원봉사활동 참가자 오찬 제공 220 기획감사실

09 신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관계자 간담 만찬 166 에너지전략실

09 지역특산품 구입 200 총무과

09 평생학습박람회 관계자 오찬 82 평생교육과

09 강원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 수상자 꽃다발 구입 90 평생교육과

09 삼척중앙시장 신관동 활성화사업 자문위원과의 오찬 40 일자리경제과

09 기줄다리기 조형물 제막식 관계자 격려 오찬 162 문화공보실

09
삼척 월드 비치 치어리딩 오픈 마스터즈 대회 관계자 격려 

오찬
300 총무과

09 지역특산품 구입 200 총무과

09 2017 삼척 이사부 독도축제 공연행사 관계자 간담 오찬 260 기획감사실

09
실화재시험연구센터 관리위탁 운영에 따른 관계자 간담 

만찬
314 에너지전략실

09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관계자 간담 만찬 480 총무과

09 생태도시 추진을 위한 만찬 간담 283 기획감사실

09 중앙부처 삼척출신 공무원 오찬 간담(9.13) 306 총무과

09 노동조합 관계자와의 만찬간담(2017.9.12) 297 총무과

09 가족관계등록 업무 점검 관계자와의 오찬 간담(2017.9.14) 160 총무과

09 지진대피훈련 참가자 간식 270 안전총괄과



월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09 시의회 의원과 만찬 1,050 기획감사실

09 의회사무과 직원 격려 간담 만찬(9.14) 112 총무과

09 제27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출전 관계자 간담 및 만찬 600 기획감사실

09 삼척중앙시장 신관동 활성화사업 자문위원과의 오찬 176 기획감사실

09 제42회 강원축산경진대회 관계자 만찬 480 총무과

09 지역 특산품 구입 300 총무과

09 관광진흥 방안 강구를 위한 숲해설사 관계자 오찬 200 총무과

09 새천년도로 야간 경광개선 사업 관련 간담 조찬 32 관광정책과

09 삼척 이사부 독도 연계사업 관계자 간담 만찬 460 총무과

09 여성걷기행사 관련 관계자 만찬실시 149 사회복지과

09
2017년도 하반기 전국 장애인복지관장대회 및 제28차 

임시총회  참석자 오찬
160 기획감사실

09 지역특산품 구입(장뇌주) 300 기획감사실

09 음료 및 다과류 구입 238 기획감사실

09 평생학습관 총학생회 간담회 오찬 144 평생교육과

09
2017년 강원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격려품 구입비
81 일자리경제과

09 관광객 유치 및 협력증진을 위한 몽골 관계자 오찬 191 기획감사실

09 인사위원회 위원과의 만찬 간담 480 기획감사실

09
시청 출입기자단 삼척해상케이블카 현지홍보 실사에 따른 

오찬
550 기획감사실

09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참석자 간담 오찬 80 기획감사실



월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09 2017년 9월 원더풀 삼척포럼 관계자 간담만찬 220 총무과

09
하수도분야 관계직원 2017년 추계 체육행사 실시에 따른 

음료 구입  결의
55 상하수도사업소

09 추석맞이 군·경 장병 위문에 따른 격려금 지급 8,000 기획감사실

09 삼척관광통합예약시스템 활성화 이벤트 기념품 구입 (쌀) 135 기획감사실

09 추석 황금연휴 맞이 관광홍보 캠페인 기념품 구입 (쌀) 108 기획감사실

09
삼척관광통합예약시스템 활성화 이벤트 기념품 

구입(삼척사랑상품권)
200 기획감사실

09 해상케이블카 준공식 협조 관계자 만찬비 지출 182 기획감사실

09 시정홍보를 위한 출입기자단 간담 및 오찬 38 문화공보실

09 음료 구입 491 회계과

09 하수업무 추진 관계자와의 만찬비 750 상하수도사업소

09 음료 구입 60 안전총괄과

09 2017 삼척 이사부 실경미디어 퍼포먼스 관계자 만찬 1,790 기획감사실

09 강원도 및 시·군 합동세무조사 워크샵 참석공무원과의 만찬 950 기획감사실

09 핸드볼 클럽하우스 및 전용버스 오프닝 행사 물품 구입 270 문화공보실

09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오찬 제공 지출 110 주민생활지원과

09 대이동굴관광센터 전체 직원 회식 800
대이동굴관광센

터

09
제15회 「강원장애인하나되기」 합창경연대회 수장사 격려 

오찬
1,005 기획감사실

09 정책자문단 소속위원 지역특산품 구입 300 기획감사실

09 오십천 물놀이 체험장 관계자 오찬 258 기획감사실



월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09 현업무서 근무자 격려 오찬 간담(9.29) 56 총무과

09
제23회 강원도농촌지도자대회 결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지출
87 농촌지원과

09 의장단 오찬비 123 의회사무과

10월     45건 소계 11,292 　

10 일본 쿠로베시 교환공무원 귀국 기념품 지급 75 기획감사실

10 2017년 추석연휴 장애인 복지시설 방문 위문품 270 총무과

10 2017년 추석연휴 노인복지시설 방문 위문품 400 총무과

10 일본 쿠로베시 교환공무원 귀국에 따른 만찬 349 기획감사실

10 시정 홍보를 위한 출입기자단 만찬 238 기획감사실

10 도예산 확보 간담회 참석자 만찬 295 기획감사실

10 군경계 철책 철거 관계자 간담 오찬 128 기획감사실

10 2017 강원도평생학습박람회 참석 직원 격려 오찬 56 평생교육과

10 국내 교류도시 방문에 따른 기념품 구입 484 기획감사실

10 국내 자매도시 내방에 따른 오찬 28 기획감사실

10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설명회 참석자와의 오찬 441 기획감사실

10 국내 자매도시 내방에 따른 오찬 450 기획감사실

10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계자 오찬 96 기획감사실

10 명예읍면동장과의 오찬간담(10.13) 210 총무과

10 2017 수제맥주 사전 설명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 443 교육연구과



월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10 비산업부문온실가스진단컨설턴트  간담 오찬 100 환경보호과

10 주요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기자 간담회 오찬 160 일자리경제과

10 동굴문어축제 추진에 따른 관계자 등과의 만찬 간담회 274 일자리경제과

10 2017 수제맥주 사전 설명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 197 농촌지원과

10 농업 6차산업 가공상품·수제맥주 개발 보고회 다과비 지출 194 농촌지원과

10
도시재생과제 개발 워크숍 관계자 및 주민협의체 대표와의 

만찬
245 기획감사실

10 수산자원센터 직원 회식비 지출 281 수산자원센터

10 2017 지역통계발전 워크숍 다과류 구입 결의 220 기획감사실

10 시립도서관 건립 전문가 TF 자문단과의 간담 오찬 97 기획감사실

10 가축방역업무 관계자 간담회 만찬 442 축산과

10
2017년 건강플러스 마을사업 6차 영동권역모임 오찬비 

지출
325 보건정책과

10 수산종자(해삼) 무상방류에 따른 오찬비 지출 60 수산자원센터

10 중앙부처 직원과의 만찬결의 240 기획감사실

10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자 간담 만찬 395 총무과

10 당면 현안사항 협의를 위한 국회의원 관계자 간담 만찬 233 총무과

10 삼척 이사부선양사업 추진 관계자 간담 만찬 347 기획감사실

10 삼척 문화관광해설사와의 간담 만찬 471 기획감사실

10 생태환경 연구기관 방문에 따른 기념품 구입 150 환경보호과

10 제19회 삼척양성평등대회 참석 회원 격려 100 농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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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역특산품 구입 66 기획감사실

10 2018년 삼척대게축제 관계자 만찬 200 해양수산과

10 경로당 원격건강관리사업 추진 간담회비 지출 272 보건정책과

10 2017년 금연지원서비스사업 관련 간담 오찬비 지급 340 건강증진과

10 죽서루 풍류음악회 관계자 만찬 64 기획감사실

10 건축시책 홍보를 위한 관계자와의 만찬비(카드결재) 124 건축과

10 자매도시(달서구 장기동) 한마음 축제 격려품 구입 400 기획감사실

10 중앙부처 직원과의 만찬결의 190 기획감사실

10 중앙부처 직원과의 만찬결의 425 기획감사실

10 2017년 10월 원더풀 삼척포럼 관계자 간담 만찬 560 총무과

10 의회 간부공무원 만찬비 156 의회사무과

11월     72건 소계 18,672 　

11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관계자 간담 오찬 60 에너지전략실

11 시청 출입 정보관계자 오찬 간담(11.1) 48 총무과

11 삼척시 사회단체협의회 업무협의 오찬 간담(11.1) 100 총무과

11 민원인 접대용 음료 및 다과구입비 지급 590 주민생활지원과

11 보건시책 업무추진을 위한 공중보건의사 간담회비 지출 488 보건정책과

11 지역특산품 구입비 지급 80 주민생활지원과

11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계자 오찬 36 관광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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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13회 근덕면 주민 화합대잔치 격려 업무추진비 100 농촌지원과

11 산악자건거 시범운영 참가자 급식비 지급 498 기획감사실

11 2018 평창동계올림픽 G-100일 행사 관계자 격려 만찬 75 총무과

11 근덕면-동구동 주민자치위원회 교류행사 특산품 구입 600 기획감사실

11 근덕면 동구동 주민자치위원회 교류행사 만찬 900 기획감사실

11 시청 출입기자 오찬 간담(11.6) 40 총무과

11 어린이집 원장과의 간담회 제공용 격려품(다과) 구입 37 기획감사실

11 2018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컨설팅에 따른 오찬 73 일자리경제과

11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완료에 따른 조사요원 간담 

만찬비 지급
300 건강증진과

11 2017 삼척 이사부 독도축제 결과보고회 참석자 간담 오찬 165 기획감사실

11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조정회의 오찬 115 기획감사실

11 생개삼척시연합회 임시운영위원회의 시책업무추진비 450 농촌지원과

11 명예시민과의 간담회 참석자 만찬 192 기획감사실

11 시책추진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 만찬(11.8) 124 총무과

11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 만찬 실시 140 사회복지과

11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현장점검 관계관 오찬 308 기획감사실

11 시장조합 관계자 등과의 만찬 간담회 54 일자리경제과

11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간담 만찬(11.13) 82 총무과

11 지역특산품 구입 100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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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앙부처 직원과의 만찬 결의 294 기획감사실

11 시정홍보를 위한 출입기자단 간담 및 오찬 78 문화공보실

11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관계자 간담 만찬 136 에너지전략실

11 무연탄 판로 확보를 위한 관계자 간담 만찬 140 에너지전략실

11 스윙키즈 영화 찰영 관계자 격려품 구입 219 총무과

11 인사위원회 위원과의 만찬 간담 360 기획감사실

11 세입관리 업무 협의를 위한 시금고 관계자와의 만찬 결의 300 세무과

11 6차산업 성과보고회에 따른 간담회 업무추진비 440 농촌지원과

11 교통업무 관계자 간담회 참석자 만찬 94 기획감사실

11 장애인단체장 오찬 간담(11.16) 110 총무과

11 삼척시 택시 노조위원장 간담 만찬(11.8) 340 총무과

11 관광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숲해설사 초청 만찬 290 총무과

11 강원도 인사부서 담당자와의 만찬 간담 265 총무과

11 도시재생 현장실사 참가자와의 만찬결의 135 기획감사실

11 산림청장 간담 만찬비(11.17) 284 총무과

11 양구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계읍 견학에 따른 물품 구입 600 도계읍

11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추진 관계자 오찬 70 기획감사실

11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 만찬 248 기획감사실

11
문화예술 공연 및 기획전시 언론홍보에 따른 관계자 

오찬비
80 문화예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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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오산시(대원동) 맞춤형복지 벤치마킹 방문 간담 오찬 430 정라동

11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여 유관기관 관계자 만찬 197 안전총괄과

11 2017년 통합 건강증진사업 관련 간담 오찬비 지급 360 건강증진과

11 지역특산품 구입(장뇌주) 200 기획감사실

11 해경 관계자 오찬 간담(11.23) 48 총무과

11 음료 구입 491 회계과

11 개별공시지가 검증업무 관계자 만찬 간담 360 민원봉사과

11 업무 추진 관련 전문가 오찬결의 60 자원개발과

11 핸드볼실업팀 선수(조윤정) 축하 화환 구입 100 문화공보실

11 자매도시 의회 운영위원회 방문에 따른 간담 만찬 200 총무과

11 2017년 11월 원더풀삼척포럼 관계자 간담 만찬 490 총무과

11
2017년산 공공비축미곡매입(건조벼) 관계관 회의 참석자 

오찬비 지급
152 농정과

11 육군 23보병사단 체육대회 격려품 지급 1,098 기획감사실

11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평가회 참석자 만찬 74 기획감사실

11 2017 문화관광해설사 스토리텔링 경연대회 홍보물품 구입 300 기획감사실

11 정월대보름제 신주미 봉정식 관계자 만찬 400 기획감사실

11 주요 시정홍보를 위한 출입기자단 간담 및 오찬 480 문화공보실

11 문화재 관련 현지조사자 오찬 140 문화공보실

11 2018년 삼척정월대보름 업무 협의를 위한 회식 480 문화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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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양관광센터 운영 물품 구입 487 해양관광센터

11 재경삼척시민회 김장담그기 자원봉사자 격려 400 기획감사실

11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 만찬 280 기획감사실

11 인구급감지역 공공·생활서비스 공급실태 점검 관계자 오찬 98 기획감사실

11 주요 시정홍보를 위한 출입기자단 간담 및 오찬 131 문화공보실

11 예비군 관계자 만찬 480 기획감사실

11 주요 시정홍보를 위한 출입기자단 간담 및 만찬 466 문화공보실

11
2017 강원도 학습동아리 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수상 

학습동아리  꽃다발 구입
30 평생교육과

12월     88건 소계 24,531 　

12 동계올림픽 관계자 만찬 36 기획감사실

12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관계자 간담 오찬 180 에너지전략실

12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주민협의체 격려 오찬 55 안전총괄과

12
농촌진흥사업 성과보고회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지출
400 농촌지원과

12 공연장 상주단체 관계자 만찬비 370 문화예술센터

12 삼척유기농업대학 졸업식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380 농촌지원과

12 중앙부처 직원과의 만찬 결의 126 기획감사실

12 중앙부처 직원과의 만찬 결의 171 기획감사실

12 중앙부처 직원과의 만찬 결의 148 기획감사실

12 중앙부처 직원과의 만찬 결의 189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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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8 평창동계올림픽 붐업 연계 스포츠 줄다리기  개최"

참여팀 유치를 위한 특산품 구입
90 문화공보실

12 전통시장 활성화 관계자와의 오찬 80 일자리경제과

12 가곡지구 산악구조대와의 만찬 결의 1,280 가곡면

12 삼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오찬 187 기획감사실

12 삼척시 드림스타트 자원봉사자 간담회 오찬 440 기획감사실

12 시청 출입기자 간담 만찬비 98 총무과

12 민원인제공용 음료(차류) 구입 309 민원봉사과

12 지역 특산품 구입(장뇌주) 100 기획감사실

12 독도 작품 전시회 추진 관계자 간담 오찬 240 기획감사실

12 평생학습관 총학생회 임원진 오찬 340 평생교육과

12 시민감사관 협의회 참석자 만찬비 450 기획감사실

12 관광홍보마케팅 사례공유 및 협의를 위한 간담 만찬 390 기획감사실

12 갈남마을 특화개발사업 용역 관계자 간담 만찬 124 기획감사실

12 지역특산품 구입(오미자청) 100 기획감사실

12 주요 시정홍보를 위한 출입기자단 간담 및 오찬 128 문화공보실

12 여성새일센터 직원 격려 만찬 248 평생교육과

12 중앙부처 직원과의 만찬 결의 298 기획감사실

12 중앙부처 직원과의 만찬 결의 400 기획감사실

12
2017년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업무 추진 관계자 만찬제공비 

지급
324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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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7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관계자 만찬비 지급 690 농정과

12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어촌분야) 추진위원회 만찬 

결의
100 해양수산과

12 방역초소 근무자 격려품 구입 176 기획감사실

12
소외계층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 작품전시회 개최에 따른 

축하난 구입
50 평생교육과

12 유리전문가와 오찬결의 114 자원개발과

12 농촌지도자삼척시연합회 임원 간담회 업무추진비 400 농촌지원과

12 폐기물처리(매립)시설 주변마을 주민대표 간담회 오찬 119 환경보호과

12 지역 안전관리추진 관계자와의 간담 만찬 450 안전총괄과

12 근덕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계자 오찬비 지급 185 상하수도사업소

12 2017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오찬 272 회계과

12 지역현안 협의 관계자 간담 오찬 112 해양관광센터

12 직원 회식 290 해양관광센터

12 시청 출입기자 및 정보관계자 간담 만찬 172 총무과

12
2017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련 농지담담자 및 

이용실태조사원  만찬제공비 지급
192 농정과

12 예산결산위원장등관계자와의  만찬비 160 의회사무과

12 문화관광해설사와의 소통 간담회 만찬 600 기획감사실

12 군부대 관계자 만찬 206 기획감사실

12 주요 시정홍보를 위한 출입기자단 간담 및 만찬 247 문화공보실

12 방문 민원인 제공 음료구입 436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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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촌여성 전문능력 배양 연구회 임원 간담회 업무추진비 

지출
470 농촌지원과

12 희망2018 나눔 캠페인 성금 200 총무과

12 삼척경찰서장 오찬 간담 180 총무과

12 유리테마파크 조성 관련 전문가 자문에 따른 만찬결의 151 자원개발과

12 직원 회식비 지급(2) 158 농정과

12 수산자원센터 회식비 지출결의 280 수산자원센터

12 자매도시(달서구 장기동) 방문에 따른 만찬 270 기획감사실

12 2017년 12월 원더풀 삼척포럼 관계자 만찬 480 기획감사실

12 2017 삼척사랑상품권 우수판매점 시상에 따른 오찬 345 일자리경제과

12 지역특산품 구입(청국장세트) 270 기획감사실

12 주요 시정홍보를 위한 출입기자단 간담 및 만찬 480 문화공보실

12 핸드볼 신규 선수 부모와의 오찬 120 문화공보실

12 2017년 건강증진과 사업 프로그램 참여 강사 오찬비 지출 400 보건정책과

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척주교실' 제9회 졸업식 행사 

식사비 지급
287 기획감사실

12 나릿골 감성마을 조성사업 관계자 간담 만찬 350 기획감사실

12 종합사회복지관 업무 관계자와의 간담 만찬 245 기획감사실

12 개별공시지가 조사관계자 격려 만찬비 지출(2017.12.22) 240 총무과

12 마을세무사 임기만료에 따른 관계자 오찬결의 300 세무과

12
2017 회계연도 세입금 결산을 위한 시금고 관계자와의 

오찬 결의
80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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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민원인 제공용 음료(차류) 구입 352 민원봉사과

12 가축방역업무 관계자 간담회 만찬 558 축산과

12 보건시책 주요사업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 오찬비 지출 378 보건정책과

12 명성아스콘 이전대책위원회와의 만찬 240 기획감사실

12 인사위원회 위원과의 오찬 간담 280 기획감사실

12 삼척방문의해 홍보 및 관광산업 발전 숲해설가 간담 만찬 140 기획감사실

12 주요 시정홍보를 위한 출입기자단 간담 및 오찬 320 문화공보실

12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자 간담 만찬 98 총무과

12 직원회식 지출 427 사회복지과

12 업무 추진 관련 전문가 오찬결의 53 자원개발과

12 비서 및 서무업무 직원 격려 간담 만찬 300 총무과

12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간담 오찬비 300 환경보호과

12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간담 만찬비 485 환경보호과

12 읍면동 일자리담당 직원 격려 만찬 320 일자리경제과

12 2017년 어르신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담당직원 오찬 400 기획감사실

12 삼척시모범운전자회와의 간담 오찬 209 기획감사실

12 중앙부처 직원과의 만찬 결의 190 기획감사실

12 중앙부처 직원과의 만찬 결의 200 기획감사실

12 중앙부처 직원과의 만찬간담 300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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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자리사업 추진 관계자 격려 간담 만찬 300 총무과

12 삼척 미로정원 업무추진에 따른 관계자 만찬비 720 특화산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