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일지 699

시 정 일 지

□ 2011년도 주요행사

일 자 행    사    명

01.03
07:00 신년 조찬 기도회 - 펠리스호텔

10:00 2011년 시무식 - 본관 대회의실

01.04 12:00 2011년 신년 인사회(삼척상공회의소)-펠리스호텔

01.05 15:00 YBS 신년대담회 - 강릉영동방송

01.06
11:00  도계지역 신년인사회 - 도계 그랜드웨딩홀

15:00  원전을 이용한 연구시설유치 제안 설명회 - 본관 상황실

01.07
12:00 근덕면 새마을 부녀회 정기총회 오찬 간담 - 만월정

15:00 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용역 보고회 - 본관 상황실

01.10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상황실

16:00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 시장실

01.11
08:35  KBS라디오 영동포커스 생방 인터뷰 - 시장실

10:00  평생교육인 정기연수회 -  삼척교육지원청

01.13
10:00  삼척시 복지장학금 수여식 - 본관 상황실

11:00  2011 노인복지 업무추진 간담회 - 노인회 사무실

01.14
12:30  신년인사회(강원대 삼척캠퍼스 총동문회) - 삼척캠퍼스 제5공학관

14:00  원자력유치협의회 창립회의 - 본관 상황실

01.17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상황실

01.18
10:00  호산항 종합개발계획 보고  - 시장실

14:30  블랙밸리 C․C(주) 이사회 - 블랙밸리 C․C
01.20 08:50  구제역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 - 재난종합상황실

01.21
11:00  친환경 유기농 특화사업 보고회 - 본관 상황실

14:00  도계 석공변전소 이전 준공식 - 도계 新변전소

01.24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상황실

01.26 16:00  도계지역 개발사업 용역보고회 - 본관 상황실

01.27
11:00  삼척시 생활체육회 정기총회 - 본관 대회의실

14:00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 우체국 앞

01.31 08:30  월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700  제3편 부록

일 자 행    사    명

02.01 09:30  직원 월례조회(2월) - 본관 대회의실

02.07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02.09
10:30  제144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제1차) - 의회 본회의장

15:00  안전도시만들기 기본조사용역 보고회 - 본관 상황실

02.14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02.18 11:00  강원대 삼척캠퍼스 학위수여식 - 삼척캠퍼스 체육관

02.21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본관 상황실

02.22 14:00  2011년도 평생교육강사 위촉식 - 평생학습관 소강당

02.23 09:30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 - 정부중앙청사

02.24 14:00  2011 강원도 통합방위회의 - 강원지방경찰청 대강당

02.25
11:00  株)에스씨 LED 공장 창립식 - 근덕 농공단지 

14:00  평생학습대학 입학식 - 평생학습관 대강당

02.26 11:30  하마읍리 윷놀이 대회 - 하마읍리 노인복지회관

02.28
08:30  월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14:00  찾아가는 평생학습대학 입학식- 도계종합회관

03.01 12:30  3․1절 시민 건강달리기 대회 - 시청앞 광장

03.02
09:30  직원 월례조회 - 본관 대회의실

11:20  노인대학 개강식 - 도계 장로교회

03.04
11:00  향토장학재단 정기 이사 - 본관 상황실

14:00  참재공원 야간경관조명(안) 보고 - 본관 상황실

03.06
11:00  제6회 연합회장배 배드민턴 대회 - 삼척 체육관

14:30  중소기업청장 폭설피해현장 방문 - 중앙시장

03.07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03.11
11:00  강원대 삼척 제2캠퍼스 기숙사 준공식 - 도계 舊)원조아파트

16:00  부정비리추방 시민연대 초청 간담회 - 부추연 사무실 

03.14 15:00  지식경제부 방문 - 과천 정부청사

03.15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16:00  군부대 위문(제설 노고격려)     - 23사단

03.16 14:00  향토장학재단 및 이․통장자녀  장학증서 수여식 - 본관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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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행    사    명

03.17 10:30  탄광지역 현안 간담회 - 株)경동 상덕광업소

03.18 14:00  제36회 삼척시민 아카데미 - 평생학습관 대강당

03.19 11:30  제29회 도계 영등제 - 도계 긴잎느티나무 광장

03.21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11:00  임원지구 번영회장 취임식 - 임원출장소

03.23
11:00  여성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 유림예식장

14:00  광산 및 진규폐근로자 복지센터 기공식 - 도계 느티나무 광장

03.24 17:00  강원도 시군 생활체육회장단 간담회 - 본관 상황실

03.25
11:00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건립 기공식 - 소방방재산업 연구단지

14:00  강원도 시장․군수 협의회 정례회 - 본관 상황실

03.26
10:30  미로 라이온스클럽 창립 10주년 행사 - 미로면 복지회관

13:00  제14회 삼척․동해 국회의원배 테니스 대회 - 삼척시민 테니스장

03.27  09:00  시민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 - 종합운동장

03.28
08:30  월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17:30  동안 이승휴사상 선양회 정기총회 - 유림예식장

03.29
10:30  2011 농업인 영농실용화 교육 - 유기농수산연구교육관

17:30  제17차 영동지역 관․군 간담회 - 8군단 소회의실

04.01
11:00  마평정수장 연수화사업 기공식 - 마평정수장

15:0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발대식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04.03 08:30  2011 삼척 황영조 국제 마라톤 대회 - 엑스포 광장

04.04
08:30  월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09:30  직원 월례조회  -  본관 대회의실

04.05 11:00  제6기 숲해설사 교육 개강식 - 시립 박물관

04.08
14:00  춘계 전국초교 핸드볼 선수권 대회 - 삼척체육관

17:00  삼척 약도라지 육성사업단 개소식 - 삼척산림조합

04.11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09:30  SK핸드볼 코리아 리그 출전보고 -  시장실

04.12
10:30  제14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  의회 본회의장

13:00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 현판식 - 남양동 방재단 사무실

04.14 11:00  농촌지도자연합회 대의원 정기총회 -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

04.15
14:00  제37회 시민아카데미 - 평생학습관 대강당

15:00  증산 참재공원 효율적 운영방안 보고 -시장실

04.17
09:30  유채꽃 축제 자전거 하이킹 - 근덕면 상맹방리

11:00  始祖 삼척군 실직군왕 대제 - 당저동 보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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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14:00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 문예회관 대공연장

04.19
11:00  2011년도 노인대학 입학식 - 노인회 시지회

14:00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 본관 상황실

04.20 11:00  제3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 삼척체육관

04.21 11:00  유기농업대학 졸업식 - 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04.23
09:40  유채꽃과 함께하는 라디엔티어링 - 맹방 유채꽃 축제장

11:00  제31회 장애인의 날 기념 한마당 축제 - 도계초교 체육관

04.24 11:00  제13회 족구연합회장기 대회 및 가족 체육대회 - 종합운동장

04.25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04.27 10:00  소방․방재 산업특구 운영성과 현지실사단 면담 - 시장실

04.28 14:00  제36대 강원도지사 취임식 - 춘천 문화예술회관

04.29
10:00  제14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 시의회 본회의장

11:30  제3회 삼척포진영 영장고혼제 및 육향문화 축전 - 육향산 공원 주차장

04.30 09:00  제121차 노동절 기념식 - 주) 경동광업소 대교육장

05.01 10:30  2011년 노동절 기념행사(석공) - 도계 그랜드웨딩타운

05.02
06:30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 본관 광장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05.03
09:00  5월 직원 월례조회 - 본관 대회의실

11:00  한우협회 정기총회 - 농업기술센터

05.05 11:00  제89회 어린이 날 한마당 큰잔치 -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

05.06
11:30  바르게살기 협의회 정기총회 - 유림예식장

19:00  부처님 오신날 봉축 제등법회 - 죽서루 경내

05.08 10:00  제5회 정라동 경로잔치 한마당- 정라새마을금고앞

05.09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11:00  노곡면 노인 위안잔치 - 노곡면 복지회관

05.11
11:30  신기면 노인 위안잔치- 신기면 노인회관

14:00  사랑의 점심나누기 모금캠페인 - 시청 광장

05.12
11:00  근덕면 노인 위안잔치 - 삼척전자공고 체육관

15:00  블랙밸리 C․C 이사회 및 주주총회 - 블랙밸리 C․C
05.13

10:20  생활개선연합회 대의원 정기총회 - 농업기술센터

14:00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취임식 - 블랙밸리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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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10:00  원덕중․고 동문한마음 가족 체육대회 - 원덕중․고 운동장

11:00  도계읍 노인 위안잔치 - 도계초교 체육관

05.15 10:00  정라초교 총동문 한마음 축제 - 정라초교 운동장

05.16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05.18
10:00  평생학습관 총학생회 화합 한마당 - 삼척체육관

14:00  강원대 삼척캠퍼스 대동제 - 삼척캠퍼스 운동장

05.19
11:00  제1회 미로 청보리 축제 - 미로면 하거노리 새마을뜰

13:00  도계 어르신 초청 봉사활동 행사 - 강원대학교 삼척 제2캠퍼스

05.19
11:00  제1회 미로 청보리 축제 - 미로면 하거노리 새마을뜰

13:00  도계 어르신 초청 봉사활동 행사 - 강원대학교 삼척 제2캠퍼스

05.21 11:00  제3회 삼척하장 두타산 산나물 축제 - 하장 번천분교

05.23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05.24
11:30  맞춤형 학습동아리 발대식 - 23사단 철벽관(실내체육관)

14:00  도계 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 - 도계읍 대회의실/

05.25 10:30  시장 ․ 군수 간담회 - 강원도청 신관 소회의실

05.27
11:00  제7회 폐광지역 4개시․군 장애인 체육대회 - 종합운동장

11:40  건지동 마을회관 준공식 - 건지동 현지/

05.28 11:00  제3회 생활체육회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 종합운동장

05.30 08:30  월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05.31
14:00  제46회 강원도민체전 출전 선수단 결단식 - 시청앞 광장

15:00  교동택지 ~ 소방서간 보도육교 준공식 - 삼척소방서 앞

06.01
09:30  6월 직원 월례조회 - 본관 대회의실

14:00  삼척유리특성화 사업단  국제 워크숍 - 펠리스호텔 소연회장

06.02
11:40  삼척농협 실버대학 개강식 - 삼척농협 회의실

14:00  삼척세계유기농업대학 입학식 - 유기농수산연구교육관

06.03
10:30  제14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 시의회 본회의장

11:30  성내동(6.7.8통) 통합경로당 준공식 - 성내동 현지

06.06
10:00  제56주년 현충일 추념식 - 충혼탑

11:30  미로단오제 및 게이트볼 대회 - 미로면 성황당

06.07 07:00  2/4분기 참제안 조출 토론회 - 본관 상황실

06.08 11:30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업무협약식 - 강원랜드 호텔 소회의실

06.10
10:30  삼척 그린파워 종합발전단지 착공 기념식 - 원덕읍 호산리

14:00  제66회 전국 종별 핸드볼 선수권 대회 - 삼척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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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11:00  영동지역 3개시(삼척,동해,태백) 운전직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 종합운동장

12:00  삼척명인 핵심리더협의회 워크숍 및 수련회 - 맹방초등학교

06.13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14:00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현장 브리핑

06.14 15:30  이재오 특임장관 초청특강 및 민생현장 방문 - 문예회관 대공연장

06.15
05:20  이재오 특임장관 민생현장 방문 - 임원 어판장

11:20  근덕면 상맹방 2리 마을회관 준공식 - 근덕면 상맹방 2리

06.16
14:00  외국인 투자 기업유치 설명회 - 본관 상황실

15:20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 - 원당 주공아파트

06.17 10:00  저출산 극복 강원CEO 포럼 - 춘천 베어스호텔

06.18
09:00  삼척시 어린이집 교사 연수 - 강원대 S․C 제5공학관

10:00  재)경동 도계 동문가족 체육대회 - 도계 공설운동장

06.20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10:00  호국보훈의 달 부대 개방행사 - 23사단 사령부

06.22 11:20  근덕면 매원 1리 마을회관 준공식 - 근덕면 매원 1리

06.24 11:00  6.25전쟁 제61주년 기념식 - 문예회관 대공연장

06.25
09:00  제12회 시민 달리기 대회 - 삼척해변 테마광장

10:00  고사리 실내 테니스장 준공식 - 주)경동 고사리 아파트내

06.27
08:30  월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16:00  제14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해단식  - 본관 시민회의장

06.28 17:00  제17차 영동지역 군․관 협의회 - 강릉시청 회의실

06.29
10:00  제8회 사회복지협의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 사직 전천후게이트볼장

11:00  원덕읍 신남항 회센터 준공식 - 원덕읍 신남항

06.30 11:00  제13대 홍인표 부시장 정년 퇴임식 - 본관 대회의실

07.01
09:30  7월 직원 월례조회 - 본관 대회의실

11:30  한우 HACCP(해썹) 인증서 전수식 - 농업기술센터 회의실

07.05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11:00  제150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 의회 본회의장

07.06 11:00  도계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 도계 청소년 장학센터

07.07
14:00  기업이전 및 투자사업 설명회 - 본관 상황실

15:30  해양레일바이크 스팟광고(案) 시연회 - 본관 상황실

07.08 10:00  2011년 삼척해변 개장식 - 행정봉사실 앞

07.10 12:20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챔피언전{삼척시청 vs 인천시체육회} - 광명 실내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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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14:00  제17회 강원도민의 날 기념식 - 강원대학교(백령아트센터)

07.12
11:00  초곡 촛대바위 현지 답사 - 근덕면 초곡리

16:30  중앙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보고 - 시장실

07.13 13:30  CJ 헬로비젼 영동방송 파워인터뷰 - 강릉 영동방송

07.14 10:00  삼척초교 인조잔디 운동장 준공식 - 삼척초교 운동장

07.15
14:00  제41회 시민 아카데미 - 평생학습관 대강당

15:00  삼척시 노인복지관 건립 기공식 - 舊)보건소 부지

07.16 11:00  강원도내 남․녀 궁도대회 - 죽서정

07.18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14:00  블랙밸리 C․C 이사회 및 주주총회 - 블랙밸리 C․C
07.25 08:30  월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07.26 11:00  삼척그린파워 지역기능인력고용 협약식 - 펠리스호텔(9층 대연회장)

07.27
11:00  사직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준공식 - 사직 게이트볼장

16:00  삼척시 교육행정 협의회 - 교육지원청 상황실(

07.28
11:30  교동 8통(증산) 마을회관 준공식 - 증산동

13:30  삼척 약도라지 전문가육성 아카데미 개강식 - 유기농 연구교육관

07.29 10:00  2011년 노인지도자 연찬회 - 유림회관

08.01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11:00  제36주년 사단 창설 기념식 - 23사단 사령부

08.02 18:30  이사부 사자공원 개장식{경축공연} - 공원내 야외공연장

08.04 10:00  이사부역사문화축전심포지엄및전국해양문화 학자대회 - 강원대SC제5공학관

08.05
09:30  8월 직원 월례조회 - 본관 대회의실

19:00  이사부 역사문화축전 개막식 - 이사부 광장

08.08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08.09 15:30  23사단 호산 29소초 입주식 - 원덕읍 노곡리 29소초

08.10
11:00  국책사업 지역업체참여 T/F팀 간담회 - 본관 상황실

14:00  해양레일바이크 스팟광고 시사회 - 본관 상황실

08.11
11:00  어촌지도자 간담회 - 본관 상황실

17:00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포 현장 방문  - 농업기술센터

08.14 19:30  여름 청정해변 하이원 칼라 콘서트 - 삼척해변 특설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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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5 11:00  제33회 임원 화합한마당 체육대회 - 임원초교 교정

08.16
06:30  직원 비상소집 훈련 - 본관청사 광장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08.17 08:30  을지연습 상황보고회 - 재난종합상황실

08.18
08:30  을지연습 상황보고회 - 재난종합상황실

11:00  동양 장학재단 이사회 - 동양시멘트(본관 2층 회의실)

08.20 11:00  제16회 연합회장기 전국 족구대회 - 강원대SC

08.22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11:00  전국 화학 노동조합연맹 강원본부 워크숍 - 펠리스호텔

08.23
14:00  도계보건출장소 신축 설계용역 보고회 - 본관 상황실

16:00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조성사업 현장지도 - 원덕읍 산양리

08.24 11:00  합성천연가스(SNG) 공동개발 협약식 - 펠리스호텔

08.25
11:00  강원대 SC 제3기숙사(해솔관) 준공식 -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14:00  삼척평생학습대학(2학기) 개강식 - 평생학습관 대강당

08.26
09:00  강원도 시장․군수 협의회 정례회 - 평창군 허브나라

14:00  도계중학교 잔디운동장 개장식 - 도계중학교 교정

08.27 10:00  한나라당 삼척․동해당협 운영위원회 - 펠리스 호텔

08.29
08:30  월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14:00  찾아가는 평생학습대학 개강식 - 도계종합회관 대강당

08.31
11:30  친환경 으뜸농산물 생산촉진 한마음대회 - 종합운동장

19:00  고교 입학자격․졸업학력 검정고시반 개강식 - 평생학습관 강의실

09.01
09:30  9월 직원 월례조회 - 본관 대회의실

11:30  제6기 박물관대학  개강식 - 박물관 시청각실

09.02
11:00  제19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결단식 - 본관 청사앞 광장

14:00  세계유기농업 마이스터대학 입학식 - 유기농 연구교육관

09.04 10:00  삼척초교 개교 100주년 기념 동문 한마음 축제 - 삼척초교 교정

09.05
07:00  참제안 조출토론회(3/4분기) - 본관 상황실

13:30  2011 중추절 군․경 위문 - 23사단 사령부

09.07
10:00  도계 노인대학 개강식 - 도계 장로교회

14:00  도계고등학교 기숙사 개관식 - 도계고 체육관

09.08 10:30  제14대 삼척농협 조합장 취임식 - 삼척농협 대회의실

09.10 11:00  삼일고 개교 30주년 기념 제14회 향목제 - 삼일고 운동장

09.14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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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14:00  2011 도계 희망 아카데미 - 도계종합회관 대강당

16:00  유기농 연구교육관 조성사업 현장지도 - 원덕읍 산양리

09.17

10:00  제9회 삼척시장기 클럽대항 축구대회 및 

       제13회 강원도지사기 선수 선발대회 - 도계 공설운동장

11:30  민족통일 삼척시협의회 한마음 대회 - 근덕면 재동유원지

09.19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09.20 16:20  강원도지사 현안청취 순방 - 본관 상황실

09.21 09:40  2011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 펠리스호텔 대연회장

09.22 11:00  정라14통 경로당 준공식 - 정라동 14통

09.23
10:00  지역희망공헌사업공동협력협약식[市, 남양 ․ 늘푸른 ․ 도계새마을금고] - 시장실

14:00  도계 명품포도 풍년 한마당잔치 - 도계 5일장터

09.25 10:00  도계중학교 총동문가족 체육대회 - 도계공설운동장

09.26
08:30  월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14:00  삼척MBC 특별기획 토론회 {삼척 해양관광} - 삼척 MBC

09.27 10:00  사직배수펌프장 조경계획 보고 - 시장실

09.28
08:40  강원 어르신한마당 축제 참가단 歡送 - 죽서루 광장

11:30  2011 농촌진흥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 - 농업기술센터

09.29 10:30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09.30 10:30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10.01
10:00  삼척시 여성예비군 소대 창설식 - 문예회관 대공연장

18:00  제1회 대통령기 전국 축구한마당 개회식 - 종합운동장

10.02 11:00  신동초교 개교 60주년 기념행사 - 신동초교 교정

10.03
11:00  이승휴선생 추모 제711주기 동안대제 - 천은사 경내 동은사

12:30  남양홍씨 교수공파 대종회 사당 준공 - 근덕면 맹방리

10.04
09:30  10월 직원 월례조회 - 본관 대회의실

14:00  GTB 창사10주년 기념 기관장 축하메세지 제작(인터뷰)

10.05
11:00  삼척시민상 심사위원회 - 본관 상황실

14:00  제16회 삼척예술제 개막식 - 엑스포타운 광장

10.06
11:00  제60주년 향군의 날 기념행사 - 유림예식장

14:00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보고회 - 본관 상황실

10.07 10:30  제15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 의회 본회의장

10.08
10:00  제3회도계읍체육회장기삼척시클럽대항축구대회 - 도계공설운동장

11:30  삼척고 총동문회 창립37주년기념 2011동문봉황제 - 삼척고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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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16:00 도계살리기궐기대회11주년기념제7회블랙다이아몬드축제 - 도계공설운동장

10.10
10:30 제151회 의회임시회 예결특위 제1차회의

11:20 포스코파원(주) 투자 협약식 - 본관 상황실

10.11
11:00 제35회 전국 남녀 시조 경창대회 - 유림회관

12:00 원자력산업유치 지역주민 간담회 - 덕산리 마을회관

10.12

09:00 블로그 기자단 삼척관광 팸투어 - 과낸 관광지

10:30 제151회 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 - 의회

11:00 동양시멘트(주) 본사이전 협약식 - 본관상황실

14:00 해양경찰 훈련 및 숙영시설 기공식 - 근덕면 궁촌리

10.13

10:30 제151회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의회

11:00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위원회 - 본관 상황실

15:00 강원대 도계캠퍼스 초청 특강 - 도계학생회관

10.14 18:00 제17주년 시민의날 경축행사 - 엑스포타운 광장

10.15
10:00 환선제 - 환선굴 주차장

11:00 삼척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 종합운동장

10.16 08:00 제8회 덕항산 자연보호 등반대회 - 신기면 덕항산

10.17
14:00 농촌 일손돕기 부대 감사패 전달 - 23사단 사령부

15:30 제4회 삼척시장배 시민골프대회 시상식 - 블랙밸리 C.C

10.18
11:00 지진해일 대응 긴급구조 종합훈련 - 근덕면 초곡항

14:00 블랙밸리 C.C 주주총회

10.19

10:00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 - 종합운동장

11:00 국가유공자 증서 전수식 - 23사단 철벽관

14:00 전국체전 제패 삼척고 핸드볼부 환영식 - 삼척고 체육관

10.20

10:30 의원정례 간담회 - 의회 소회의실

11:00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 울산 동천체육관

11:30 경로의달 노인 위안잔치 - 근덕면 복지회관

14:00 제4차 삼척원자력 정책포럼 - 강원대 5공학관

10.21

11:00 코아루타워 견본주택 오픈행사 - 남양동 현지

11:00 광산진폐 권익연대 시지회 정기총회 - 도계읍 복지회관

18:30 제49회 강원예술제 - 문예회관 대공연장

10.22 11:00 기아체험 난민 건기대회 - 종합운동장

10.23 10:30 국제라이온스협회 합동월례회 및 체육대회 - 삼척체육관

10.24

09:00 근덕면 노인회 원자력 시설 견학 - 울진 원자력 본부

11:00 삼척시 평생교육협의회 - 본관 상황실

14:00 농림어업인 대상 심사위원회 - 본관 상황실

16:30 태백 풍력발전소 건걸관련 설명회 - 본관 상황실

10.25

11:00 노인대학 수료식 -노인회 회의실

14:00 폐광지역 상생발전을위한 정례협의회 - 도청

14:00 시민 사회복지학교 개강식 - 사회복지협의회

10.26

11:00 하장 119지역대 청사 준공식 - 하장면 광동리

14:00 부정비리추방연대 시민 토론회 - 문예회관 소공연장

15:00 시군 통합을 위한 사회단체 간담회 - 본관 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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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13:00 제12기 강원여성대학 수료식 - 강원도 교육청

10.28

10:30 준,영경묘 역사문화 가치조명 심포지엄 - 강원대 5 공학관
14:00 tkacrj시 의정비 심의위원 위촉장 수여 - 본관 상황실
16:00 강원도 시장,군수 협의회 정례회 - 속초시청 
17:00 구리시 바르게살기 협의회 수련대회 - 미로면 두메관광농원

10.29

10:00 근덕면 주민화홥 한마당 잔치 - 전자공고 운동장
10:00 제20회 연합회장기 클럽대항 축구대회 - 종합운동장
10:00 남이성 삼척의 날 행사 - 춘천 남이섬
19:00 장호지역 한아연의 밤 행사 - 장호 어촌체험마을

10.31
11:00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 문예회관 소강당
15:00 삼척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 본관 상황실

11.01
09:30 11월 직원월례조회 및 직장교육 - 본관 대회의실
10:00 근덕면 현안대책위원회 창립 총회 - 근덕면 회의실

11.02
14:00 제5차 마이스터고 현장 심의 - 전자공고 회의실
14:00 학사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 본관 상황실

11.03
11:00 제6회 생활분재 전시회 - 엑스포타운 광장
13:00 제7회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 강릉 빙상경기장

11.04
10:00 강원도 팽생교육 관계자 워크숍 - 문예회관 소공연장
14:00 제5회 평생학습축제 개막식 - 엑스포타운광장
14:00 겨울철 제설종합대책 유관기관 회의 - 재난종합상황실

11.07
14:00 중국 동영시 예술문화 교류단 방문
17:00 제18차 관,군 간담회 - 1홤대사 광개토대왕함

11.08
10:30 제152회 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의회 본회의장
11:00 농촌체험 휴양마을 협의회 창립총회 - 재난종합상황실

11.09
11:00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 총회 - 본관 상황실
11:00 제49주년 소방의날 기념행사 - 삼척소방서
16:00 실화재 시험 연구센터 추진상황 보고회 - 본관 상황실

11.10
11:00 신기면 마차리 경로당 준공식 - 마차리 경로당
14:00 행정구역개편 학술 심포지엄 - 삼척캠퍼스
15:00 모범 준,부사관 초청 워크숍 - 펠리스호텔

11.11
11:00 제16회 농업인의 날 행사 - 삼척체육관
14:00 세계 외이크시티연맹 총회 - 서울 웨스턴 조선호텔

11.12
14:00 마라톤 황영조감독 초청 세미나 - 삼척캠퍼스
15:00 제8회 삼척시장배 바다 낚시대회 - 이사부광장
18:00 제3회 해양동굴 배드민터 대회 - 삼척체육관

11.14 14:00 새농어촌 우수마을 시상식 - 강원대

11.15
11:00 제13회 여성 한마음 대회 - 삼척체육관
14:00 행정구역개편 현안 대토론회 - 문예회관

11.16
12:00 강원도 시군의원 화합 한마당 - 영월
15:00 정라삼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 준공식 - 정라삼거리

11.17 14:00 도계보금자리주택 기공식(삼척도계아파트 건설공사2공구) - 도계읍 도계리

11.18
14:00 제44회 시민아카데미 - 평생학습관
17:00 관학협력 협정서 체결(서울 과기대) - 본관 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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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10:00 지역 자율방재단 기술경연 및 체육대회 - 삼척체육관

11.21
11:00 본사이전 기념행사 및 선포식 - 동양시멘트

15:00 삼척문화원 건립공사 준공식 - 삼척문화원

11.22 11:00 행복김치 나누기 행사 - 시 새마을지회

11.23 11:00 사회복지가족 한마음 대회 - 삼척체육관

11.24 10:30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 정책 설명회 - 세종문화회관

11.25

10:30 제153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의회

11:00 기로연행사 - 유림회관

15:00 기록물관리, 정보공개 및 보안업무 교육 - 재난종합상황실

11.28 10:30 제153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11.29 10:30 제153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11.30
10:30 제153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14:00 해군 1함대사령관 이취임식 - 1함대 사령부

12.01 15:00 신에너지산업 육성 위크숍 - 펠리스호텔

12.02
11:00 강원도 새마을 지도자 대회 - 정선군

18:30 삼척 JC 회장단 감사 이,취임식 - 펠리스호텔

12.05
09:30 직원 월례조회

15:00 국제안전도시공인 업무 협약식 - 본관 상황실

12.06
11:00 지방도 424호선 들입재터널 개통식 - 근덕면

18:30 월드비젼 후원자 감사의 밤 - 펠리스호텔

12.07

11:00 제3회 고천리 친환경 콩체험 축제 - 미로 고천분교

14:00 삼척 약도라지 브랜드개발 용역 보고 - 시장실

16:00 국책사업 지원단 개소식 - 원덕 도서관

12.08
14:00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 - 본관 상황실

14:00 시민 사회복지학교 수료식 - 사회복지협의회

12.09

11:00 제2차 삼척지역 치안협의회 - 경찰서

14:00 평생학습대학 수료식 - 평생학습관

16:00 선거관리위원회 업무협약식 - 본광 상황실

12.10 14:00 제6회 관광사진 공모전 시상식 - 문예회관

12.12
16:00 청소년 이사부뱃길 탐사단 결단식 - 교육지원청

18;00 바르게살기 협의회 정기총회 

12.13 14:00 종합사회복지관 송년 문화행사 - 문예회관

12.14 14:00 학사경비보조금 심의 위원회 - 본관 상황실

12.15

10:00 대한노인회 시지회 임원 연찬회 - 신동아웨딩홀

11:30 내미로리 경로당 준공식

17:00 삼척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 - 펠리스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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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14:00 제45회 시민 아카데미 - 평생학습관

15:00 국책사업 추진 실무협의회 - 원덕읍

12.19 10:30 제153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의회

12.20
09:30 향토장학금 기탁식 

11:30 삼척농협회장배 게이트볼 대회 - 사직 게이트볼장

12.21 18:00 삼척전자공고 마이스터고 지정 경축행사 - 삼척전자공고

12.22

11:00 제34차 블랙밸리 이사회 - 블랙밸리

11:00 공직자 윤리 위원회 - 본관 상황실

19:00 재경시민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 - 르네상스 호텔

12.23
09:40 연말 군경 위문 - 23사단 외

11:00 가곡권역 산촌문화관 준공식 - 가곡면 동활리

12.26 10:30 제153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의회

12.27 10:00 연말 군경 위문 - 삼척소방서외

12.28
10:00 공약사항 추진상황 평가보고회 - 상황실

15:00 원자력 클러스터 구축 용역 보고

12.29 11:00 학교급식 친환경 식자재공급 업무협약 - 본관 상황실

12.30 10:00 2011년도 종무식 -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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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10:00 2012년도 시무식 - 본관 대회의실
  17:00 제15대 유명호 부시장 취임식 - 대회의실

01.03
07:00 기관장 초청 신년 조찬기도회 - 펠리스횟집
12:00 2012 신년 인사회(삼척상공회의소) - 펠리스호텔

01.04 14:00 2011년 귀속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교육 - 대회의실

01.05
11:00 2012 신년 인사회 (도계지역) - 그랜드웨딩타운
14:00 삼척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 본관 상황실

01.06
11:00 복합에너지 산업단지 투자협약시 - 본관 상황실
14:00 LNG 생산기지 어업피해조사 용역 보고회 - 본관 상황실

01.09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보고 - 본관 상황실

01.10
10:00 2012 주요업무계획보고(부시장)
11:00 삼척시 새마을회 평가대회 - 문예회관

01.11
11:00 2012 체육회 정기총회 - 본관 상황실
13:30 읍면동 연초방문 - 도계읍 복지회관
16:00 읍면동 연초방문 - 신기면 복지회관

01.12
10:00 읍면동 연초방문 - 원덕읍 복지회관
13:30 읍면동 연초방문 - 가곡면 복지회관
16:00 원덕읍 번영회장 이취임식 - 원덕읍 복지회관

01.13
10:00 읍면동 연초방문 - 근덕면 복지회관
13:30 읍면동 연초방문 - 남양동 대회의실
16:00 읍면동 연초방문 - 정라동 대회의실

01.16

10:00 읍면동 연초방문 - 교동 대회의실
13:30 읍면동 연초방문 - 노곡면 복지회관
16:00 읍면동 연초방문 - 미로면 복지회관
19:00 중고학력취득 검정고시반 개강식 - 평생학습관

01.17 14:30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다짐대회 - 평창 용평돔체육관

01.19
10:00 읍면동 연초방문 - 성내동 대회의실
10:30 삼척시의회 정례간담회 - 의회
13:30 읍면동 연초방문 - 하장면 복지회관

01.20
09:40 지역희망공헌사업 물품 기탁식
14:00 정월대보름제 추진상황 보고회 - 상황실

01.27
14:15 삼척고이전 진입도로개설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보고회 - 상황실
15:00 정월대보름제 안전관리실무위원회 - 재난종합상황실

01.28 11:00 강원대삼척캠퍼스 총동문회 신년인사회 - 강원대

01.30
11:00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 - 상황실
14:00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 상황실

01.31
11:00 외국인유치 우수여행업체 초청간담회 - 상황실
11:00 건설기계 시연합회장 이취임식 - 삼척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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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

09:00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실적 평가회 - 상황실
09:30 2월 직원월례조회 및 직장교육 - 대회의실
11:00 국책사업 어업피해조사용역 보고 - 시장실
14:00 삼척시 복지장학금 전달식 - 상황실

02.02
11:00 신기 동굴 적십자봉사회 결성식 - 신기면 복지회관
14:00 실화재시험연구센터 용역보고회 - 상황실
14:00 임원남화산 해맞이공원 상징조형물 제안평가 - 시민회의장

02.03

11:00 삼척시 부동산 평가 위원회 - 상황실
13:30 전국기줄다리기 지역예선 - 엑스포광장
16:00 신규원전 유치확정 성과 보고대회 - 문예회관
17:30 새해 소망길놀이 - 엑스포광장
18:30 정월대보름제 경축식 및 축하공연 - 엑스포타운

02.04
10:30 속닥기줄다리기
11:30 중기줄다리기
13:30 전국 기줄다리기 외지팀 예선 - 엑스포광장

02.05

11:30 대기줄다리기
13:30 전국 기줄달리기 결선 - 엑스포광장
14:30 대보름가요제 결선
18:30 달집태우기 - 가람둔치

02.07
10:30 제143회 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 의회
15:00 LNG 생산기지 어업피해조사용역 설명회 = 원덕읍 회의실

02.08 10:30 제143회 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 의회

02.09 10:30 제143회 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 의회

02.10 10:30 제143회 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 의회

02.13 10:30 제143회 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 의회

02.14

10:00 직원 인사발령 신고 - 대회의실
10:30 제143회 시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 의회
11:00 강원랜도 복지재단 사업설명회 - 시민회의장
14:00 해양수산분야 용역사업 보고 - 시장실

02.15

09:30 대보름맞이 원덕읍민 윷놀이 행사 - 원덕읍 복지회관
10:00 도계 영등제 운영위원 회의 = 도계읍 복지회관
14:00 정라 방재미래센터 건립(안) 보고 - 시장실
14:00 주밀인재학당 운영 실무간담회 - 상황실

02.16
10:00 시군 읍면동장 시책교육 - 강원도 인재개발원
11:00 재) 동양장학재단 이사회 - 동양시멘트
14:00 시가지 빗물펌프장 준공식 - 빗물펌프장 현지

02.17

11:00 향토산업 브랜드개발용역 보고 - 시장실
11:00 택시업체 간담회 - 재난종합상황실
14:00 농촌진흥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회 - 농업기술센터
14:00 군부대 혹한기훈련 위문 - 23사단외

02.21

14:00 삼척시 향토장학재단 이사회 - 상황실
14:00 삼척항 매립지 해양친수공간조성 주민설명회 - 정라동사무소
15:00 외식업 삼척시지부 정기총회 - 유림웨딩홀
15:30 부정비리추방 시민연대 간담회 - 부추연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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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
11:00 도계장학재단 정기 이사회 - 도계읍사무소
11:00 제47회 도민체전 출전 감독자 회의 - 체육회 사무국

02.23

10:30 이통장연합회 정기총회 - 남양동 회의실
11:00 강원대학교 전기 학위수여식 - 강원대
11:00 생활체육회 정기총회 - 시민회의장
11:00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제7차 정례회 - 춘천
14:00 2012 강원도 통합방위회의 - 도청

02.24

11:00 농촌지도자 시연합회장 이취임식 - 농업기술센터
11:00 산불방지 기원 산신제 - 미로 두탄산
14:00 평생학습관 교육강사 위촉시 - 평생학습관
15:00 하장면 종합발전계획 용역보고회 - 상황실
16:0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입학식 - 청소년 수련관

02.27 11:00 쌀전업농 삼척시연합회 연시총회 - 농협시지부

02.28
10:00 동양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 - 동양시멘트
11:00 신기 남녀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 신기 생활문화관
14;00 찾아가는 평생학습관 개강식 - 도계종합회관

02.29
11:00 생활개선 시연합회 대의원 총회 - 농업기술센터
11:00 강원대 삼척캠퍼스 입학식 - 삼척캠퍼스
11;30 새농어촌 건설운동 발대식 - 미로 하거노2리

03.01
10:00 제93주년 3.1절기념 삼척보통학교 4.15만세운동 재현행사 - 삼척초
12:30 제13회 시민 건강달리기 대회 - 시청 앞 광장

03.02

14:00 2011학년도 유기농업대학 졸업식 - 연구교육관
14;00 농립사업 심의 위원회 - 본관 상황실
15:00 학교폭력없는 삼척만들기 캠페인 - 대학로 문화공원
17;00 친환경 식자재공급 관련 업무협의 - 강원대학교

03.05

07;00 1/4분기 참제안 조출토론회 - 상황실
14;00 산불진화대 발대식 및 전문교육 - 대회의실
14:30 상수도사업 추진상황보고 - 시장실
18:30 2012 핸드볼 코리아리그 (대 인천체육회) - 삼척체육관

03.06
14;00 2012 삼척교육 설명회 - 교육지원청
14;00 제19대 총선관련 영상회의 - 화상회의실

03.07

09:30 3월 직원월례조회 - 대회의실
10:30 2012 이통장 역량개발 교육 - 강릉 여성수련원
11:00 제30회 도계영등제 - 도계 긴잎느티나무광장
14:00 산불방지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 재난종합상황실
15;00 행정정복공개심의회 - 총무사회국장실

03.08
11;00 성내동 번영회장 취임식 - 성내동사무소
18:00 기업투자 및 PNG 유치 협의 - 서울

03.09
11:00 농촌지도자 삼척회 총회 및 윷놀이 대회 - 삼척농협
11:00 노곡면 번영회장 이취임식 - 노곡면 복지회관
17:00 동안 이승휴사상 선양회 정기총회 - 유림예식장

03.12
11:00 녹색농촌체험마을 주민설명회 - 여삼리
17;40 동해안 지진해일 및 재해위험지구 점검 - 원덕읍 임원항

03.13

10;00 찾아가는 외국인 주민 선거교육 - 도계청소년장학센터
11:00 제1차 삼척지역 치안협의회 - 경찰서
14:00 원덕 청소년 문화의 집 기공식 - 원덕도서관
16;00 임원 남화산 상징 조형물 관련 보고 - 시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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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
14:00 2012년도 장학증서 수여식 - 대회의실
14;00 읍면동장 선거관리 교육 - 선거관리위원회
20:00 2012 핸드볼 코리아 (대 SK루브리컨츠) - 서울

03.15
10:30 대한노인회 시지회 정기총회 - 유림예식장
11:00 시정 주요업무평가 위원회 - 상황실
11:10 보훈단체 안보결의대회 및 정기총회 - 보훈회관

03.16
11:00 해양관광 리조트 개발사업 협약식 - 상황실
14:00 도라지 전문가 육성 아카데미 개강식 - 유기농연구교육관
14:00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 - 상황실

03.19 11:00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정기총회 - 강릉

03.20
11:00 동해안 대형산불방지 대책회의 - 강릉
11:00 무공수훈자회 안보 결의대회 및 총회 - 보훈회관

03.21 11:00 건강가정지원센터 선정심사 위원회 - 상황실

03.22

10:00 새봄맞이 일제 대청소의날 운영 - 삼척해변
11:30 유기농대학 입학식 - 유기농연구교육관
15:00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 상황실
16:00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용역보고 - 시장실

03.23

10:30 천안함 2주기 추모 및 안보결의대회 - 문예회관
11:00 초곡1리 복지회관 준공식 - 근덕면 초곡항
14:00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평가조사 결과 보고 - 시장실
14:00 학교연계 청소년 수련활동 개강식 - 청소년수련관
15:00 삼척항 매립지 해양친수공간조성 보고회 - 상황실

03.26 15:00 삼척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 재난종합상황실

03.27
11:00 새마을회 회장단 이취임식 - 펠리스호텔
14:00 민평통자문회의 통일시대 시민교실 - 문예회관
15:30 부정선거 감시단 발대식 및 교육 - 부추연 사무실

03.28
10:00 제155회 시의회 임시회 - 의회
10:30 제67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 근덕면
14:00 블랙밸리 C.C 정기 이사회 - 블랙밸리

03.29
11:00 6.25참전 유공자회 안보결의대회 - 보훈횐관
14;00 새농어촌 건설운동 활력화 대최 - 대회의실
14:30 학사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 상황실

03.30 11:00 미수 허목선생 춘향대제 - 육향산 미수자

04.02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04.03
09:30  4월 직원 월례조회 및 직장교육 - 본관 대회의실
11:00  교동 번영회장 취임식 - 펠리스호텔 연회장

04.05
11:00  실직군왕 대제 - 三陟金氏 報本壇
11:30  제7기 숲해설사 교육 개강식- 박물관 시청각실

04.06
14:00  오십천 생태하천조성 용역보고 - 본관 상황실
15:00  육백산 화훼휴양단지 관련 보고 - 시장실

04.08 08:00  2012 황영조 국제마라톤 대회 - 엑스포타운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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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10:00  지역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 - 문예회관 소공연장

04.10 10:00  강원연극제 개막 축하영상 제작 - 시장실

04.12 11:00  삼척시 새마을협의회장 취임식 - 유림웨딩홀

04.13 11:00  제32회 장애인의 날 행사 - 삼척체육관

04.14 10:00  유채꽃 ․ 벚꽃길 자전거하이킹 - 맹방 유채꽃 축제장

04.16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04.17 19:00  최고경영자과정 특강 - 강원대 삼척캠퍼스

04.18 14:00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간담회 - 한림대 국제회의실

04.19
10:00  이사부 선양사업 업무협약식 - 독도경비함 삼봉호
15:30  에너지산업 투자유치 설명회 - 본관 상황실

04.20
10:00  에너지산업 투자유치 설명회(*10:00 동부발전 11:00 동양파워) - 본관 

상황실
14:30  제46회 시민 아카데미 - 평생학습관

04.21
11:00  제17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시․도대항 전국 족구대회 - 삼척캠퍼스 운동장
14:00  삼척 맹방 유채꽃 가요제 - 맹방 유채꽃 축제장

04.23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04.24
11:00  에너지산업 투자협약(MOU)(*11:00 동부건설, 11:30 동양파워) - 본관 상황실
16:00  강원도 시장․군수 협의회 정례회 - 태백 오투리조트

04.25
06:30  2012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 본관 청사앞 광장(527명)
10:00  강원도 연안자망 어업인 대회 - 이사부 광장

04.26
11:00  제18대 상공회의소 회장 취임식 - 펠리스호텔 대연회장
15:00  소방산업 유관기관 세미나 - 펠리스호텔 소연회장

04.27
11:00  교회설립 100주년 감사예배 - 삼척제일교회
16:00  도계보건출장소 신축 기공식 - 도계읍 전두리

04.28
10:00  제3회 원더풀삼척배 테니스 대회 - 시민 테니스장
15:00  제5회 산양(축천)초교 총동문회 - 유기농 연구교육관

04.30
08:30  월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11:00  근로자의 날 기념 행사 - 동양시멘트(주)

05.01 09:30  5월 직원 월례조회 및 직장교육 - 본관 대회의실

05.02 11:00  지식경제부 장관 면담 - 서울 포스트타워

05.03
08:50  어르신 생활체전 참가단 환송 - 삼척체육관 앞
11:00  중앙시장 비가림시설 준공식 - 중앙시장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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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11:00  제90회 어린이 날 한마당 큰잔치 - 종합운동장, 문예회관

05.06 10:40  지역아동“사랑의 안경 나누기”행사 - 교동 큰빛교회

05.07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11:00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이․취임식 - 유림예식장

05.08
11:00  제40회 어버이날 경로잔치 - 정라새마을금고 광장
15:00  방재시범마을 설계용역 보고회 - 본관 상황실

05.09 17:00  제19차 영동지역 官․軍 간담회 - 속초시청 상황실

05.10
11:00  제40회 어버이날 경로잔치 - 전자공고 체육관
14:00  2012 원자력정책 세미나 - 펠리스호텔 대연회장

05.11
11:30  학(鶴)사육 기술이전 협약식 - 본관 상황실
14:00  도계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 - 도계읍 복지회관

05.12 11:00  제40회 어버이날 경로잔치 - 도계초교 체육관

05.14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14:00  너와마을 민속유물 전시실 준공식 - 도계읍 신리 너와마을

05.15
10:30  제156회 시의회 임시회  - 의회 본회의장
14:00  사랑의 점심나누기 모금 캠페인 - 시청앞 광장

05.19 09:00  제2회 해양레일바이크배 강원도 클럽 축구대회 - 삼척 종합운동장

05.20 10:00  제30회 정라초교 동문한마음 축제 - 정라초교 교정

05.21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18:30  폐광지역 4개시․군 번영회장 취임식 - 펠리스호텔 대연회장

05.24 13:00  도계캠퍼스 학과별 전공 봉사활동 - 도계캠퍼스 학생식당

05.25
14:00  찾아가는 시민 아카데미 - 도계 종합회관
19:00  부처님 오신날 봉축 제등법회 - 죽서루 광장

05.26 11:00  제4회 생활체육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 종합 운동장

05.27 10:30  강원지구 JC D지역 (삼척, 동해, 태백) 체육대회 - 원덕중고 운동장

05.29
08:30  월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13:30  방재시범마을 관광지조성 기공식 - 정상동 영진안

05.30 10:00  LNG생산기지 방파제 케이슨 진수식 - 원덕읍 호산리

05.31 11:00  체육회 이사회{도민체전 출전보고} - 본관 상황실

06.01
11:00  천연가스 적기공급 방안 및 대책보고 - 시장실
16:30  해외기업체 투자유치 MOU 체결 - 본관 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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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10:00  도계중 총동문 가족체육대회 - 도계중 운동장

06.04
07:00  참제안 조출 토론회 - 본관 상황실
11:00  향토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농협 시지부 10백만원} - 시장실

06.05
08:00  모범근로자 국내연수단 격려 - 죽서루 출발
09:30  6월 직원 월례조회 및 직장교육 - 본관 대회의실

06.06 10:00  제57회 현충일 추념식 - 남양동 충혼탑

06.08
14:00  제47회 강원도민체전 출전 결단식 - 시청앞 광장
15:00  메디컬타운 조성사업 투자설명회 - 본관 상황실

06.09 17:00  삼척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  - 근덕면 씨스포빌

06.11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19:30  제47회 강원도민체전 개회식  - 철원군 종합운동장

06.13
11:00  코스모스 축제 추진위원회 - 미로면사무소
14:30 「미래비전 삼척」홍보영상물 시연 - 시장실

06.14
14:00  남화산 상징조형물 디자인 보고 - 시장실
14:30  방재미래센터 체험시설(안) 보고 - 시장실

06.15
14:00  제49회 시민 아카데미 - 평생학습관 대강당
16:00  강원대 삼척캠퍼스 총동문회 정기총회 - 5공학관 대회의실

06.16
10:00  제21회 연합회장기 축구대회 - 종합운동장
11:00  창립11주년 성전봉헌 및 권사임직 - 큰빛교회

06.19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11:00  농업인단체 친환경실천 한마음 대회  - 종합운동장

06.20 16:00  강원도 시장․군수 협의회 정례회 - 양양군 문화복지회관

06.21
10:00  사회복지협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 근덕 게이트볼구장
11:00  농협주부대학 동문 한마음 체육대회 - 삼척체육관

06.22
18:30  삼일고 모교후원기금 마련 행사 - 남양동 모닝캄
19:30  창립 55주년 기념 시민 음악회 - 동양시멘트 운동장

06.23
09:30  2012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 - 강원대SC 제5공학관
10:30  진․규폐 근로자 복지센터 현장지도 - 도계리 건립현장

06.24 11:30  미로 단오제 행사 - 하거노1리 성황당

06.25
08:30  월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11:00  6.25전쟁 제62주년 기념식 - 문예회관 대공연장

06.29 11:00  2012년 상반기 정년 퇴임식 - 본관 대회의실

06.30 11:00  미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이․취임식 - 미로면 복지회관

07.02 14:00  중앙시장 상가 리모델링(案) 보고 - 시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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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11:30  도민체전 출전 결과보고(해단식) - 펠리스호텔 소연회장

07.05 10:30  제157회 시의회 정례회(제1차 본회의) - 의회 본회의장

07.06 11:20  근덕면 상맹방1리 마을회관 준공식 - 근덕면 상맹방1리

07.07 10:00  2012 산하직원 단합 체육대회 - 종합운동장

07.09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10:20  노인지도자 연찬회 - 유림예식장
11:00  제6대 시의회 후반기 개원식 - 의회 본회의장

07.10
11:20  삼척 메디컬타운 조성 투자협약식 - 본관 상황실
14:30  미로지역 개발구상 용역(案) 보고 - 시장실

07.11
10:10  도계 노인대학 수료식 - 도계 장로교회
11:00  도계 중앙시장 신축건물 준공식 - 도계 중앙시장

07.12 09:30  7월 직원 월례조회 - 본관 대회의실

07.13
10:00  2012년 해변 개장행사 - 맹방해변
11:30  신기면 대이리 마을회관 준공식 - 신기면 대이리

07.16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07.18 09:30  사회서비스센터 직무강화 교육 - 본관 대회의실

07.19 14:00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용역보고 - 시장실

07.20 14:00  제50회 삼척 시민아카데미 - 평생학습관

07.21
15:00  한여름의 작은 음악회 - 새천년도로 조각공원
19:00  대학로 문화공연 - 대학로 문화휴식공원

07.24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16:00  급경사지 통합관리시스템 착수보고회 - 본관 상황실

07.26 16:00  23사단 59연대 풋살경기장 개장식 - 근덕면 부남리

07.27 16:00  강원대SC 총동문회장 이․취임식 - 제5공학관 대강당

07.28 11:30  원덕 전천후 게이트볼장 개장기념 게이트볼 대회 - 원덕 게이트볼장

07.30 08:30  월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07.31 19:00  특집 국군방송 위문열차 공연 - 삼척해변 특설무대

08.01 14:00  가스폭발사고 피해자 성금 기탁 -시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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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
09:30  대한민국 독도 이사부 컨퍼런스 - 강원대SC 제5공학관
13:30  에너지․의료밸트 구축 국제세미나 - 시민 회의장
19:00  이사부 역사문화 축전 개막식 - 이사부 광장

08.04 11:00  호산초교 총동문 한마음 축제 - 호산초교 운동장

08.06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08.09 11:00  동양장학재단 이사회 - 주)동양시멘트

08.10 19:30  삼척 청정해변 칼라콘서트 - 삼척해변 특설무대

08.13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08.15 11:00  제34회 임원화합 한마당 축제 - 임원초교 운동장

08.16 15:00  노곡보건지소 신축청사 준공식 - 노곡면 하월산리

08.20
06:00  직원 비상소집 훈련 - 본관 청사앞 광장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08.21 16:30  강원도지사 가스폭발현장 방문 - 삼척시 남양동 현지

08.22
08:30  을지연습 일일상황 보고회 - 재난종합상황실
14:00  도계 가스폭발사고 피해자 위문 - 도계읍 고사리 현지

08.23
09:30  가스폭발사고 피해자돕기 성금 전달 - 시장실
11:00  동양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 - 동양시멘트 기술훈련원

08.24 10:00  가스폭발사고 피해자돕기 성금 전달 - 시장실

08.27
08:30  월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14:00  가스폭발사고 피해자돕기 성금 전달 - 시장실

08.28
10:00  가스폭발사고 피해자돕기 성금 전달 - 시장실
14:00  강원도 농촌지도자 연합회 워크숍 - 씨스포빌 리조트

08.29 11:00  가스폭발사고 피해자돕기 성금 전달 - 시장실

08.30
11:00  삼척시 재향군인회 하계수련회 - 근덕면 재동유원지
13:30  가스폭발사고 피해자돕기 성금 전달 - 시장실

08.31 11:00  가스폭발사고 피해자돕기 성금 전달 - 시장실

09.03
07:00  3/4분기 참제안 조출토론회 - 본관 상황실
09:30  9월 직원 월례조회 - 본관 대회의실

09.04
10:00  가스폭발사고 피해자돕기 성금 전달 - 시장실
11:00  제7기 박물관 대학 개강식 - 시립 박물관

09.05 09:40  가스폭발사고 피해자돕기 성금 전달 - 시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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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09:10  가스폭발사고 피해자돕기 성금 전달 - 시장실
14:00  방재미래센터 실시설계 최종 보고회 - 본관 상황실

09.08
10:00  제10회 시장기 클럽대항 축구대회 - 종합운동장
11:00  삼일고등학교 제15회 향목제 - 삼일고 교정

09.10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11:30  가스폭발사고 피해자돕기 성금 전달 - 시장실

09.11
08:30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석자 환송 - 시청 계단밑 광장
10:30  가스폭발사고 피해자돕기 성금 전달 - 시장실

09.12 10:30  가스폭발사고 피해자돕기 성금 전달 - 시장실

09.13 14:30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 삼척항 제2부두

09.14
10:30  제158회 시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 시의회 본회의장
11:00  가스폭발사고 피해자돕기 성금 전달 - 시장실

09.15
11:00  제6회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축제 한마당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4:00  도계 명품포도 풍년 한마당 잔치 - 도계 5일장터

09.17
08:1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09:00  통일준비 자전거 국토순례 출정식 - 본관앞 광장

09.19
11:00  국책사업 보상대책위 사무실 준공식 - 원덕읍 호산리
14:00  가스폭발사고 피해자돕기 성금 전달 - 시장실

09.20 10:30  가스폭발사고 피해자돕기 성금 전달 - 시장실

09.21
11:00  강원도민생활체전 출전 결단식 - 시청앞 광장
13:30  가스폭발사고 피해자돕기 성금 전달 - 시장실

09.22 10:00  오랍드리 산소길 시민 걷기대회 - 엑스포타운 광장

09.23 16:00  도계 블랙다이아몬드 축제- 도계 공설운동장

09.24
08:30  월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14:00  가스폭발사고 피해자돕기 성금 전달 - 시장실

09.25
11:00  가족사랑수기 당선작 시상식 - 유림웨딩홀
16:30  2012 중추절 군․경부대 위문 - 23사단, 경찰서

09.26
09:40  가스폭발사고 피해자돕기 성금 전달 - 시장실
10:00  2012 중추절 군․경부대 위문 - 삼척경찰서

09.27
15:00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 우체국 ▶ 중앙시장
17:00  삼척시 교육행정협의회 - 교육지원청 상황실

10.02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10:30  가스폭발사고 피해자돕기 성금 전달 - 시장실

10.03 11:00  제712주기 동안대제(動安大祭) - 천은사경내 동안사

10.04
08:00  어르신 한마당축제 참가단 환송 - 죽서루 광장
09:30  10월 직원 월례조회 - 본관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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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09:00  리스버그시 태권도 방문단 출국인사 - 본관 상황실

11:30  제36회 전국 남․여 시조경창대회 - 신동아웨딩홀

10.06 11:00  제14회 연합회장기 족구대회 - 강원대 삼척SC

10.07 11:00  대한축구협회 심판협의회 체육대회 - 종합 운동장

10.08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11.02
09:30  11월 직원 월례조회 - 본관 대회의실

11:00  사랑나눔 이웃돕기 바자회 - 중앙교회 앞마당

11.03
12:00  영동지역 관․군 오찬 간담회 - 강릉 바우하우스

16:00  도계 경동가족 한마음 대축제 - 도계초교 체육관

11.05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11.07 10:30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회 - 본관 상황실

11.08
11:00  제17회 농업인의 날 행사 - 삼척 체육관

15:00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회 - 본관 상황실

11.09 11:30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업무협약식 - 시장실

11.10
11:00  삼척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 종합운동장

18:00  제4회 해양동굴배 배드민턴 대회 - 삼척체육관

11.11 15:00  삼척시장배 전국 바다낚시 대회(시상식) - 이사부 광장

11.12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11.13
10:00  2012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 - 삼척체육관

11:00  제50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 삼척소방서

11.16 14:00  지역사회 갈등해소 심포지엄 - 문예회관 소공연장

11.18 11:00  갈남2리(신남) 마을회관 준공식 - 원덕읍 갈남2리

11.20 13:20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및 교육 - 본관 대회의실

11.21
10:30  제160회 시의회 정례회 개회 - 의회 본회의장

11:20  연평도 포격 2주기 안보 결의대회 - 문예회관 대공연장

11.22 11:00  근덕 119안전센터 청사 준공식 - 근덕면 교가리

11.23 11:00  행복 김장나누기 행사 - 새마을지회 앞마당

11.26
08:30  월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11:00  지체장애인협회 임원 회의 - 종합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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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11:00  갈천동 경로당 준공식 - 갈천동 현지
13:30  죽서루 주변 유적발굴 현지시찰 - 죽서루 경내

11.29 14:30  가스폭발사고 피해자돕기 성금 전달 - 시장실

11.30 11:00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준공식 - 미로면 고천분교

12.01 11:00  자율방재단 훈련 평가대회 - 삼척 체육관

12.03
08:30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09:30  12월 직원 월례조회  본관 대회의실

12.05
10:10  도계 노인대학 수료식 - 도계 장로교회
13:30  도계 희망 아카데미 교육 - 도계종합회관

12.06
11:00  원덕청년회 회장 이․취임식 - 원덕 복지회관
18:30  삼척시 척우회 송년회 - 대복회관

12.07
11:00  제15회 삼척시장기 태권도대회 - 삼척 체육관
18:00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 삼척의료원 앞 

12.20
12:00  블랙밸리C․C 제38차 이사회 - 블랙밸리 클럽하우스
16:00  이․통장연합회 사무실 개소식 - 성내동사무소 뒤

12.21
11:00  사회복지 가족 한마음 대회 - 진주초 체육관
14:00  제53회 삼척시민 아카데미 - 평생학습관
18:00  시민 화합 한마당 축제 - 삼척 체육관

12.24
08:30  월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14:00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 준공식 - 도계읍 도계리

12.26
10:00  연말 군․경부대 위문 - 23사단, 경찰서
14:00  노인 복지관 신축공사 준공식 - 복지관 대회의실

12.27
10:30  제14회 여성 한마음 대회 - 평생학습관 대강당
14:30  사회공헌 공동이행 협약식 - 펠리스호텔 세미나실

12.28 11:00  여삼 산촌생태마을 조성 준공식 - 여삼리 장뇌체험관

12.31
10:00  2012년도 종무식 - 본관 대회의실
14:30  KBS 영동포커스 신년 인터뷰 - 시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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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시장․군수, 부시장․부군수 명부

1. 역대 군수

구분 성   명 취임년월일 이임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제1대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제8대

제9대

제10대

제11대

제12대

제13대

제14대

제15대

제16대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제22대

제23대

제24대

제25대

제26대

제27대

제28대

제29대

제30대

제31대

정인장(鄭麟章)

최예덕(崔禮德)

김동준(金東俊)

이태영(李台榮)

남원수(南元壽)

김병선(金炳善)

김동근(金東根)

심경섭(沈庚燮)

이상용(李相龍)

박종성(朴種星)

김좌영(金佐榮)

김동석(金東石)

주여준(朱汝俊)

이상혁(李相赫)

김병규(金秉圭)

박건주(朴建周)

서명택(徐明澤)

김원희(金元熙)

김승우(金乘祐)

원낙희(元珞喜)

유은재(兪銀在)

박수균(朴壽均)

김운기(金雲基)

홍순호(洪淳浩)

박원기(朴元基)

최승호(崔承鎬)

최준익(崔俊益)

유재규(柳在圭)

함형구(咸炯仇)

권혁인(權赫仁)

백용덕(白鎔德)

45.2

46.2

47.1

50.1

51.1

53.10.24

54.11.14

56.9.17

58.8.12

60.5.23

60.11.17

61.10.15

63.7.18

63.10.29

64.6.18

66.9.20

67.11.30

71.8.1

73.8.4

76.12.25

79.4.4

80.3.12

80.7.30

81.12.23

83.4.11

86.3.8

88.6.11

91.1.16

92..7.1

93.8.20

94.10.6

46.2

47.1

50.1

51.1

53.10.24

54.10.8

56.9.17

58.8.12

60.5.23

60.11.17

61.9.30

63.7.18

63.10.29

64.6.16

66.9.20

67.11.30

71.8.1

73.7.28

76.12.25

79.4.4

80.3.11

80.7.16

81.12.22

83.4.10

86.3.8

88.6.10

91.1.15

92.6.30

93.8.19

94.10.5

94.12.31

1년

11월

3년3월

1년

2년9월

1년

1년10월

1년1월

1년9월

6월

10월

1년9월

3월

8월

2년3월

1년2월

3년9월

1년11월

3년4월

2년4월

11월

4월

1년5월

1년4월

2년11월

2년3월

2년7월

1년6월

1년2월

1년1월

3월

강원

″

경북

″

강원

″

″

″

″

″

서울

경북

강원

경북

강원

″

경북

서울

강원

″

″

″

″

서울

강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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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대 시장

구 분 성   명 취임년월일 이임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통합전

제1대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박환주(朴桓周)

양종석(梁鐘釋)

한상철(韓尙撤)

김광용(金光容)

최재동(崔濟東)

김대종(金大宗)

남동우(南東佑)

86.01.01.

88.02.22.

89.06.09.

91.01.10.

93.01.18.

94.01.03.

94.07.06.

88.02.21.

89.06.08.

91.01.09.

93.01.17.

94.01.03.

94.07.05.

94.12.31.

2년2월

1년3월

1년7월

2년

1년

6월

6월

통합후

제1대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남동우(南東佑)

김일동(金日東)

김일동(金日東)

김일동(金日東)

김대수(金大壽)

김대수(金大壽

95.01.01.

95.07.01.

98.07.01.

02.07.01.

06.07.01.

10.07.01.

95.06.30.

98.06.30.

02.06.30.

06.06.30.

10.06.30..

현재

6월

3년

4년

4년

4년

4년

민선1기

민선2기

민선3기

민선4기

민선5기

민선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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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대 부군수

구 분 성   명 취임년월일 이임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제1대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제8대

이종남(李種南)

김기영(金起榮)

윤부원(尹富源)

주종덕(朱種德)

김원우(金源右)

김인기(金寅基)

김용각(金容珏)

심영식(沈永植)

75.01.08.

76.12.24.

79.03.23.

84.03.10.

87.01.23.

89.12.27.

91.01.16.

92.01.07.

76.12.23.

79.03.22.

84.03.09.

87.01.22.

89.12.26.

91.01.15.

92.01.06.

94.08.19.

1년11월

2년3월

5년

2년10월

2년11월

1년

1년

2년8월

4. 역대 부시장

구 분 성   명 취임년월일 이임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통합전

제1대

제2대

제3대

제4대

김인기(金寅基)

주종덕(朱鍾德)

김원우(金源右)

김인기(金寅基)

86.01.01.

88.06.29.

92.01.07.

92.08.18.

88.06.28.

92.01.06.

92.08.17.

94.12.31.

2년7월

3년7월

8월

2년4월

통합후

제1대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제8대

제9대

제10대

제11대

제12대

제13대

제14대

제15대

김인기(金寅基)

심영식(沈永植)

최창길(崔昌吉)

김준하(金準河)

최두헌(崔斗憲)

신호석(申浩碩)

김형배(金炯培)

홍성용(洪性龍)

김대웅(金大雄)

김종근(金鍾根)

박종덕(朴鍾悳)

이상호(李相鎬)

홍인표(洪仁杓)

 석희대(昔熙大)

 유명호(劉明浩)

95.01.01.

95.05.17.

95.07.29.

97.01.17.

98.10.17.

99.07.14.

00.01.13.

03.01.01.

04.08.16.

06.03.03.

06.07.06.

08.07.10.

11.01.01.

11.04.28.

12.01.01.

95.05.09.

95.06.30.

96.12.31.

98.10.16.

99.06.30.

00.01.12.

02.12.31.

04.08.03.

06.03.02.

06.07.05.

08.07.09.

10.12.31.

11.04.27.

11.12.31

현재

5월

3월

6월

1년9월

8월

6월

2년11월

1년 8월

1년 7월

4월

2년

2년6월

4월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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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공무원 명단
(2012.12.31현재)

번호 소 속 직 급 성 명 주요경력

1 시장 지방정무직 김대수

2 부시장 지방서기관 유명호 강원도

3 전략산업국장 지방서기관 김주욱
총무과장

지역경제과장

4 총무사회국장 지방서기관 홍용기
도계읍장

총무과장

5 경제건설국장 지방기술서기관 김창석
도시교통과장

건설과장

6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방농촌지도관 이문호
농촌지원과장

친환경기술과장

7 보건소장

8 기획감사실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영조
세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9 문화공보실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상기
미로면장

총무과 서무담당

10 전략산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승학
지역경제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11 에너지지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동윤
관광정책과장

근덕면장

12 기간산업과장

13 지식개발과장

14 총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한구
평생학습관장

총무과 서무담당

15 정보자원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성모
문화공보실장

신기면장

16 세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우용
회계과장

도계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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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 속 직 급 성 명 주요경력

17 회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경진
근덕면장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18 주민생활지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윤재곤
남양동장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19 사회복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홍근표
교동장

가곡면장

20 민원봉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미선
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장

21 환경보호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종해
노곡면장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22 관광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백우철
정라동장

재난총괄담당

23 지역경제과장

24 기업투자지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기호
기간산업과장

관광정책과장

25 농업정책과장 지방농업사무관 김경수
원덕읍 부읍장

도계읍 부읍장

26 축산과장 지방농업사무관 이상균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27 산림녹지과장 지방녹지사무관 최진만 산림복구담당

28 건설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이명우
도시과장

도시과 도시계획담당

29 도시디자인과장 지방시설사무관 박응진
신기면장

도계읍 건설담당

30 교통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상권
가곡면장

신기면장

31 건축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윤무량
건축과 주택담당

주택과 건축계장

32 해양수산과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홍억수 내수면개발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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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 속 직 급 성 명 주요경력

33 재난안전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진대
하장면장

총무과 인사담당

34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안병용

가곡면장

지역경제담당

35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이선우

엑스포타운관리소장

개발기획부장

36 의회사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윤대성 기간산업과장

37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지방농촌지도관 김진돈

연구교육팀장

경영축산담당

38
농업기술센터

교육연구과장

39 지역개발사업단장 지방행정사무관 한대성
도계읍 부읍장

교통행정담당

40 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시설사무관 안준일
지식개발과장

건설과 토목담당

41 평생학습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익진
예산담당

세무과 세정담당

42 내수면개발사업소장
지방해양수산사무

관
변성구

해양수산담당

어업진흥담당

43 엑스포타운관리소장 지방행정사무관 김남주
교통행정과장

정라동장

44 대이동굴관리소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순기
교동장

의회사무과장

45 도계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진국
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

46 원덕읍장 지방행정사무관 김흥길
총무과 서무담당

기업유치담당

47 근덕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이홍기
주민생활지원과장

회계과장

48 하장면장 지방행정사무관 김문기
삼척시 총무과 

강원도



730  제3편 부록

번호 소 속 직 급 성 명 주요경력

49 노곡면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숙형 지식개발과장

50 미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승남
성내동장

교통행정과장

51 가곡면장

52 신기면장 지방행정사무관 한대성
도계읍 부읍장

교통행정담당

53 남양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심재업
경리담당

총무과 전산담당

54 성내동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재혁 지역경제과장

55 교동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주성
에너지지원과장

관광기획담당

56 정라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영우
전략산업과장

하장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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