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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지

1. 2013년도 주요행사

일 자 행    사    명

01.01
07:00 2013 계사년(癸巳年) 해맞이 행사 - 새천년도로 등

09:00 충혼탑 참배 - 남양동 충혼탑

01.02 10:00 2013년도 시무식 - 본관 대회의실

01.03
12:00 삼척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 펠리스 호텔

14:00 삼척시 부동산평가위원회 - 본관 상황실

01.04
11:00 원덕읍 번영회 신년인사회 - 원덕 복지회관

19:30 삼척 윈드오케스트라 정기음악회 - 문예회관 대공연장

01.05 11:0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입학식 - 청소년 수련관

01.08 11:30 2013년 신년 인사회 - 도계 석탄회관

01.09 14:00 헬로비전 영동방송“파워인터뷰”- 영동방송 공개홀

01.10

10:00 정전대비 위기대응훈련 경보 발령 - 경보단말 38개소

11:00 제11차 시장․군수 협의회 정례회 - 횡성군청 회의실

11:00 2013년 강원여성단체 신년인사회 - 춘천 베어스호텔

01.11 10:30 시의회 의원 정례 간담회 - 시의회 소회의실

01.15
11:00 근덕면 번영회장 취임식 - 근덕면 복지회관

14:00 삼척MBC 대담 인터뷰 - 삼척MBC 공개홀

01.16
10:30 2013년 총무 자치행정 주요시책 설명회 - 도청 소회의실

11:00 2013년 삼척시 체육회 정기총회 - 본관 상황실

01.17
11:00 하장면 개발자문위원회 - 하장면사무소

14:00 생활법률 무료강좌 및 법률상담 - 삼척캠퍼스 강의동 101호

01.18 14:00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 주민 공청회 - 시민 회의장

01.21 11:00 한국 여성농업인 연합회장 이․취임식 - 농협시지부

01.22 15:00 농업․농촌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수립 보고회 - 본관 상황실

01.23 14:40 2012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앙평가 - 본관 상황실

01.24

11:00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수여식 - 본관 상황실

13:00 2013년 강원도 세정분야 시책설명회 - 평생학습관 대강당

14:00 삼척시 보육정책 심의회 - 본관 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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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

11:00 강원도 에너지 자원분야 시책설명회 - 강원도청

11:00 2013년 삼척 정월대보름제 정기총회 - 삼척 문화원

14:00 2013년도 지식재산 시책설명회 - 강원테크노파크

01.27 15:30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성화 봉송 및 문화행사 - 시청앞 광장

01.28 14:00 삼척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 본관 상황실

01.29

10:00 2012년 기준 사업체 조사 교육 - 시민 회의장

11:00 제16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개회 - 의회 본회의장

11:00 새마을회 2012 평가대회 및 정기총회 - 삼척온천 관광호텔

15:30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개막 리셉션 -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17:30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개막식 - 평창 용평돔

16:00 삼척시 부동산 평가 위원회 - 본관 상황실

01.30 10:30 강원도 부시장 ․ 부군수 회의 - 용평 리조트

01.31 14:00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가정 오리엔테이션 - 청소년수련관

02.01 09:30 2월 직원 월례조회 - 본관 대회의실

02.02 09:0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 설악 워터피아

02.04

10:30 제16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 의회 본회의장

10:30 노곡면 개발자문위원 및 이장단 연석회의 - 노곡면 복지회관

14:00 2013년 지식재산 지원사업 설명회 - 시민회의장

02.05 10:30 제16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 의회 본회의장

02.06
10:30 제16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 의회 본회의장

16:0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안전교육 운영 - 청소년 수련관

02.07
10:30 제16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 의회 본회의장

16:00 500원의 행복 나누기 모금액 전달식 - 부시장실

02.08 11:00 임원 남화산 해맞이공원 조성 주민설명회 - 원덕읍 회의실

02.12 15:00 노인복지관 교육강사 위촉식 - 노인 복지관 

02.13
10:00 읍면동 연초방문(도계읍) - 도계읍 복지회관

13:30 읍면동 연초방문(미로면) - 미로면 복지회관

02.14
10:00 읍면동 연초방문(원덕읍) - 원덕읍 복지회관

13:30 읍면동 연초방문(가곡면) - 가곡면 복지회관

02.15

10:00 읍면동 연초방문(근덕면) - 근덕면 복지회관

13:30 읍면동 연초방문(노곡면) - 노곡면 복지회관

15:00 삼척 정월대보름제 추진상황 보고회 - 본관 상황실

02.18
10:00 읍면동 연초방문(남양동) - 남양동 회의실

13:30 읍면동 연초방문(정라동) - 정라동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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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10:00 읍면동 연초방문(하장면) - 하장면 복지회관

11:00 제48회 강원도민체전 출전 감독자 회의 - 삼척 체육관

13:30 읍면동 연초방문(성내동) - 성내동 회의실

16:00 삼척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 재난종합상황실 

02.20

10:00 읍면동 연초방문(신기면) - 신기면 복지회관

13:30 읍면동 연초방문(교동) - 교동 회의실

14:00 제6회 전국 기줄다리기대회 대표자 회의 - 삼척 체육관

02.21
11:00 삼척시 생활체육회 정기총회 - 시민 회의장

14:30 새농어촌 건설운동 활력화 대회 - 본관 대회의실

02.22

09:00 삼척 정월대보름제 행사(2.22~2.24) - 엑스포 광장

11:00 부시장 부군수 화상회의 - 화상 회의실

13:30 제6회 전국 기줄다리기 대회 - 엑스포 광장

02.25
10:30 산불방지 기원을 위한 산신제 - 미로면 두타산

11:00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 국회의사당 앞

02.26 14:00 포항~삼척 철도노선 선정 주민설명회 - 근덕면 회의실

02.27 14:00 삼척 평생학습대학 개강식 - 평생학습관

02.28 14:00 2013년 농정 심의 위원회 - 본관 상황실

03.01
10:00 3.1절 기념 4.15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 문예회관 광장

13:00 제14회 3.1절 시민 건강달리기 대회 - 시청앞 광장

03.04

07:00 참제안 조출 토론회 - 본관 상황실

11:00 시정주요업무 평가위원회 - 본관 상황실

14:00 찾아가는 평생학습대학 개강식 - 도계종합회관

03.05
09:00 미로면민 화합 윷놀이 대회 - 미로면사무소

10:30 2013 삼척 마이스터 고등학교 개교식 - 삼척마이스터고

03.06 11:00 도계 장학재단 정기 이사회 - 도계읍 회의실

03.07
10:30 삼척시의회 의원 정례간담회 - 의회 소회의실

14:00 농업인 대학 졸업식 - 유기농연구교육관

03.09 10:00 제35회 영등제 윷놀이 대회 - 근덕면 교가3리

03.11
11:00 강원도 종합감사수감 주무담당 간담회 - 본관 상황실

12:00 강원도 명예감사관 간담회 - 관내 음식점

03.12
09:00 제19회 영등맞이 윷놀이 한마당 축제 - 신기리 마을회관

09:00 하장면민 화합 윷놀이 대회 - 하장면사무소

03.13 14:00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교실 운영 - 보건 교육실

03.14 11:00 하장면 개발자문위원회 - 하장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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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
14:00 국제공인 안전도시 추진사업 실무자 간담회 - 재난종합상황실

14:00 2013년 1/4분기 통합방위 협의회 - 본관 상황실

03.17 14:00 2013 핸드볼코리아리그(삼척 VS SK) - 삼척체육관

03.18 14:00 삼척시 도시계획 위원회 제2분과 1차 회의 - 재난종합상황실

03.19

13:00 TV쇼 진품명품 출장 감정 개최 - 청소년수련관

15:00 삼척시향토장학재단 심의위원회 - 본관 상황실

17:00 1/4분기 남양동 개발자문위원회 - 남양동 회의실

03.20

11:00 삼척시의회 의원 정례 간담회 - 의회 소회의실

11:00 농업인 대학 입학식 - 유기농연구교육관

14:00 블랙밸리 컨트리클럽 정기 이사회 - 블랙밸리CC

14:0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위원회 - 재난종합상황실

18:30 2013핸드볼코리아리그(삼척vs 경남개발공사) 삼척 체육관

03.21

10:30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 적노동 마을회관

11:00 향토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 - 본관 대회의실

14:00 도라지 전문가 육성 아카데미 개강식 - 유기농연구교육관

03.22

11:00 1/4분기 도계읍 개발자문위원회 - 도계읍 복지회관

11:00 1/4분기 가곡면 개발자문위원회 - 가곡면 회의실

11:00 1/4분기 성내동 개발자문위원회 - 성내동 회의실

14:00 2013협회장배 전국 중․고 핸드볼선수권 대회 - 삼척체육관 외

14:00 도계 보건출장소 준공식 - 도계읍 도계리

14:00 제54회 삼척시민 아카데미 - 평생학습관

15:00 도계캠퍼스 학사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 본관 상황실

03.25
11:00 6.25참전 유공자회 안보 결의대회 - 보훈회관

14:0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안전교육 - 문예회관 대공연장

03.26

10:00 2013삼척시 사회조사 조사원 교육 - 시민회의장

10:30 천안함 피격 3주기 안보 결의대회 - 문예회관 대공연장

11:00 근덕면 여성의용소방대장 취임식 - 근덕면 복지회관

11:00 제31회 도계 영등제 - 도계 느티나무 광장

13:30 2013 제2회 삼척시 조례․규칙심의회 - 부시장실

03.27

11:00 어촌지도자 간담회 - 본관 상황실

15:00 삼척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 - 재난종합상황실

16:00 시장군수협의회 제12차 정례회 - 강릉시청 회의실

03.28

11:00 정라18통 유지리 경로당 준공식 - 정라 18통

11:00 1/4분기 교동 개발자문위원회 - 교동 회의실

11:00 동해안 대형 산불방지대책 회의 - 동부지방산림청

11:30 1/4분기 신기면 개발자문위원회 - 신기면 복지회관

03.29 15:00 신기면 번영회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 신기면 복지회관

03.30 09:00 시민 나무나누어 주기 행사 - 종합운동장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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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10:00 제2회 어업인의 날 강원도 행사 - 속초 청초호

14:00 삼척시 도시계획 위원회 제2분과 제2차 회의 - 재난종합상황실

14:00 삼척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 본관 상황실

04.02 14:00 삼척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 본관 상황실

04.03

09:30 2013 강원도 소년체전 출전 선수단 결단식 - 삼척 교육지원청

10:30 제68회 식목일 내 나무 갖기 캠페인 - 황영조 기념공원

11:00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간담회 - 본관 상황실

14:00 민선5기 공약 및 중점관리 대상사업 평가보고회 - 본관 상황실

14:00 직장 민방위대장 교육 -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04.04 11:00 우수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설명회 - 평생학습관

04.05

10:30 식목일 내나무 갖기 행사 - 황영조 기념공원

11:00 2013 노인복지기금 운영 위원회 - 본관 상황실

16:00 2013 기록물관리 및 보안업무 교육 - 시립박물관

04.07 08:00 2013 황영조 국제마라톤 대회 - 엑스포 광장

04.09 10:30 삼척 어르신대학 개강식 - 제일교회 교육관

04.10

09:00 제12회 맹방유채꽃 축제(4.10~4.30) - 근덕면 상맹방리

10:30 제162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의회 본회의장

17:00 부시장 ․ 부군수 회의 - 도청 회의실

04.11
10:30 제16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위 제1차 회의 - 의회 소회의실

14:00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 본관 상황실

04.12
10:30 제162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의회 본회의장

15:00 안전행정부「새정부 국정과제 설명회」- 지방행정연수원

04.16 11:00 2013 노인대학 입학식 - 노인복지관

04.17

11:00 외국인 지원시책 심의위원회 - 본관 상황실

11:30 하맹방 3리 마을회관 준공식 - 근덕면 하맹방3리

14:00 삼척 교육 설명회 - 삼척 교육지원청

14:00 삼척시 부동산평가 위원회 - 본관 상황실

04.18
11:00 주)그린 바이오메스 우드칩 공장 준공식 - 도계 농공단지

11:00 미수 허목선생 춘향대제 - 정라동 육향산

04.19 14:00 호산교 가설공사 준공식 - 원덕읍 호산리

04.20 10:00 유채꽃 자전거 하이킹 - 근덕면 상맹방리

04.23
10:00 제8기 숲해설사 기초과정 개강식 평생학습관

14:00 상반기 중점자원관리 확인의 날 행사 - 재난종합상황실

04.24
11:00 제1차 삼척지역 치안협의회 - 삼척경찰서

11:00 2013년 실직군왕 대제 봉행 - 성내동 보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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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11:00 궁촌2리 농산물 저온창고 준공식 - 근덕면 궁촌2리

13:30 국제안전도시추진 실무자 회의 - 재난종합상황실

14:30 강원지역 창업보육사업 활성화 워크샵 - 씨스포빌리조트

04.26
09:30 제5회 삼척포진영 영장고혼제 및 육향문화제 - 육향산 공원

11:00 제33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 삼척 체육관

04.27
09:00 제8회 국회의원기 클럽 축구대회 - 종합운동장

10:00 제4회 원더풀삼척 강원도민 테니스대회 - 시민테니스장

04.29
11:00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 - 재난종합상황실

14:00 삼척시 조례․규칙심의회 - 부시장실

04.30
10:00 2013년 근로자의 날 기념식 - 동양시멘트 대강당

14:00 청소년 봉사상 심사위원회 - 본관 상황실

05.01
09:00 제123차 노동절 기념식 - 경동 상덕광업소

09:30 5월 직원 월례조회 - 본관 대회의실

05.03
10:30 5월 시의회 의원 정례간담회 - 의회 소회의실

14:30 평창 동계올림픽 엠블럼 선포식 - 평창 알펜시아

05.05 09:30 제91회 어린이 날 한마당 큰잔치 - 문화예술회관

05.06

06:30 직원 비상소집 훈련 - 본관 앞 광장

11:30 남양동 경로잔치 - 진주초교 체육관

17:00 문화관광해설사 워크숍 - 시민 회의장

05.07

10:00 자매도시 성북구민의 날 기념식 - 성북구 월곡동

11:00 2/4분기 미로면 개발자문위원회 - 미로면 회의실

12:00 교동 경로잔치 - 15개 경로당별 

12:30 2013 상반기 군․관 협의회 - 1군사령부 회의실

14:00 제391차 민방위의 날 훈련 - 읍이상 도시지역

14:00 제20기 시민 사회복지학교 개강식 - 사회복지협의회

05.08

11:00 정라동 경로잔치 - 새마을금고 앞 

11:00 원덕읍 경로잔치 - 15개 경로당별

11:00 가곡면 경로잔치 - 가곡면 복지회관

15:00 스위치백 리조트 조성사업 기공식 - 청소년 장학센터

05.09

11:00 2/4분기 노곡면 개발자문위원회 - 노곡면 회의실

11:20 하장면 경로잔치 - 하장면 복지회관

14:00 도계캠퍼스 학생기숙사 기공식 - 도계읍 도계리

16:30 강원랜드 복지재단 지원사업 설명회 - 시민 회의장

05.10

11:00 미로면 경로잔치 - 미로면 복지회관

11:30 신기면 경로잔치 - 신기면 복지회관

14:00 제163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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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09:00 제3회 해양레일바이크배 강원도 클럽 축구대회 - 종합운동장

10:00 제16회 미로초교 총동문 화합한마당 체육대회 - 미로초교 교정

10:00 춘기 석전대제 - 삼척향교

11:00 도계읍 경로잔치 - 도계초교 체육관

19:30 삼척시 합창 대축제 - 문화에술회관

05.12 09:00 남초등학교 동문 체육대회 - 남초교 교정

05.13 10:00 제163회 시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답사 - 도계, 하장, 동지역

05.14

10:00 제3회 미로 청보리 축제 - 미로면 하거노리

11:00 제14회 원덕읍, 가곡면 연예인 초청 경로잔치 - 원덕읍 호산시장

13:00 삼척 미래에너지 국제 학술대회 - 펠리스 호텔

13:30 제163회 시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답사 - 원덕

17:00 부시장 ․ 부군수 회의 - 도청 회의실

19:00 부처님 오신날 봉축 제등법회 - 죽서루 경내

05.15

11:00 성내동 경로잔치 - 종합사회복지관

11:00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 - 본관 상황실

11:00 노곡면(노곡지구) 경로잔치 - 노곡면 복지회관

11:30 성내동 경로잔치(성내11,12,13통) - 통합경로당

12:00 노곡면(마읍지구) 경로잔치 - 중마읍 노인회관

14:00 사직 빗물펌프장 준공식 - 사직 펌프장

14:00 삼척시 부동산 평가 위원회 - 본관 상황실

14:00 목조문화재 죽서루 합동 소방훈련 - 죽서루 경내

15:00 제163회 시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답사 - 동지역

05.16

10:30 제163회 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위 1차 회의 - 의회 소회의실

11:00 근덕면 경로잔치 - 마이스터고 체육관

13:30 제163회 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위 1차 회의 - 의회 소회의실

14:00 삼척시 안전도시위원회 - 재난종합상황실

05.19
09:30 제5회 노곡면 여삼리 곤드레 축제 - 여삼 마을회관

10:00 제31회 정라초교 동문 한마음 축제 - 정라초교 교정

05.20

10:00 제6회 폐광지역 어르신 체육대회 - 영월 스포츠파크

10:30 제163회 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위 2차 회의 - 의회 소회의실

14:00 사랑의 점심 나누기 모금 캠페인 - 시청앞 광장

05.21
10:30 제163회 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위 3차 회의 - 의회 소회의실

14:00 도계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 - 도계읍 회의실

05.22
10:30 제163회 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위 4차 회의 - 의회 소회의실

11:00 제48회 강원도민체전 출전보고 이사회 - 본관 상황실

05.23 10:30 제163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의회 본회의장

05.24
11:00 2/4분기 교동 개발자문위원회 - 교동 회의실

14:00 제55회 삼척시민 아카데미 - 평생학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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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10:00 운전직 공무원 및 가족 체육대회 - 동해 종합경기장

11:00 제5회 생활체육회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 종합운동장

05.26 17:00 제13회 청소년 종합예술제 시상식 - 문화예술회관

05.27 14:00 2013 공직자 친절 마인드 함양교육 - 농업기술센터

05.28

11:00 제48회 강원도민체전 제2차 대표자 회의 - 삼척체육관

14:00 2013 공직자 친절 마인드 함양교육 - 농업기술센터

14:00 삼척시 농어업 소득기금 운용심의회 - 본관 상황실

15:30 제5회 종목별 체육대회(골프) 폐회식 - 블랙밸리 CC

05.29

10:00 남이섬 삼척논습지 모내기 행사 - 춘천 남이섬

14:00 2013 공직자 친절 마인드 함양교육 - 농업기술센터

18:00 2013 상반기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 씨스포빌 리조트

05.30 14:00 2013 공직자 친절 마인드 함양교육 - 농업기술센터

05.31

09:00 제12회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회 - 양양 실내체육관

10:00 삼척시 노인 친선 그라운드 골프대회 - 종합운동장

11:00 환경미화원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 근덕면 재동유원지

14:00 2013 공직자 친절 마인드 함양교육 - 농업기술센터

06.01
10:00 제12회 강원도 지적인 화합 한마당 - 철원 종합운동장

19:30 제27회 삼척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 문화예술회관

06.03
09:30 6월 직원 월례조회 및 직장교육 - 본관 대회의실

11:00 제164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의회 본회의장

06.05 14:00 제12회 청소년을 위한 특별 강연회 - 도계청소년센터

06.06
09:00 제14회 삼척시민 달리기 대회 - 삼척해변 광장

10:00 제58회 현충일 추념식 - 남양동 충혼탑

06.07 11:00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증서 전달식 - 본관 상황실 

06.08 09:00 2013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 - 문화예술회관

06.10

07:00 2/4분기 참제안 조출 토론회 - 본관 상황실

10:00 제48회 강원도민체전 선수단 결단식 - 본관앞 광장

14:00 2013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 문예회관 대공연장

19:20 제48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개회식 - 정선종합운동장

06.11

08:00 삼척 오금잠제 굿 행사 - 성북리 성황당

14:00 2013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 원덕읍 복지회관

17:00 제20차 영동지역 관․군 간담회 - 고성군청

06.12

11:00 근덕면 교곡1리 마을회관 준공식 - 근덕면 교곡1리

14:00 2013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 도계 청소년센터

14:00 강원 자원봉사 릴레이 출발식 - 엑스포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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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
11:00 2013 강원도 농아인 대회 - 문화예술회관

11:30 미로 단오제 및 게이트볼 대회 - 미로면사무소

06.14

10:00 제10회 클럽대항 노인게이트볼 대회 - 근덕게이트볼구장

11:00 성내 1,2,4,5통 통합경로당 준공식 - 성내1,2,4,5통

13:20 제26회 강원 농업발전방안 심포지움 - 유기농연구교육관

06.15

09:00 2013년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문화예술회관

10:00 강원도 농촌진흥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 마이스터고 교정

13:00 2013년 대학 입시설명회 - 강원대 삼척캠퍼스

06.17 14:00 2013년 비전리더십 포럼 - 지방행정연수원

06.18 10:30 강원도 의용소방대 한마음 전진대회 - 춘천 호반체육관

06.20
11:00 제13차 시장군수 협의회 정례회의 - 화천군청 회의실

14:00 제20기 삼척시민 사회복지학교 수료식 - 사회복지협의회

06.21
11:00 삼척시 성평등 기금심의 위원회 - 본관 상황실

14:00 제56회 찾아가는 시민 아카데미 - 도계 종합회관

06.24 14:00 특수임무 유공자회 안보강연회 및 전시회 - 문예회관

06.25

10:00 부시장․부군수 화상회의 - 화상회의실

11:00 6․25전쟁 제63주년 기념행사 - 문예회관

14:00 삼척유리조형문화관광 테마파크조성사업 주민설명회 - 도계종합회관

15:00 2013년 해변 및 마을관리휴양지 운영 회의 - 재난상황실

06.26

11:00 하장면 개발자문위원회의 - 하장면

13:00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 CEO 교육 - 청소년수련관

13:00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강원도 영동총괄본부 창립총회 - 문예회관

13:50 제6회 강원도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 결단식(6.26-6.28) - 실내체육관

15:00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교육 - 본관 대회의실

16:00 삼척시 성평등기금 심의위원회 - 본관 상황실

06.27

09:30 환경경영시스템 갱신심사 실시 회의 - 본관 상황실

11:00 삼척 와우산 해양관광 리조트 타운 조성사업 기공식 - 와우산 정상

11:00 가곡면 개발자문위원회의 - 가곡면

15:00 도계캠퍼스학사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 재난상황실

06.28

11:00 삼척시의회의원 정례간담회 - 소회의실

11:00 제48회 도민체전 출전결과 보고회 - 삼척온천관광호텔

14:00 2013 하계아르바이트생 추첨 - 대회의실

15:00 청소년 흡연예방 교실 운영 - 도계고등학교

06.29
10:00 제1회 즐거운 도계노인 한마당 축제 - 도계초교체육관

20:00 삼척장미공원 개장식 - 삼척장미공원

07.01 19:00 자매도시 성남시 시승격 40주년 기념식 - 성남 아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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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10:30 제18회 강원 여성대회 - 정선종합경기장

16:30 강원TP․삼척마이스터고 업무협약식 - 삼척마이스터고

07.03
11:00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개장식 - 원덕읍 산양리

13:30 강원도 시각장애인 하계 수련회 - 씨스포빌 리조트

07.04 14:00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심사위원회 - 재난종합상황실

07.06 09:30 2013년 직원단합 체육대회 - 종합운동장

07.08

10:30 제165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의회 본회의장

13:00 제8회 강원도 지적장애인 복지대회 - 씨스포빌 리조트

19:00 제19회 강원도민의 날 한마당 대축제 - 춘천 베어스 호텔

07.09

10:30 제165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의회 본회의장

14:00 삼척시 안전도시 실무 위원회 - 재난종합상황실

16:30 전국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정례회 및 워크숍 - 본관 상황실

07.10

10:30 제165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 의회 본회의장

11:00 원덕읍 임원2지구 주민회관 준공식 - 원덕읍 임원3리

13:00 2013 강원 쌀 산업발전 워크숍 - 유기농 연구교육관

15:00 장호~용화간 해상로프웨이 조성공사 기공식 - 근덕면 장호리

07.11
10:30 제165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의회 본회의장

11:00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전 출전결과 및 해단식 - 삼척온천 호텔

07.12

10:00 2013년도 맹방해변 개장식 - 근덕면 하맹방리

10:30 제165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의회 본회의장

11:00 삼척시 농아인협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 삼척온천 호텔

14:00 2013 하반기 지역일자리 추진위원회 - 재난종합상황실

19:00 소통과 나눔이 있는 해변 건강 콘서트 - 장호 체험축제장

07.15

11:00 자매도시 성남시 금광2동 주민자치위 교류방문 - 원덕읍 회의실

13:00 “동해의 푸른섬 독도 展(7.15~8.24)” - 문화예술회관

17:00 2013 핸드볼 코리아 리그(삼척시청vs대구시청) - 안동 체육관

07.16 11:00 제16기 민평통 회장 취임 및 자문위원 위촉식 - 시민 회의장

07.17 15:00 원덕 청소년 문화의 집 준공식 - 원덕읍 호산리

07.18

10:30 미혼자 국제결혼비용 지원금 전달식 - 본관 상황실

14:00 삼척시 연안관리 지역계획수립 주민 공청회 - 시민회의장

16:00 국민 행복기금 설명회 - 본관 상황실

07.19

11:00 농업인단체 친환경 실천 한마음 대회 - 종합운동장

14:00 제57회 삼척시민 아카데미  - 평생학습관

15:00 삼척시 종합사회복지회관 개관식 - 원당동 현지

16:00 성북구 새마을지회 하계 수련대회 - 성북구 수련원

07.20 17:00 국제라이온스 3730지구 부총재 이․취임식 - 펠리스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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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2 16:00 사회복지직 공무원 간담회 - 삼척온천 관광호텔

07.23 16:00 삼척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 재난종합상황실

07.24 17:00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 - 본관 상황실

07.25
14:00 2020 삼척장기발전 종합계획 수정계획용역 보고회 - 본관 상황실

16:30 삼척시 기업투자유치위원회 위원 위촉식 - 본관 상황실

07.26

11:00 이사부 숭모제 - 삼척오분항

13:00 제2회 대한민국 독도 이사부 컨퍼런스 - 삼척문화원

14:00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보고회 - 본관 상황실

15:00 한국 공업화학회 하계 워크숍 - 도계캠퍼스

19:00 2013 삼척 이사부 독도 축제 개막식 - 삼척항 이사부광장

07.27 18:00 청소년 작은 문화마당 행사 - 비치조각공원

07.30

09:00 가곡 온천수 머드 무료 체험행사(7.30~8.4) - 가곡면 오저리

10:00 부시장 ․ 부군수 화상회의 - 화상 회의실

15:00 남양 작은도서관 개관식 - 남양동 현지

16:00 삼척시 정신건강 증진센터 개소식 - 보건소 교육실

19:30 2013년 평생학습관 해변음악회 - 새천년도로조각공원

07.31
11:00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 - 본관 상황실

19:30 삼척해변 칼라콘서트 - 삼척해변

08.01
11:00 제38주년 사단창설 기념행사 - 23사단 사령부

20:00 여름바다 작은 음악회 - 새천년도로조각공원

08.02 09:30 8월 직원 월례조회 및 직장교육 - 본관 대회의실

08.03

19:00 제8회 덕풍계곡마을 체험과 음악축제 - 덕풍계곡 주차장

20:00 맹방해변 작은 음악회 - 맹방해변

20:00 한여름밤 해변 콘서트 - 이사부 사자공원

08.04 09:30 제2회 삼척 이사부장군배 전국 바다수영대회 -삼척해변

08.05 18:30 자매도시 울릉군 “제13회 오징어 축제” - 울릉도 저동항

08.06 16:00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보고회  - 본관 상황실

08.07

10:30 죽서루 유적발굴조사 학술 자문회의 - 삼척예총 회의실

11:00 국외 교류도시 러시아 코르사코프시 예방 - 시장실

16:00 국외 자매도시 미국 리스버그시 예방 - 시장실

19:00 제12회 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대회 - 홍천 산림공원

08.08

10:30 제16회 시장기 및 협회장기 한 ․ 미 ․ 러 태권도 친선대회 - 삼척 체

육관

14:00 도계지구 학교 재구조화 추진 설명회 - 본관 상황실

08.09 19:30 한여름밤의 장미축제 - 삼척 장미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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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 19:30 하이원과 함께하는 삼척MBC 산골음악회 - 덕풍계곡 주차장

08.13 14:00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 - 본관 상황실

08.14 10:00 사회적기업 육성방안수립 연구용역 보고회 - 재난종합상황실

08.15 11:00 제68주년 광복절 기념행사 - 임원초교 교정

08.16
11:00 삼척 그린파워 본부장기 축구대회 협약식 - 본관 상황실

14:00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 평생학습관

08.19 06:00 2013 을지연습 직원 비상소집 훈련 - 본관앞 광장

08.20

08:30 2013 을지연습 일일 연습상황 보고회 - 재난종합상황실

10:00 2013 을지연습 화생방장비 및 군장비 전시회 - 본관 중앙현관

15:00 2013 을지연습 전시 주요현안 토의 - 재난종합상황실

17:00 도계지구 학교 재구조화 용역 설명회 - 도계 번영회

08.21

08:30 2013 을지연습 문제점 및 대책 보고회 - 재난종합상황실

10:00 2013 을지연습 화생방장비 및 군장비 전시회 - 본관 중앙현관

12:00 2013 을지연습 주먹밥 시식회 - 시청 구내식당

14:00 제392차 민방위의 날 훈련  - 읍이상 도시지역

08.22
08:30 2013 을지연습 연습상황 종합 보고회 - 재난종합상황실

17:00 2013 핸드볼 코리아리그 대회(3라운드 3차전) - 삼척체육관

08.23
10:00 2013 노인지도자 연찬회 - 문화예술회관

14:00 하반기 평생학습관 강사 위촉 및 직무교육 - 평생학습관 소강당

08.26

10:30 시의회 의원 정례간담회 - 의회 소회의실

14:00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제3차 대표협의체 회의 - 본관 상황실

17:00 2013 핸드볼 코리아리그 대회(삼척시청vs경남개발공사) - 삼척체육관

08.27 10:00 폭력없는 행복사회, 출산증진 활력화 대회 - 청소년수련관

08.28

13:00 죽서루 오십천일대 수중 및 수변정화 활동 - 죽서루앞 오십천

14:00 제16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전체 회의 - 올림픽공원체조경기장

14:00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보고회 - 본관 상황실

14:00 지역 일자리 추진위원회 - 재난종합상황실

08.29

11:00 장애인 세상나들이 행사 - 장호 어촌체험마을

14:00 제37회 강원도 교원 미술교육 연구 발표전 - 문화예술회관

14:00 도계지구 학교 재구조화 주민 설명회 - 도계 종합회관

17:00 쌀전업농 강원도 회원대회 환영리셉션 - 경포 비치호텔

08.30
10:0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업무담당자 교육  - 재난종합상황실

14:00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워크숍 - 삼척온천 호텔

09.02 10:00 부시장 ․ 부군수 화상회의 - 화상 회의실

09.03
10:00 제8기 박물관 대학 개강식 - 시립박물관

11:00 시각장애인 하계 체력 단련대회 - 씨스포빌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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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 11:00 노․사․민․정 협의회 발대식 및 한마음 대회 - 펠리스 호텔 

09.05 14:00 신동해안발전 비전발표 공동선언 행사 - 포항문화예술회관

09.07 10:00 제11회 삼척시장기 클럽 축구대회 - 종합운동장

09.08 14:00 핸드볼 코리아리그 플레이 오프전  - 삼척체육관

09.09 07:00 참제안 조출 토론회 - 본관 상황실

09.10
11:00 제13차 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 - 화천군청 회의실

14:00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보건 교육 - 문화예술회관

09.11
13:30 준경묘 ․ 영경묘 체험프로그램 개발 심포지엄 - 문화예술회관

16:30 부시장 ․ 부군수 화상회의 - 화상 회의실

09.12
10:00 국제안전도시 현지실사(9.12~9.13) - 재난종합상황실

17:00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 본관 상황실

09.13 17:00 국제안전도시 현지실사 총평 - 재난종합상황실

09.15 10:00 도계 명품포도 풍년 한마당 잔치(9.15~9.16) - 도계읍 전두리

09.16 19:30 한 ․ 북 전통 국악 초청공연  - 문화예술회관

09.21 11:00 삼일고 개교32주년 기념 제16회 향목제 - 삼일고 운동장

09.24 11:00 삼척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대표회의 - 본관 상황실

09.26
10:30 삼척시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워크숍 - 종합사회복지관

14:00 삼척시 농업인회관 신축공사 기공식 -진주초교 앞

09.27

11:00 제21회 강원도민 생활체전 출전 결단식 - 본관앞 광장

11:00 삼척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실무 분과회의 - 본관 대회의실

14:00 제58회 삼척시민 아카데미 - 평생학습관

14:00 삼척시 조례규칙 심사위원회 - 부시장실

18:30 제21회 강원도민생활체전 개회식 - 강릉종합경기장

09.28
10:00 추기 석전제 봉행 - 삼척향교

14:00 삼척시 다문화가정 행복 문화제 - 대학로 공원

09.29 11:00 제9회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 - 도계공설운동장

09.30
13:00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 대회 - 양구종합운동장

14:00 제19회 삼척시민상 심사위원회 - 본관 상황실

10.01
15:00 부시장․부군수 화상회의 - 화상 회의실

18:50 23사단 시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콘서트 - 문화예술회관

10.02
09:30 직원 월례조회 및 직장교육 - 본관 대회의실

10:30 삼척시의회 정례 의원 간담회 - 의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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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11:00 제1회 원덕읍민 한마당 에너지 축제 - 원덕중고 운동장

11:00 이승휴선생 추모 제713주기 동안대제 - 천은사내 동은사

10.04

11:00 삼척시 평생교육 운영 협의회 - 평생학습관

14:00 시각장애인 실버건강 프로그램 개강식 - 장애인복지센터

14:00 2013핸드볼 코리아리그 우승기 봉납식 - 본관 대회의실

18:00 제18회 연수구민의 날 기념식 및 경축행사 - 문화공원 야외음악당

10.05

10:00 제11회 강원도 연합회장기 풋살대회 - 사직 풋살구장

10:40 제37회 전국 남녀 시조 경창대회 - 신동아 웨딩홀

11:30 제5회 미로면민 체육대회 및 화합 한마당 잔치 - 미로중 운동장

17:00 전통시장 유명인 초청 마케팅 행사 - 도계 전두시장

10.07
11:00 삼척시 평생교육 협의회 - 본관 상황실

14:00 삼척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 재난종합상황실

10.08

10:30 장기발전종합계획 용역 주민 공청회 - 시민회의장

11:00 제34회 강원도 흰지팡이의 날 행사 - 종합운동장

11:30 제62회 향군의 날 기념행사 - 축협 대회의실

10.09
10:00 삼척명인 한마음 대회 - 삼척체육관

11:00 삼척 오랍드리 산소길(O2) 걷기대회 - 삼척 장미공원

10.10

10:00 제28회 구리시민의 날 행사 - 한강 시민공원

10:00 산양 체험마을 송이버섯 체험행사(10.10~10.20) - 산양리 체험마을

10:30 제166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시의회 본회의장

13:30 행정사무감사 특위 제1차 회의 - 시의회 소회의실

10.11
10:30 제1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위 제1차 회의 - 시의회 소회의실

19:30 삼척 윈드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음악회 - 삼척문화원

10.12 15:00 삼척 왕의 코스모스 축제 개막식(10.11~10.20) - 미로면 내미로리

10.13

10:00 제20회 강원초등교원 체육대회 - 종합운동장

11:00 조선의 탯줄 삼척 능묘 봉심 재현행사 - 미로면 활기리

19:00 제18회 삼척예술제 개막식(10.13~10.21) - 문예회관 대공연장

10.14

11:00 세계GAS에너지 및 PNG 심포지엄 개막식 - 펠리스 호텔

13:30 제1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위 제2차 회의 - 시의회 소회의실

18:30 제19회 삼척시민의 날 기념식 및 경축행사 - 엑스포타운 광장

10.15

10:30 제1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위 제3차 회의 - 시의회 소회의실

10:00 제16회 환선제 행사 - 환선굴 제2주차장

15:00 제166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시의회 본회의장

10.16 15:00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29회 정기회원전 - 문예회관 전시실

10.17
11:00 다문화가정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 신동아웨딩홀

11:30 제15회 강원도 민․관․군 친선 체육대회 - 제1야전군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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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10:00 제3회 강원남부지역 생활체육 한마당 축제 - 종합운동장

14:00 삼척시 농림어업인 대상 심사위원회 - 본관 상황실

10.19
10:00 제6회 삼척시민 자전거 대행진 - 시청앞 광장

10:30 제1회 삼척그린파워 본부장기 축구대회 - 종합운동장

10.20 06:30 제2회 이사부장군배 전국 철인3종 대회 - 맹방해변

10.21
11:00 제3회 가족사랑 수기 시상식 및 고부사랑 큰잔치 - 유림 웨딩홀

14:00 삼척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 용역보고회 - 본관 상황실

10.22 11:00 동서고속도로(제천~삼척간) 공동건의문 서명식 - 제천시청 회의실

10.23 11:00 미로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준공식 - 미로 게이트볼장

10.24

10:00 인접시군 4개면(하장,화암,임계,왕산) 체육대회 - 왕산면 대기리

13:00 제13차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의 - 평창 알펜시아

14:00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 - 평창 알펜시아

14:00 2013년도 청사 합동 소방훈련 - 시청 본관

16:00 제7회 생활분재 야생화 전시회 - 엑스포타운 광장

10.25

09:00 2013 강원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 태백 종합운동장

11:00 독일 국제유기농인증기관 협약식 - 본관 상황실

14:00 제6회 평생학습축제 개막식 - 문화예술회관

15:00 자매도시 울릉군민의 날 행사 - 울릉군 한마음회관

10.26
11:00 삼척시장배 종목별 체육대회 - 종합운동장

11:00 삼척시 보훈가족 경로잔치 - 정라초 체육관

10.28
14:00 부시장 ․ 부군수 화상회의 - 화상 회의실

14:00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복지 업무협약식 - 본관 상황실

10.29
10:30  제1회 대한민국 자치박람회 - 양재동 AT센터

11:00 새마을가족 한마음 경진대회 - 삼척 체육관

10.30
11:30 등봉 21통 경로당 준공식 - 등봉 21통

14:00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 씨스포빌 리조트

10.31

10:00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 및 체육대회 - 도계공설운동장

11:00 제33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제 - 문예회관 소강당

11:30 성내동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준공식 - 성내동 게이트볼장

11.01 09:30 11월 직원 월례조회 및 직장교육 - 본관 대회의실

11.02 10:00 해양레일바이크 개장 3주년 주민 화합 한마당 - 마이스터고 운동장

11.03 10:00 제13회 강원중등체육연구회 체육대회 - 종합운동장

11.04

13:00 이사부 영토수호관 건립 국제 심포지엄 - 서울프레스센터

14:00 삼척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 재난종합상황실

15:30 제2회 삼척시 지방건축위원회 - 재난종합상황실

15:30 자매도시 울릉군민의 날 행사 - 울릉 한마음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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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11:00 삼척시 이통장 한마음 대회 - 종합운동장

14:00 삼척시의회 의원 정례 간담회 - 의회 소회의실

11.06

11:00 삼척향교 기로연 행사 - 유림회관 2층

14:00 삼척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 재난종합상황실

14:00 민주 평화통일 자문회의 시민학교 - 남양동 회의실

11.07 10:00 제2회 민․군화합 교동주민 경로 대잔치 - 23사단 체육관

11.08

10:30 제15회 삼척여성 한마음 대회 - 평생학습관 대강당

14:00 삼척시 제설대책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 - 재난종합상황실

15:00 삼척시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 - 부시장실

11.09
11:00 국제 라이온스 제7지역 한마음 대회 - 삼척캠퍼스

17:30 제5회 해양동굴배 배드민턴 대회 - 삼척체육관

11.10 14:00 제10회 삼척시장배 전국 바다 낚시대회 - 이사부광장

11.11
11:00 제18회 농업인의 날 행사 - 문화예술회관

14:00 해양경찰 훈련시설 준공식 - 근덕면 궁촌리

11.12 11:00 돌기해삼 종묘배양장 설계용역 보고회 - 본관 상황실

11.13
08:30 민주평통 시민학교 현장체험 - 전쟁기념관 외

14:00 경제계 공동보육지원사업 MOU 체결식 - 전국경제인연합회

11.14 10:00 시가지 교통종합대책수립 용역 보고회 - 본관 상황실

11.15 11:30 원덕읍 옥원1리 마을회관 준공식 - 원덕읍 옥원1리

11.17
11:00 자율방재단 방재기술 경연대회 - 삼척체육관

11:00 2013년도 산양서원 다례 제향 - 원덕읍 산양리

11.18

15:00 삼척시 기록물 평가 심의회 - 안전행정국장실

16:00 기초과학연구원 삼척 우주입자 연구센터 구축사업 업무협력

      및 교류협정 체결식 - 본관 상황실

11.19
10:40 연평도 포격도발 3주기 시민 규탄대회 - 문예회관 대공연장

11:00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 - 본관 상황실

11.20
10:30 제167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시의회 본회의장

14:00 민주 평화통일 자문회의 시민학교 및 졸업식 - 남양동 회의실

11.21

10:30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위 제1차 회의 - 의회 소회의실

14:00 마평정수장 연수화사업 준공식 - 마평 정수장

17:00 삼척상공회의소 제18대 회장 취임식 - 씨스포빌 리조트

17:00 제21차 영동지역 관․군 간담회 - 8군단 사령부

11.22
10:30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위 제2차 회의 - 의회 소회의실

14:00 제59회 삼척시민 아카데미 - 평생학습관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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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10:30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위 제3차 회의 - 의회 소회의실

14:00 가곡면 청사 시비 제막식 - 가곡면사무소

11.26 10:30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위 제4차 회의 - 의회 소회의실

11.27
10:30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위 제5차 회의 - 의회 소회의실

11:30 원덕읍 옥원1리 마을회관 준공식 - 원덕읍 옥원1리

11.28
10:30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위 제6차 회의 - 의회 소회의실

17:00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 회의 - 본관 상황실

11.29
10:30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위 제7차 회의 - 의회 소회의실

14:00 삼척 실화재실험 연구센터 준공식 - 소방방재연구단지

12.02 11:00 제167회 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시의회 본회의장

12.03
10:30 제167회 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시의회 본회의장

10:30 2013 하반기 군․관 협의회 - 알펜시아 리조트

12.04 16:00 삼척시 안전관리 자문단 간담회 - 재난종합상황실

12.05 10:30 시의회 예산결산특위 제1차 회의 - 의회 소회의실

12.06
10:00 친환경 콩체험 축제(12.06~12.07) - 미로면 고천분교

10:30 시의회 예산결산특위 제2차 회의 - 의회 소회의실

12.07
14:00 2013 삼척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 시상식 - 문화예술회관

19:00 제28회 삼척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 문화예술회관

12.08 20:00 2013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 - 의료원앞 교통섬

12.09 10:30 시의회 예산결산특위 제3차 회의 - 의회 소회의실

12.10

10:30 시의회 예산결산특위 제4차 회의 - 의회 소회의실

14:00 U-교량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보고회 - 본관 상황실

15:30 전국 천연가스 확대 보급사업 준공식 - 옥천 체육센터

12.11
14:00 장애인쉼터 및 보호작업장 기공식 - 장애인복지센터

16:00 참제안 추진상황 보고회 - 본관 상황실

12.12

10:30 시의회 예산결산특위 제5차 회의 - 의회 소회의실

14:30 도계 재가 노인복지센터 기공식 - 도계읍 도계리

16:00 삼척시 학사경비 심의위원회 - 본관 상황실

16:00 삼척시 안전도시 실무위원회 - 재난종합상황실

12.13
10:30 시의회 예산결산특위 제6차 회의 - 의회 소회의실

19:30 2013 송년콘서트 초청공연 - 문화예술회관

12.14 16:00 드림스타트 사업보고회 및 가족의 날 행사 - 종합사회복지관

12.15

10:30 시의회 예산결산특위 제7차 회의 - 의회 소회의실

14:00 세계 유기농학회 업무 협약식 - 본관 상황실

16:00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 - 본관 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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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10:00 지역주민 안보강연회 - 근덕면 복지회관

10:30 시의회 예산결산특위 제8차 회의 - 의회 소회의실

11:00 삼척시 새마을회 평가대회 - 유림회관

14:00 지역주민 안보강연회 - 원덕읍 복지회관

12.18

10:00 지역주민 안보강연회 - 도계읍 복지회관

11:00 사회복지 가족 한마음 대회 - 삼척 체육관

14:00 지역주민 안보강연회 - 하장면 복지회관

12.19
10:30 시의회 조례심사특위 제1차 회의 - 의회 소회의실

18:30 재경 삼척시민회 정기총회 및 송연회 - 리버사이드 호텔

12.20
11:00 제167회 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 시의회 본회의장

17:00 삼척문화원 송년의 밤 - 삼척 문화원 공연장

12.23

10:30 2013 삼척시 자원봉사자 대회 - 문예회관 대공연장

14:00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세미나 - 삼척온천 관광호텔

14:00 삼척교육 주요업무 성과보고회 - 삼척교육지원청

12.24 10:00 2013 귀속 연말정산 교육 - 본관 대회의실

12.26
14:00 도계읍 전두2리 마을회관 준공식 - 도계읍 전두2리

18:30 제18회 예술인대회 및 삼척예술지 출판기념회 - 삼척온천 관광호텔

12.27 18:30 삼척청년회의소 전역식 및 회장단 이․취임식 - 삼척온천 관광호텔

12.30 13:00 블랙밸리 컨트리클럽 이사회 - 블랙밸리C․C
12.31 10:00 2013년도 종무식 - 본관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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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행    사    명

01.01
06:30 2014 갑오년(甲午年) 해맞이 행사 - 삼척항 ~ 임원항
09:00 2014 갑오년 새해 충혼탑 참배 - 남양동 충혼탑

01.02
07:00 기관장 초청 조찬기도회 - 펠리스 호텔
10:00 2014년도 시무식 - 본관 대회의실

01.03 14:00 삼척시 부동산평가위원회 - 본관 상황실

01.06 12:00  2014 신년 인사회 - 펠리스 호텔

01.08
11:00 2014 강원여성 신년 인사회 - 춘천 베어스호텔
14:00 공공근로사업 지역일자리 추진위원회 - 재난종합상황실

01.09 14:00  시산하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설명회 - 본관 대회의실

01.10
11:00  2014 해양수산시책 설명회 - 평생학습관 소강당
11:30  가곡온천 개발사업 기공식 - 가곡면 탕곡리
14:00  삼척시 부동산평가 위원회 - 본관 상황실

01.14
10:00 2014 읍면동 연초방문 - 도계읍 복지회관
13:30 2014 읍면동 연초방문 - 미로면 복지회관

01.15 10:00 2014 새해 영농교육 - 세계유기농연구교육관

01.16
10:00 2014 읍면동 연초방문 - 근덕면 복지회관
13:30 2014 읍면동 연초방문 - 노곡면 복지회관

01.17
10:00 2014 읍면동 연초방문 - 남양동 대회의실
13:30 2014 읍면동 연초방문 - 정라동 대회의실

01.20
10:30 삼척시의회 의원 정례 간담회 - 의회 소회의실
13:30 2014 읍면동 연초방문 - 성내동 대회의실

01.21

10:00 2014 읍면동 연초방문 - 하장면 복지회관
11:00 강원경제인 대회 및 신년인사회 - 호텔인터불고원주
14:00 국제안전도시 공인 시민 안전교육 - 문예회관 소공연장
16:30 국제안전도시 공인 동판 제막식 - 시청본관 현관앞
19:00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 - 문예회관 대공연장 

01.22
10:00 2014 읍면동 연초방문 - 신기면 복지회관
13:30 2014 읍면동 연초방문 - 교동 대회의실

01.23
10:00 2014 읍면동 연초방문 - 원덕읍 복지회관
13:30 2014 읍면동 연초방문 - 가곡면 복지회관

01.24
11:00 도계 전두시장 활성화 방안 간담회 - 도계종합회관
15:00 중앙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준공식 - 중앙시장내
16:30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심사위원회 - 보건소 소회의실

02.03 09:30 2월 직원 월례조회 - 본관 대회의실

02.05 10:00 2013년 기준 사업체 조사 담당요원 교육 - 시민 회의장

02.07
10:00 삼척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 재난종합상황실
11:00 제49회 강원도민체전 출전선수 등록회의 - 삼척체육관
14:00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위원회 - 보건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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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 14:00 제7회 전국 기줄다리기 대회 대진표 추첨 - 체육회 사무국

02.13
10:30 농기계 조종사면허 취득과정 업무협약 및 개강식 - 평생학습관
10:30 삼척시의회 의원 정례 간담회 - 의회 소회의실

02.14
13:00 제2회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장배 탁구대회 - 평창국민체육센터
16:00 2014 삼척정월대보름제 경축식 - 엑스포 광장

02.17
11:00 삼척시의회 의원 정례 간담회 - 의회 소회의실
14:00 시도 및 시군구 부단체장 국정설명회 - 서울 정부청사

02.18 14:00 제7회 전국기줄다리기 대회 대진표 추첨 - 체육회 사무국

02.19 14:00 새농어촌 건설운동 활력화 대회 - 본관 대회의실

02.21
13:30 제7회 전국 기줄다리기 대회 - 엑스포 광장
18:00 2014 삼척정월대보름제 경축행사 - 엑스포 광장

02.22 14:00 2014 SK핸드볼코리아리그(vs 인천시 체육회) - 서울 SK체육관

02.24 17:00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회의 - 본관 상황실

02.25 14:00 시․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임원 워크숍 - 재난종합상황실

02.26 15:00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범도민 화합행사 - 도청앞 광장

02.27 14:00 삼척 평생학습대학 개강식 - 평생학습관 대강당

02.28
09:00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성공기원 시․군 환영행사 - 시청앞 광장
10:00 제2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기 탁구대회 - 대전한밭체육관
14:00 삼척시 농업인대학 졸업식 - 유기농연구교육관

03.01

09:00  제36회 근덕면 영등제 윷놀이 대회 - 근덕면 교가3리
09:30 제20회 신기면 영등제 윷놀이 대회 - 신기리 마을회관
11:30 임원1리 마을회관 준공식 및 윷놀이 대회 - 원덕읍 임원1리
13:00 제15회 3.1절 삼척시민 건강달리기 대회 - 시청앞 광장

03.03
10:30 제168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의회 본회의장
13:30 제168회 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위 제1차 회의 - 의회 소회의실
14:00 찾아가는 평생학습대학 개강식 - 도계종합회관

03.04
10:30 제168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의회 본회의장
12:00 남양동 통합경로당(5,6,7통) 준공식 - 중앙시장 주차장

03.05 10:30 제168회 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의회 본회의장

03.06
10:30 제168회 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 의회 본회의장
15:00 다목적 어항관리선(크린오션 3호) 취항식 - 삼척항 부두

03.07  12:00 삼척 정월대보름제 천신제 - 엑스포 광장

03.08
14:00 삼척 정월대보름제 대기줄다리기 - 엑스포 광장
16:00 2014 삼척정월대보름제 경축식 - 엑스포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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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
11:00 2014 전국 기줄다리기 대회 - 엑스포 광장
18:30 삼척 정월대보름제 달집태우기 - 엑스포 광장

03.10
10:00 시도 행정부시장 부지사 영상회의 - 화상 회의실
10:30 제168회 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 의회 본회의장

03.11
10:30 제168회 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 의회 본회의장
15:00 강원도 통합방위협의회 - 도청 신관회의실

03.12 14:00 삼척시 농림축산사업 심의위원회 - 본관 상황실

03.13
10:00 면민화합 친목도모 윷놀이 행사 - 미로면 복지회관
10:30 제168회 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 의회 본회의장
11:00 삼척시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본관 상황실

03.14
10:30 제168회 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 의회 본회의장
14:00 제393차 민방위의 날 훈련 - 읍이상 도시지역

03.15 11:00 제32회 도계 영등제 행사 - 도계 느티나무 광장

03.17 10:30 산불방지 기원을 위한 산신제 - 미로면 두타산

03.18

10:00 상반기 지역일자리 추진위원회 - 재난종합상황실
11:00 천안함 4주기 추모 및 시민 안보 궐기대회 - 문화예술회관
14:00 초곡 용굴 촛대바위 해안녹색 경관길 기공식 - 근덕면 초곡리
14:00 2014 협회장기 중고 핸드볼 선수권 대회 - 삼척체육관

03.19 10:30 2014년 산불방지 유관기관․단체 협의회 재난종합상황실

03.20 14:00 삼척 세계유기농업대학 입학식 - 유기농연구교육관

03.21 14:00 제60회 삼척시민 아카데미 - 평생학습관

03.24 07:00 1/4분기 참제안 조출 토론회 - 본관 상황실

03.26 11:00 강원테크노파크 정기 이사회 - 강원TP 회의실

03.27
14:0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안전 보건교육 - 문예회관 대공연장
16:30 부시장 ․ 부군수 회의 - 도청 신관회의실

03.28 15:00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 - 재난종합상황실

04.01
09:10 직원 월례조회 및 직장교육 - 본관 대회의실
11:00 관광인프라 확충 추진상황 점검회의 - 양양 문화복지회관
14:00 삼척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 재난종합상황실

04.02
11:00 시의회 의원 정례 간담회 - 의회 소회의실
14:30 2014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 횡성국민체육센터

04.03 10:00 제3회 어업인의 날 강원도 행사 - 종합 운동장

04.04 10:30 제69회 식목일 내나무 갖기 캠페인 - 근덕면 교곡리

04.06 08:30 2014 삼척 황영조 국제 마라톤 대회 - 엑스포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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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 14:00 삼척시 지적 재조사 위원회  - 본관 상황실

04.09 12:00 제3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 삼척 체육관

04.10 15:00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 - 본관 상황실

04.11 10:40 삼척 도호부 관아 유적활용 및 보존방안 심포지엄 - 삼척 문화원

04.12 10:00  벚꽃길 자전거 하이킹 및 걷기대회 - 근덕면 상맹방리

04.14 15:00 제4회 삼척시 규제개혁 위원회 - 부시장실

04.15 14:00 강원테크노파크 비전선포식 - 강원TP 회의실

04.16 11:00 삼척시 부동산평가 위원회 - 본관 상황실

04.19

10:00 준경, 영경묘 대제 경축 심포지엄 - 삼척문화원 강당
10:30 원더풀삼척배 강원도 테니스 대회 - 시민테니스장
11:00 제2회 그린파워 본부장기 축구대회 - 종합운동장
13:30 2014 핸드볼 코리아리그 대회(vs 부산BISCO) - 삼척체육관

04.21 19:00 2014 핸드볼 코리아리그 대회(vs 경남개발공사) - 삼척 체육관

04.22
09:30 부시장 부군수 화상회의 - 화상 회의실
14:00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초청 간담회 - 본관 상황실

04.24 15:00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 - 본관 상황실

04.25 09:30 사회복지협의회 사랑의 헌혈 나눔 - 삼척우체국 앞

04.28 08:30 월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본관 상황실

04.30 10:00  2014년 근로자의 날 기념식 - 동양시멘트 기술훈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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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02 10:00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서기 교육 - 선거관리위원회

05.08 13:00 2014 숲해설 입문과정 개강식 - 평생학습관

05.09 10:00 한방 건강관리 교실 운영 - 보건소 교육실

05.10 10:00 강원도 해난 어업인 위령제 - 양양군 현북면

05.11 10:00 2014년 춘기 석전제 봉행 - 삼척향교

05.13 14:00 2014 지구촌 사랑 나눔 캠페인 - 시청앞 광장

05.15
11:00 2014 공양왕릉 봉제(奉祭) - 근덕면 궁촌리
15:00 삼척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 본관 상황실

05.16
14:00 삼척시 학사경비 심의위원회 - 본관 상황실
16:00 1/4분기 참제안 심사위원회 - 본관 부시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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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10:30 제14회 성년의 날 행사 - 죽서루 경내

05.20 15:00 등록규제 정비 추진상황 보고회 - 본관 상황실

05.27 14:00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 본관 상황실

05.28 11:00 제49회 강원도민체전 출전 감독자 회의 - 체육회 사무국

06.02 11:20 2014년 미로단오제 - 미로면 하거노리

06.05 16:00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증 교부식 - 선관위 회의실

06.06
09:00 제15회 시민 달리기 대회 - 삼척해변 새천년도로
10:00 제59회 현충일 추념식 - 남양동 충혼탑

06.09 10:00 강원도민체전 종목별 감독자 회의 - 체육회 사무국

06.10
10:00 강원도민체전 출전 선수단 결단식 - 시청앞 광장
16:30 제14차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 - 춘천 라데나 콘도 
18:00 제49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 춘천 호반체육관

06.12 19:00 제29회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 문화예술회관

06.16 11:00 강원랜드 제127차 이사회 - 강원랜드 컨벤션센터

06.17 10:00 구강보건의 달『어린이 구강 인형극』공연 - 문화예술회관

06.18 14:00  화생방 및 테러대비 작전 시범훈련 - 엑스포 광장

06.19 19:00 영화 『또 하나의 약속』상영 - 문화예술회관

06.20
14:00 2014 화랑훈련 사후 검토회의 - 원주시청 회의실
14:00 제394차 민방위의 날 화재대피 훈련 - 관내 전지역
14:00 제61회 찾아가는 시민 아카데미 - 도계종합회관

06.21 18:00 청소년 어울림 마당 댄스 ․ 가요 경연대회 - 청소년수련관

06.23 14:00 강원도 숙박업 지부 임원 수련대회 - 보건소 교육실

06.24 16:00 제2회 삼척시 조례규칙 심의회 - 본관 부시장실

06.25
10:00 제64주년 6.25전쟁 기념 행사 - 문화예술회관
17:30 제7회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막식 - 춘천 호반체육관

06.27
09:00 제6회 삼척포진영 영장고혼제 및 육향문화 축제 - 육향산 공원
14:00 제62회 삼척시민 아카데미 - 평생학습관

06.28 19:30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 문화예술회관

06.30 16:00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중간 보고회 - 시민 회의장

07.01 10:00 민선6기 제7대 삼척시장 취임식 - 본관 대회의실

07.02 10:00 제18회 강원도 수산업경영인 대회 - 동해 동부메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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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14:00 제7대 삼척시의회 개원식 - 시의회 본회의장

07.04 10:00 미로 문화체육회장기 게이트볼대회 - 미로면 하거노리

07.05 10:00 제2회 그린파워본부장기 축구대회 - 종합운동장

07.07
14:30 여름철 강원관광 활성화 대책회의 - 강릉녹색체험센터
16:00 삼척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 재난종합상황실

07.08 14:00 제20회 강원도민의 날 기념식 - 춘천 백령아트센터

07.09
10:30 삼척시의회 정례 의원간담회 - 시의회 소회의실
11:00 미로면 건강위원회 회의 - 미로면 복지회관

07.10 10:30 제17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 시의회 본회의장

07.11

10:00 2014 맹방해변 개장식 - 맹방해변
10:30 제17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 시의회 본회의장
13:00 제19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 문예회관 대공연장
13:00 제3회 독도 이사부 컨퍼런스 - 삼척캠퍼스 소강당
15:00 이사부독도축제 공예대전 시상식 - 삼척항 이사부광장
19:00 삼척 이사부 독도축제 개막식 - 삼척항 이사부광장

07.12

09:00 제4회 해양레일바이크배 강원도 클럽 축구대회 - 종합운동장
10:00 제5회 강원도민 테니스 대회 - 시민 테니스장
13:00 이사부장군 위령제 및 수륙대제 - 정라동 육향산
19:30 시베리아 챔버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 문화예술회관

07.16 11:00 삼척향교 고유례 봉행 - 삼척향교 대성전

07.17
13:00 블랙밸리 컨트리 클럽 정기이사회 - 블랙밸리C·C
16:00 강릉 빙상경기장 건설공사 기공식 - 강릉 궁도경기장

07.18 14:00 제63회 삼척시민 아카데미 - 평생학습관 대강당

07.20 15:00 연극 “혜경궁 홍씨” 초청 공연 - 문화예술회관

07.21 10:00 호산초등학교 학생 견학 - 시청 상황실

07.23
14:00 갈남마을 박물관 개막식 - 원덕읍 갈남리
14:30 청정마을 도랑살리기 협약식 - SBS 목동 대회의실

07.24
14:00 삼척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 본관 상황실
19:30 평생학습관 수강생 해변 음악회 - 새천년도로 조각공원

07.25
10:00 폐광지역 4개 시장군수 협의회 - 고한읍사무소
16:50 민선6기 강원도 시장군수 간담회 - 도청 신관 회의실

07.26 19:30 찾아가는 저명연주가 연주회 - 문화예술회관

07.29
10:00 삼척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 - 재난종합상황실
11:00 하이원 워터월드 건립사업 기공식 - 강원랜드 주차장

07.31 10:00 2014 을지연습 실제훈련대비 관계관 회의 - 재난종합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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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
10:40 제39주년 사단창설 기념행사 - 23사단 사령부
15:00 2014 을지연습 비상대비업무 교육 - 재난종합상황실

08.02
19:00 제3회 이사부 장군배 전국 바다수영대회 - 삼척해변
19:30 덕산해변 파도 가요제 - 덕산해변

08.05
09:30 주민 열린 대화마당 - 도계, 신기, 남양
11:00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 시의회 소회의실

08.06 09:30 주민 열린 대화마당 - 원덕, 가곡, 성내

08.07 09:30 주민 열린 대화마당 - 근덕, 노곡, 교동

08.08
09:30 주민 열린 대화마당 - 하장, 미로, 정라
10:00 청백 e-시스템 사용자 교육 - 본관 대회의실
19:00 삼척해변 칼라 콘서트 - 삼척 해변

08.11
09:00 통합방위지원본부운영 - 재난상황실
14:00 동해항 3단계개발사업관련 관계관 간담회 - 시민회의장

08.12 15:00 정기재물조사 물품관리 담당자 교육 - 시민회의장

08.13
10:30 삼척고등학교 이전사업 관련 대책회의 - 삼척교육지원청
13:30 IBS 지하실험시설 견학 - 양양 양수발전소

08.14
10:30 의원 정례 간담회 - 소회의실
11:00 삼척시번영회 간담회 - 삼척시번영회
16:00 삼척시조례규칙심의회 - 부시장실

08.15
10:00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식 - 춘천 문화예술회관
11:00 임원리 항일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 임원초교 운동장
17:00 삼척농특산물 특판행사 - 신기 대이분교

08.18
06:00 2014 을지연습 직원 비상소집훈련 - 본관 현관
09:00 을지연습보고회 및 최초 상황보고 - 본관 상황실

08.19
08:30 2014 을지연습 일일연습 상황보고 - 재난종합상황실
15:00 2014 을지연습 전시 주요현안과제 토의 - 재난종합상황실

08.20
08:30 2014 을지연습 일일연습상황보고 - 재난종합상황실
11:00 삼척시노인회 읍면동 분회장 회의 - 노곡면회의실
12:00 주먹밥 시식회 - 시청 구내식당

08.21
08:30 2014 을지연습 일일연습상황 종합보고 - 재난종합상황실
14:00 2014 을지연습 실제훈련 - 종합사회복지관

08.22 11:00 (주) 행복한 원덕 사무실 개소식 - 원덕읍 옥원리

08.25 14:00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주민공청회 -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08.26

08:30 제19회 강원여성대회 출정식 - 본관 현관앞 주차장
10:30 제17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본회의장
13:30 제17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소회의실
15:00 2014년 하반기 지역일자리 추진위원회  - 재난종합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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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7
10:30 제17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본회의장
14:30 물리학박사 초청 특강 - 삼척중학교

08.28
10:30 제17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본회의장
11:00 시각장애인 하계체력단련대회 - 씨스포빌 리조트
16:30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 본관 상황실

08.29
10:30 제17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 본회의장
15:00 삼척중앙시장 상인대학 졸업식 - 삼척중앙시장
18:00 제33회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대회 - 삼척온천 관광호텔

08.30
13:00 청소년 워터페스티벌 - 청소년수련관 광장
16:00 KT&G- 폴제패토 나눔 콘서트 - 위스타트 삼척마을

09.01

10:30 제171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5차본회의 - 본회의장
13:30 2014 하반기 삼척시평생학습대학 개강식 - 평생학습관 대강당
14:30 2014 하반기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교육 - 문화예술센터 

대공연장

09.02
10:00 박물관대학 개강식 - 시립박물관
10:30 제17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예결위1차회의 - 소회의실
16:00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 중앙시장

09.03
10:00 추기 석전대제 - 삼척향교
10:30 제17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예결위2차회의 - 소회의실
14:00 제171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6차본회의 - 본회의장

09.04
11:30 제17회 회장기 강원도심판원게이트볼대회 - 종합운동장
10:30 제171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7차본회의 - 본회의장
17:00 제3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안 심의회 - 상황실

09.11
14:00 드라마 제작지원 양해각서 체결 - 강원도청
15:00 제8회 삼척시청소년봉사상 심사위원회 - 상황실

09.12 15:00 삼척우주입자연구센터 주민 설명회 - 미로면 복지회관 2층

09.13 10:20 2014 삼척시 복지박람회 - 문화예술센터

09.15 11:00 하장면 판문리 녹색농촌체험장 준공식 - 하장면 판문리 농촌체험장

09.16

10:00 규제개혁 직원 교육 - 대회의실
10:30 학교 폭력없는 행복한 사회 만들기 운동 - 동해삼척태백축협 

3층대회의실
11:00 정례 의원간담회 - 소회의실
14:00 2014년 6‧25 전사자 개토식 행사 - 강릉시 청솔공원묘지

09.17
13:30 강원도 민‧관‧군 친선축구대회 - 원주종합운동장
18:00 2014 강원도문화도민 페스티벌 - 원주 따뚜공연장

09.18

11:00 찾아가는 평생학습대학 개강식 - 도계종합회관
14:00 강원도신체장애인복지회 하계수련회 - 씨스포빌리조트
15:00 100인위원회 회의 - 대회의실
15:00 온나라 RMS도입에 따른 구축 사전교육 - 박물관 시청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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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14:00 제5회 동해안발전전략 심포지엄 - 속초 한화리조트
15:00 백두대간보전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 동해 뉴동해관광호텔

09.20
11:00 제1회 강원영동지역 시‧군 운전직공무원 체육대회 - 종합운동장
14:00 도계청소년대축제 - 도계청소년장학센터

09.22

10:00 2014 노인친선 게이트볼대회 - 사직동전전후 게이트볼장
11:00 제4회 삼척 도계 친환경포도, 머루축제 - 도계 5일장터
11:00 포스파워 법인 출범식 - 삼척온천호텔
11:30 2014 여성지도자 연수 - 한국여성수련원
14:00 양양국제공항 개항12주년 축하행사 - 양양 국제공항

09.23 10:40 강원도의용소방대연합회 한마음 전진대회 - 평창군 대관령면

09.24

10:00 도계장로교회 노인대학 특강 - 도계장로교회
10:30 제172회 삼척시의회(정례회) 제1차본회의 - 본회의장
11:00 제172회 삼척시의회(정례회) 예결특위1차회의 - 소회의실
11:30 제2회 원덕읍 한마당에너지 축제 - 원덕중고운동장

09.25
10:30 제172회 삼척시의회(정례회) 주요현안사업장 답사
      - 세계유기농수산연구교육관외 2

09.26

09:00 2014년 강원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 춘천 종합운동장
10:30 제2회 즐거운 도계노인 한마당 대축제 - 도계초등학교 실내체육관
10:30 제172회 삼척시의회(정례회) 주요현안사업장 답사
      - 와우산 비치리조트 외 3
11:00 제22회 강원도 도민생활체육대회 결단식 - 본관 광장
16:00 제22회강원도 도민생활체전 - 영월 공설운동장

09.27
10:30 삼척초 동문 한마음체육대회 - 삼척초운동장
11:00 제17회 삼척시장기 및 협회장기타기 태권도 대회 - 삼척체육관

09.28 11:00 2014 삼척시자율방범연합대 가족 체육대회 - 삼척종합운동장

09.29
10:30 제172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 - 본회의장
14:00 삼척시민상 심사위원회 - 상황실
16:00 강원대 도계캠퍼스학사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 상황실

09.30

11:00 전국진폐재해자협회 제35차 정기총회 - 태백문화예술회관
11:30 제4회 삼척농협장기 게이트볼대회 - 삼척종합운동장
14:00 삼척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 - 재난종합상황실
19:00 두타문학회 제300회 특집 두타시낭송회 - 삼척교육문화관

10.01 09:00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 직무교육 - 문화예술센터 대강당

10.02
11:00 2014년 무후제 봉행 - 남산 무후제당
11:00 광산진폐권익연대 삼척시지회 2014 정기총회 - 도계복지회관

10.03
10:00 삼척시민 자전거 대행진 - 시청 앞 광장
11:00 동안 이승휴선생 추모 제714주기 동안대제 - 천은사내 동안사
17:00 제1회 이승휴 문화상 시상식 - 죽서루 경내

10.04
11:00 제3회 국민생활체육회장배 전국시도대항 족구대회 - 

삼척마이스터고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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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06:20 제3회 삼척 이사부장군배 전국 철인3종 경기대회 - 근덕면 덕산해변

10.06 11:30 제38회 전국 남·여 시조경창대회 - 삼척문화예술센터

10.08

09:00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사전투표 - 읍면동사무소
10:00 인조잔디구장 개장식 및 정라 한마음 운동회 - 정라초등학교
10:30 제9회 강원도지사기 장애인게이트볼 대회 - 춘천송암 레포츠타운
11:00 의원 정례 간담회 - 소회의실

10.09
06:00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 해당 투표소
11:20 오랍드리 산소(O2)길 걷기대회 - 장미공원

10.10 17:00 제10회 블랙밸리다이아몬드 페스티벌 - 도계전산정보고

10.11

09:30 2014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 -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14:00 가곡중·고등학교 한마음 축제 - 덕풍계곡 주차장
10:00 2014삼척 ~ 울릉도․독도 이사부 항로
       탐사 출항식 - 이사부사자공원
14:00 사진가(추야) 박태수 개인전 - 문화예술센터 제1전시실

10.12 11:30 2014 동문 봉황제 - 삼척고등학교

10.14 10:00 삼척시민의 날 기념식 - 종합운동장

10.16 11:00 원덕읍 노인 경로잔치 - 원덕읍 복지회관

10.17
10:00 제4회 강원남부지역 생할체육 한마당 축제 - 정선군 종합경기장
10:00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 - 문화예술센터 광장
14:00 육군 제23사단장 이·취임식 - 제23사단 연병장

10.18
10:00 제3회 강원도 보건인 한마음대회 - 종합운동장
10:00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 - 문화예술센터 광장
19:00 제19회 삼척예술제 개막식 - 문화예술센터 대공연장

10.19 10:00 미로면 어르신 화합 한마당 잔치 - 미로면복지회관

10.20 14:00 원덕읍 향토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 - 원덕읍사무소

10.21

06:0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직원 비상소집 훈련 - 민원실
10:00 제14회 장호 “효”축제 - 장호중학교
11:00 삼척시 안전관리위원회 - 재난종합상황실
13:30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 상황실
14:00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2차 공청회 - 문화예술센터

10.22

10:00 제17회 환선제 - 환선굴 제2주차장
13:30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 상황실
14:00 안전한국훈련,지진해일 현장대피 훈련 - 초곡,노곡,작진
14:00 유관기관 합동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 실내체육관
15:30 안전한국훈련, 문제해결형 실행기반 토론훈련 - 재난종합상황실

10.23

10:30 2014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 강릉실내체육관
11:00 제2회 삼척시 이·통장 한마음대회 - 삼척실내체육관
11:00 안전한국훈련, 재대본 운영 설명회 - 재난종합상황실
17:00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회의 - 강릉시청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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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11:00 새마을 가족 한마음 대회 - 실내체육관
14:00 하이원 추추파크 개장식 - 도계 심포리
16:00 축산농가 안정적 톱밥 공급 MOU 체결 - 상황실

10.25

10:00 삼척시의용소방대연합회 체육대회 - 원덕중․고운동장
11:00 2014 삼척시민 종목별 생활체육 한마음대회 - 종합운동장
11:00 삼척시 보훈가족 경로잔치 - 정라초 체육관
14:00 청소년어울림마당 원덕청소년 대축제 - 원덕청소년문화의집

10.27

09:00 하반기 민방위대원 1차 보충교육 - 문화예술센터
10:00 폐광지역 4개시군 어르신 한마음다짐대회 - 삼척체육관
10:30 제173회 삼척시의회 제1차 본회의 - 본회의장
13:30 제173회 삼척시의회 조례심사특위 제1차회의 - 소회의실
14:00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 대회의실
14:30 제173회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위 제1차회의 - 소회의실

10.28

09:00 하반기 민방위대원 1차 보충교육 - 문화예술센터
10:30 제173회 삼척시의회 제2차 본회의 - 본회의장
10:30 도지사기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경연대회 - 동해실내체육관
11:00 제173회 삼척시의회 주요 현안사업장 답사 - 5 개소
14:00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 대회의실

10.29

10:00 안전관리실무위원회 - 재난종합상황실
11:00 제16회 삼척여성 한마음대회 - 삼척체육관
11:00 제2회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 - EXCO
13:30 제173회 삼척시의회 주요 현안사업장 답사 - 3개소
14:00 이승휴 제왕운기 학술세미나 - 국회의원회관

10.30
12:00 블랙밸리 이사회 및 주주총회 - 블랙밸리C.C
13:00 2014년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 대회 - 평창종합운동장
15:00 삼척시의정비심의위원회 - 상황실

10.31

09:30 제13회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 - 동해체육관
11:30 한우의 날 - 장미공원
14:00 제7회 삼척평생학습박람회 - 문화예술센터
14:00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 대회의실

11.01 17:30 제6회해양동굴배 국민생활체육 오픈배드민턴대회 - 삼척체육관

11.03
10:30 제173회 삼척시의회 주요현안사업장 답사 - 주요사업장
14:00 농어민대상 심의위원회 - 상황실
17:00 찾아가는 현장교육 - 삼척중앙시장 상인교육장

11.04
09:30 서부초교 인조잔디운동장 준공식 및 운동회 - 서부초교 운동장
10:30 제173회 삼척시의회 주요현안사업장 답사 - 주요사업장
11:00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 문화예술센터

11.05
10:30 제173회 삼척시의회 제3차 본회의 - 본회의장
14:00 삼척시의회 정례의원 간담회 - 소회의실

11.06

10:30 삼척시경계결정위원회 - 상황실
11:00 2014년도 기로연 - 유림회관 2층
13:30 겨울철제설종합대책 관계자 회의 - 재난종합상황실
14:00 삼척시여성예비군과 서대문구여성예비군 자매결연식 - 시민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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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11:00 삼척시성평등기금사업 가족사랑 수기 당선작 시상식 - 유림회관
14:00 삼척시민 아카데미 - 문화예술센터 소공연장

11.08
11:00 중앙시장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 시장조합 상인교육장
13:00 왁자지껄 전통시장마케팅 행사 - 도계전두시장

11.09
11:00 제4회 삼척시자율방재단 단원 교육 및 기술경연대회 - 실내체육관
14:00 제11회 삼척시장배 전국바다낚시대회 - 이사부광장

11.10 10:00 강원 역전 마라톤대회 - 시청 앞 광장

11.11

09:20 농업인회관 준공식 - 농업인회관
10:00 제19회 농업인의 날 - 삼척종합운동장
13:00 KBS 전국노래자랑(삼척시편) 녹화 - 삼척체육관
14:00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지역심의회 - 원덕읍사무소
15:00 강원도 시‧군자원봉사센터소장 컨퍼런스 - 상황실

11.12
11:00 제18회 근덕면 노인의 날 경로행사 - 근덕면복지회관
14:00 가곡 어린이집 개원식 - 가곡면

11.13
11:00 남양동 진주경로당 준공식 - 남양동 진주경로당
16:00 크루즈 운항 양해각서 체결식 - 도청 별관4층 회의실

11.14
10:00 삼척고 이전 취소에 따른 시민 설명회 - 삼척교육지원청 회의실 
11:00 오분동 게이트볼장 준공식 - 오분리 하수종말처리장
14:00 2014 강원도농어업대상 시상식 - 강원대 백령아트홀

11.15 09:30 제2회 제왕운기 역사문화 퀴즈대회 - 삼척초교 체육관

11.17 11:00 2014 삼척시게이트볼연합회장기 대회 - 근덕게이트볼장

11.18
09:00 시정주요현안 및 창안시책 보고회 - 상황실
14:00 자원봉사단체 단합대회 - 삼척체육관
15:00 삼척시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 상황실

11.19
11:00 강릉영동대학 특강 - 강릉영동대학
14:00 동절기 가스사고예방 LPG사업자 간담회 - 재난상황실
16:30 부시장‧부군수 회의 - 도청 신관 소회의실

11.20

10:30 제174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 본회의장
14:00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소통과 공감세미나 - 도계읍사무소
14:00 6.25 전사자 합동 영결실 - 8군단 사령부
14:00 사랑의 집짓기 준공식 - 원덕읍 가곡천로 2141
17:00 제4차 대표협의체 회의 - 상황실

11.21 11:00 연평도 포격 4주기 추모행사 - 문화예술센터

11.22 15:00 삼척시 청소년 어울림마당 - 청소년수련관

11.23 14:00 삼척유도관 개관식 - 삼척유도관

11.24 10:30 제174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위 - 소회의실

11.25 10:30 제174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위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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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10:30 제174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위 - 소회의실

11.27

10:00 삼나무문화체육관 및 역사관 개관식 - 삼척초등학교
10:30 제174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위 - 소회의실
10:30 평생학습관 수강생 화합 한마당 - 삼척체육관
13:30 제13회 강원도사회복지사대회 - 하이원리조트
14:00 제16회 아름다운 화장실 시상식 - 한국프레스센터

11.28

10:00 강원도새마을지도자대회 - 영월실내체육관
10:00 고천리마을 친환경콩 축제 - 미로(구)고천분교
10:30 제174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위 - 소회의실
11:00 노곡면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 노곡면복지회관
11:00 민족통일삼척시협의회 한마음대회 - 근덕면복지회관
14:00 2014 강원 생태‧환경교육 포럼 - 씨스포빌리조트
18:00 삼척청년회의소 전역식 및 회장단, 감사 이․취임식 - 삼척온천관광호텔

11.29
10:00 미로라이온스 다문화가정 김치담그기 체험 및 지원행사
      - 미로라이온스사무실

12.01 10:30 제174차 삼척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위 - 소회의실

12.02
10:30 제174차 삼척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위 - 소회의실
11:00 산양서원 제향 - 원덕 산양1리

12.03
10:30 제174차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본회의장
11:00 다문화가정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 삼척온천관광호텔
14:00 조례규칙심의회 - 부시장실

12.04
10:30 제174차 삼척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위 - 소회의실
11:00 제174차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본회의장
11:00 2014년 전통 장담그기 체험 - 농업인회관 주차장

12.05

09:00 원덕농협 주부대학 총동문회 사랑나누미 카페 - 원덕읍 복지회관
10:30 제174차 삼척시의회 정례회 예결특위 - 소회의실
14:00 동해선 영덕 ~ 삼척 철도건설 기공식 - 울진 왕피천
18:00 삼척시풋살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 온천관광호텔
19:00 찾아가는 음악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2.06
13:30 이사부테마파크조성 학술심포지엄 - 한성백제박물관 대강당
16:00 2014 무지개 희망 콘서트 - 도계청소년장학센터 다목적홀

12.07 20:00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 - 삼척의료원 앞

12.08 10:30 제174차 삼척시의회 정례회 예결특위2차회의 - 소회의실

12.09 10:30 제174차 삼척시의회 정례회 예결특위3차회의 - 소회의실

12.10
10:00 도계장로교회 노인대학 특강 및 종강식 - 도계장로교회
14:00 장호권(장호‧용화‧갈남) 관광지현장답사 - 용화,장호,갈남
14:00 시청사 화재발생대비 삼척소방서 합동훈련 - 본관

12.11
10:30 제174차 삼척시의회 정례회 예결특위4차회의 - 소회의실
16:00 삼척시도시계획위원회 - 상황실
19:00 불우이웃돕기 나눔 음악회 - 삼척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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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10:30 제174차 삼척시의회 정례회 예결특위5차회의 - 소회의실
11:00 호산초등학교 채움터 준공식 - 호산초교
11:00 삼척중앙시장 소규모 왁자지껄 마케팅행사 - 중앙시장(고객쉼터)
14:00 도라지가공공장 준공식 - 근덕 DSC

12.13 17:00 2014년 자랑스러운 삼척인상 수여 및 회원의 밤 - 씨스포빌 리조트

12.15
10:30 제4회 삼척시 사회복지가족 한마음 대회 - 삼척체육관
10:30 제174차 삼척시의회 정례회 예결특위6차회의 - 소회의실
14:00 삼척시 복지위원 위촉장 수여 및 교육 - 상황실

12.16

10:00 도계희망아카데미 특강 - 도계종합회관2층
10:30 제174차 삼척시의회 정례회 예결특위7차회의 - 소회의실
14:00 정례 의원간담회 - 소회의실
17:00 제33회 강원체육상 및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시상식 - 강원체고
19:30 에너지 나눔 동행 콘서트 - 문화예술회관

12.17

11:00 2014 삼척시새마을회 평가대회 - 신동아웨딩홀
11:00 삼척시공직자윤리위원회 - 자치행정국장실
14:00 삼척시 자원봉사자 대회 - 문화예술회관
14:00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회 - 상황실
15:00 주민참여 100인 위원회 - 대회의실

12.18

09:30 삼척여고 특강 - 삼척교육지원청
10:30 제174차 삼척시의회 정례회 예결특위8차회의 - 소회의실
11:00 2015년도 삼척시체육회 정기총회 - 상황실
16:30 삼척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 상황실

12.19

10:30 제174차 삼척시의회 제4차 본회의 - 본회의장
11:00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 상황실
11:00 4/4분기 미로면개발자문위원회 - 미로면2층회의실
11:00 하반기 삼척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 마평정수장
14:00 2014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 대회의실
17:00 2014 삼척문화원 송년의 밤 - 삼척문화원

12.22
10:30 제174차 삼척시의회 조례심사1차회의 - 소회의실
11:30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공로패수여 - 상황실
14:00 삼척시사회복지협의체 세미나 - 삼척온천호텔

12.23
10:30 제174차 삼척시의회 제5차 본회의 - 본회의장
14:00 2014년 연말정산교육 - 대회의실
16:00 강원랜드 제133차 이사회 - 강원랜드

12.24 14:00 해망정 준공식 - 원덕 해망정

12.26

11:00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회의 - 종합사회복지관
11:00 생활보장위원회 회의 - 상황실
14:00 2015 동계 대학생아르바이트 추첨 - 4층 대회의실
18:30 제19회 삼척예총 예술인대회 및 제14호 삼척예술지 출판기념회
      - 삼척온천관광호텔

12.29 12:00 블랙밸리 이사회 - 블랙밸리 C.C

12.31 11:00 2014년도 종무식 -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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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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대

남동우(南東佑)

김일동(金日東)

김일동(金日東)

김일동(金日東)

김대수(金大壽)

김대수(金大壽)

김양호(金良鎬)

95.01.01.

95.07.01.

98.07.01.

02.07.01.

06.07.01.

10.07.01.

14.07.01.

95.06.30.

98.06.30.

02.06.30.

06.06.30.

10.06.30.

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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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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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철(崔成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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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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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6.30.

현재

5월

3월

6월

1년9월

8월

6월

2년11월

1년 8월

1년 7월

4월

2년

2년6월

4월

8월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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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공무원 명단

(2014.12.31현재)

번호 소 속 직 급 성 명 주요경력

1 시장 지방정무직 김양호

2 부시장 지방서기관 최성철 강원도

3 미래전략국장 지방서기관 김순기
문화공보실장

성내동장

4 자치행정국장 지방서기관 한승호
의회사무과장

미로면장

5 경제건설국장 지방기술서기관 윤무량 건축과장

6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방농촌지도관 이문호
농촌지원과장

친환경기술과장

7 보건소장 지방기술서기관 김기환 강원도

8 기획감사실장 지방행정사무관 이경진
지역경제과장

회계과장

9 문화공보실장 지방행정사무관 김형극
평생학습관장

주민생활지원과장

10 미래전략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성모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보자원정책과장

11 에너지산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박문철
자원개발과

개발기획담당

12 자원개발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상철
도시디자인과

도시행정담당

13 특화산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홍성태
자치행정과

인사담당

14 자치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안병용
환경보호과장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15 세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종해
문화시설관리소장

환경보호과장

16 회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동윤
에너지지원과장

관광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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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 속 직 급 성 명 주요경력

17 주민생활지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민병노 원덕읍장

18 사회복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미선
지식개발과장

민원봉사과장

19 민원봉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홍근표
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사회복지과장

20 환경보호과장 지방환경사무관 박경자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담당

21 관광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익진 평생학습관장

22 지역경제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영우
에너지산업과장

하장면장

23 안전총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심재업
대이동굴관리소장

주민생활지원과장

24 농업정책과장 지방농업사무관 이상균 축산과장

25 축산과장 지방농업사무관 김경수 농업정책과장 

26 산림녹지과장 지방녹지사무관 김진근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27 건설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심  용
건설과

토목담당

28 도시디자인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심권섭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담당

29 교통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진광동 노곡면장

30 건축과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진석
건축과

주택담당

31 해양수산과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임영순 강원도

32 의회사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윤대성 기간산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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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 속 직 급 성 명 주요경력

33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백우철

정라동장

관광정책과장

34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정재영

총무과

인사담당

35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지방농촌지도관 이영국

농업기술센터

교육연구과장

36
농업기술센터

교육연구과장
지방농촌지도관 김진돈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37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지방보건사무관 김종철

보건정책과장

예방의약담당

38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지방보건사무관 박흥식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39 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행정사무관 오도선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40 평생학습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주성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화공보실장

41 내수면개발사업소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변성구 해양수산과장

42 문화예술센터소장 지방학예연구관 김태수
문화예술센터

박물관담당

43 대이동굴관리소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숙형
건설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44 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지방행정사무관 윤재곤
민원봉사과장

세무과장

45 도계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선우
기획감사실장

안전총괄과장

46 원덕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승학
미래전략과장

지역경제과장

47 근덕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정수 미로면장

48 하장면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진진 근덕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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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 속 직 급 성 명 주요경력

49 노곡면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인천 민원봉사과장

50 미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재안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51 가곡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나  미
기간산업과

산업기획담당

52 신기면장 지방행정사무관 한대성
도계읍 부읍장

교통행정담당

53 남양동장 지방행정사무관 김봉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54 성내동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영조
총무과장

기획감사실장

55 교동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진대
가곡면장

재난안전관리과장

56 정라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승남
교동장

미로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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