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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 명단

○� 국회의원

∙ 제20대(임기 2016. 5. 30 ~ 2020. 5. 29)

선� 거� 구� 정� 당� 명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영� 주 자유한국당 최� 교� 일 62.� 02.� 28 2016.� 4.� 13� 총선� 당선

○� 도의원

∙ 제10대(임기 2018. 7. 1 ~ 2022. 6. 30)

선� 거� 구� 정� 당� 명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제1선거구 무소속 황� 병� 직 64.� 01.� 05�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임� 무� 석 55.� 06.� 26

○� 시의원

∙ 제7대 후반기(임기 2016. 7. 1 ~ 2018. 6. 30)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선거구 비� � 고

의 � 장 김현익 60.01.05 다선거구

부 � 의 � 장 전영탁 63.08.01 바선거구

운 영 위 원 장 이재욱 59.03.25 비례대표

행정복지위원장 이영호 60.10.24 나선거구

산업경제위원장 신수인 61.12.21 마선거구

행 정 복 지 위 원 이규덕 64.12.07 가선거구

〃 장성태 66.11.20 다선거구

〃 강정구 59.04.16 라선거구

〃 박찬훈 54.08.03 바선거구

〃 전영탁 63.08.01 바선거구

산 업 경 제 위 원 이중호 61.06.20 가선거구

〃 심재연 54.03.20 나선거구

〃 송명애 56.04.02 라선거구

〃 황윤점 50.10.19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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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대 전반기(임기 2018. 7. 1 ~ 2020. 6. 30)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선거구 비� 고

의 � � � � � � 장 이중호 61.06.20. 가선거구

부 � � 의 � � 장 김병기 58.09.09. 나선거구

운 영 위 원 장 이규덕 64.12.07. 가선거구

시민행복위원장 송명애 56.04.02. 라선거구

경제도시위원장 이재형 69.10.15. 마선거구

시 민 행 복 위 원 이규덕 가선거구

〃 우충무 다선거구

〃 이영호 나선거구

〃 장영희 마선거구

〃 전풍림 바선거구

김화숙 비례대표

경제도시위원위원 김병기 나선거구

〃 장성태 다선거구

〃 이상근 라선거구

〃 전영탁 바선거구

이서윤 비례대표

2.� 간부공무원� 명단�

연번 직위명 직급 성명 생년월일 현보직발령일

1 영주시부시장 지방부이사관 김재광 1961.10.05 2018.06.14

2 자치행정국장 지방서기관 김교영 1961.05.03 2018.07.06

3 도시건설국장 지방기술서기관 서병규 1960.12.25 2017.07.01

4 의회사무국장 지방서기관 김태원 1960.01.28 2018.01.01

5 보건소장 공석 　 　 　

6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방서기관 강신호 1961.01.03 2018.07.06

7 기획감사실장 지방행정사무관 장사원 1961.04.11 2018.07.06

8 경제활성화실장 지방행정사무관 황병관 1961.03.13 2017.04.01

9 투자전략실장 지방행정사무관 안상모 1961.10.16 2018.07.06

10 홍보전산실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용진 1963.01.12 2018.07.06

11 자치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한상길 1960.05.02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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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직위명 직급 성명 생년월일 현보직발령일

12 안전재난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철옥 1960.08.13 2018.08.25

13 사회복지과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강신흠 1959.03.28 2017.01.01

14 주민생활지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장순희 1960.03.14 2017.01.01

15 세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상영 1960.03.15 2018.01.01

16 회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유선호 1962.05.10 2018.01.01

17 종합민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박헌호 1962.12.21 2018.01.01

18 문화예술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곽형렬 1962.11.15 2018.09.01

19 새마을관광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임흥규 1962.09.07 2018.07.06

20 선비인재양성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조병천 1960.08.03 2017.07.01

21 체육진흥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안진용 1961.11.23 2018.01.01

22 도시과장 지방시설사무관 배종태 1962.09.09 2018.07.06

23 건설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조윤현 1962.07.15 2018.07.06

24 녹색환경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세종 1961.04.01 2017.01.01

25 교통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원종철 1961.07.19 2018.08.25

26 산림녹지과장 지방녹지사무관 이학모 1961.05.05 2017.01.01

27 하천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이홍배 1960.12.12 2018.07.06

28 건축과장 지방시설사무관 김동택 1965.09.15 2017.01.01

29 토지정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상대 1961.02.07 2017.01.01

30 보건사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학동 1961.02.12 2018.01.23

31 건강관리과장 지방보건사무관 김인석 1962.10.29 2015.07.24

32 농정과수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동규 1960.05.07 2017.01.01

33 유통지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정원순 1957.09.16 2017.03.02

34 축산특작과장 지방농업사무관 장성욱 1963.05.10 2017.07.08

35 농촌지도과장 지방농촌지도관 권오인 1960.09.29 2013.01.14

36 연구개발과장 지방농촌지도관 남방석 1959.11.11 2015.01.01

37 수도사업소장 지방시설사무관 박재찬 1959.10.15 2018.07.06

38 환경사업소장 지방시설사무관 조풍래 1960.01.03 2018.01.01

39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지방행정사무관 신영호 1961.10.28 2017.01.01

40 문화예술회관장 지방행정주사 권오덕 1960.09.18 2017.07.21

41 풍기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조강기 1960.02.15 2017.01.01

42 이산면장 지방행정사무관 권오근 1959.08.28 2017.01.01

43 평은면장 지방농업사무관 강석준 1965.02.17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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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시정일지

1)� 월별� 주요� 시정․행사�
2017년� 월별� 주요� 시정․행사

연번 직위명 직급 성명 생년월일 현보직발령일

44 문수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박근택 1961.06.06 2018.07.06

45 장수면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창영 1959.01.20 2017.01.01

46 안정면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정훈 1961.04.23 2018.01.01

47 봉현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우태락 1960.05.29 2017.07.01

48 순흥면장 지방농업사무관 우팔용 1962.01.20 2017.07.01

49 단산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배영환 1959.09.15 2017.01.01

50 부석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오서락 1960.08.15 2018.07.06

51 상망동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영희 1960.03.20 2018.07.06

52 하망동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재필 1962.06.15 2017.01.01

53 영주1동장 지방행정사무관 김두희 1960.10.22 2018.07.06

54 영주2동장 지방행정사무관 권필숙 1959.10.20 2016.01.01

55 휴천1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장원옥 1960.07.11 2018.07.06

56 휴천2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이태희 1960.08.18 2017.01.01

57 휴천3동장 지방시설사무관 안윤근 1961.04.13 2017.07.08

58 가흥1동장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임태진 1959.12.18 2018.07.06

59 가흥2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안동국 1964.02.01 2017.07.08

월별 주� 요� 시� 책� 항� 목 월별 주� 요� 시� 책� 항� 목

1월
◦신년도� 업무계획수립� 및� 시행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7월

◦영주시� 민원콜센터� 개소식
◦영주복숭아� 동남아시아� 수출선적� 행사
◦영주시� 수출기업� 소통․협력� 간담회
◦문정야외물놀이장� 개장

2월

◦영주시⇔SK머티리얼즈㈜� 투자양해각서(MOU)� �
체결

◦비상활주로� 활용� 항공산업�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시민과� 소통․만남의� 날(상공회의소,60명)
◦읍면동� 민생탐방

8월

◦영주사과� 혁신을� 위한� 워크숍
◦8.15� 광복쌀� 벼베기� 행사
◦영주� 쌀소비� 홍보캠페인� LOVE�米 WITH�米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할매할배의� 날� 기념� 세대공감� 통통(通統)�
가화만사성

3월 ◦2017� FE(독수리)� 연습 9월 ◦2017� 힐링� 영주� 일자리�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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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월별� 역점� 주요시책

월별 주� 요� 시� 책� 항� 목 월별 주� 요� 시� 책� 항� 목

1월
◦영주시� ⇔� 성균관� 업무협약식
◦2018� 읍면동� 민생탐방
◦2018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7월

◦민선7기� 비전과� 정책� 시민토론회
◦영주적십자병원� 개원
◦풍기농협산지유통센터� 개장
◦선비세상� 모노레일� 설치사업(안)� 공청회

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기념식
◦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 참관
◦영주실내수영장� 개장

8월

◦815광복쌀� 재배단지� 첫� 벼베기� 행사
◦2018� 영주� 락� 페스티벌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선비이야기� 여행�
관광포럼

◦제4회� 스마트� 산림포럼
◦High-Tech베어링� 산업화�
기반구축사업네트워크구축� 워크숍

3월
◦영주시� 새마을� 대청소의� 날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서해수호의� 날� 행사

9월
◦치매안심센터� 개소
◦영주� 첨단베어링산업� 클러스터� 추진상황�
보고회

월별 주� 요� 시� 책� 항� 목 월별 주� 요� 시� 책� 항� 목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국회포럼
◦산림� ICT� 융합포럼
◦말레이시아� 영주시� 농·특산물�
홍보행사(말레이시아)

◦제11회�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2017영주� 무섬외나무다리축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4월

◦제15회� 영주소백산마라톤대회
◦2017� 시민건강걷기대회
◦석촌역� 영주시� 농특산물� 판매장� 개장
◦제55회� 경북도민체육대회(
◦2017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적극� 추진

10
월

◦제1회� 전국� 항공정비기능대회
◦2017�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2017� 영주소백힐링전국걷기대회
◦2017� 경북영주� 풍기인삼축제
◦2017� 영주� 사과축제

5월

◦2017� 한국선비문화축제
◦2017� 영주� 소백산철쭉제
◦영주365시장� 봄내음� 축제
◦2017� 마스터즈� 사이클� 영주투어

11
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 참가
◦찾아가는� 수요행복민원실
◦2017� 백두대간� 그란폰도� 대회
◦148아트스퀘어� 개관식
◦영주� 첨단베어링산업� 클러스터� 조성� 세미나

6월

◦2017� 영주� 풍기인견� 서울� 특판·홍보행사
◦영주시� ⇔� 동양대학교� 상생발전포럼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 시장․군수
협력체� 회의

◦6․25전쟁� 제67주년� 기념식
◦제20회� 3도� 접경면� 주민화합행사

12
월

◦「영주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도시재생박람회
◦영주선비도서관� 개관
◦2017� 영주� 선비포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첨단베어링� 클러스터� 조기� 조성을� 위한
영주시민� 대토론회



2017-2018

시정백서

928� 제4편� 부록

2)� 일자별� 주요� 시정․행사�
[2017년도]

일� 시 내� 용

1.� 2 2017년도� 시무식(시청강당,200명)

1.� 4 2017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농업기술센터,130명)

1.� 5 농촌소득자원� 발굴� 육성사업장� 준공식� 및� 개소식(상망동,100명)

1.� 5 2017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수박반)(농업기술센터,130명)

1.� 5 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최종� 보고회(제2회의실,13명)

1.� 6 2017� 도지사․시장․군수� 신년� 다짐회(경북도청,40명)
1.� 6 2017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생강반)(농업기술센터,130명)

1.� 6 2017년� 문화재� 안전경비원� 최종합격자� 회의(제1회의실,18명)

1.� 9 확대간부� 및� 읍면동장� 연석회의(시청강당,60명)

월별 주� 요� 시� 책� 항� 목 월별 주� 요� 시� 책� 항� 목

◦농기계임대사업� 북부분소� 개소
◦제2회� 전국� 항공정비기능대회
◦영주사과� 해외� 오지마을� 우물파기사업� MOU�
체결

◦가흥~상망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통

4월

◦제16회� 영주소백산마라톤� 대회
◦영주365시장� 봄나물� 한� 쌈� 축제
◦제56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제5회� 부석태� 전통� 된장� 축제

10
월

◦2018� 영주� 무섬외나무다리� 축제
◦제6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2018� 영주� 무섬외나무다리� 축제
◦영주첨단베어링산업� 발전포럼
◦제39회� 영주시민체육대회
◦2018� 경북영주풍기인삼축제

5월

◦2018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제20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전국사이클� 대회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018� 마스터즈� 사이클� 영주투어
◦2018영주� 소백산철쭉제

11
월

◦2018영주사과축제
◦제6회� 백두대간� 그란폰도� 사이클대회
◦아지동� 너랑나랑� 유아숲체험원� 준공
◦코레일� 인재개발원� 사업추진� 협약

6월

◦2018� 영주창의융합축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풍기인견� 서울특판‧홍보행사
◦할매할배의� 날� 기념행사
◦부석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2
월

◦제4회� 귀농·귀촌인� 만남의� 날� 행사
◦시민과� 소통·만남의� 날
◦2018� 민원행정� 평가� 보고회
◦2018년� 드림스타트� 「가족� 어울림� 한마당」



제4편� 부록� 929

일� 시 내� 용

1.� 9 공약이행점검� 시민배심원단� 3차(최종)회의(시청강당,35명)

1.� 9 2017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사과반)(풍기주민자치센터,150명)

1.� 9 1월� 농림축산회� 회의(관내식당,20명)

1.� 10 2017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파머스마켓,150명)

1.� 11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제27차� 이사회(제2회의실,14명)

1.11� ~� 1.12 2017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파머스마켓,150명)

1.12� ~� 1.17 2017년� 주요업무보고(시청강당)

1.� 13 2017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산양삼홍보교육관,200명)

1.� 13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 개점식(신영주번개시장� 내,30명)

1.� 16 확대간부회의(제1회의실,40명)

1.16� ~� 1.17 2017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농업기술센터,120명)

1.� 18 옛길탐방로�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제1회의실,21명)

1.� 18 2017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자두)(농업기술센터,100명)

1.� 18 2017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상공회의소)

1.� 18 소방차� 길터주기� 유관기관� 합동훈련(영주소방서� 외,27명)

1.� 18 영주시� SNS� 홍보단� 위촉식(제2회의실,22명)

1.� 19 2017년� 설맞이� 강남구� 직거래장터(강남구청)

1.� 19 ｢민선6기�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제14차� 정기회의(의성군,23명)
1.� 19 2017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회의(보건소2층,15명)

1.� 19 2017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농업기술센터,150명)

1.� 19 이월사업� 신속집행� 보고회(제1회의실)

1.� 20 부서별� 서무팀장� 행사의전� 교육(시청강당,60명)

1.� 20 산림ICT� 융합산업� 활성화� 전략� 착수회의(제2회의실,11명)

1.� 20 단산~부석사간� 도로건설공사� 보상협의회(제2회의실,10명)

1.� 20 2017� 영주사과� 혁신지원단� 1월� 월례회(농업기술센터,40명)

1.� 22 2017�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화합한마당� 행사(관내식당,100명)

1.� 23 영주시� 인성교육진흥� 실무협의회(1차)(영주교육지원청,15명)

1.� 23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기본교육(제1회의실,24명)

1.� 23 ｢풍기인견� 글로벌화� 사업｣ 설명회(풍기직물조합,30명)
1.� 23 확대간부� 및� 읍면동장� 연석회의(시청강당,60명)

1.� 23 사과발전연구회� 운영위원회(과수시험장,37명)

1.� 24 설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효성요양원� 외)

1.� 24 1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영주365시장,2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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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 2017�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1차)(영주365시장� 외,800명)

1.� 24 그린스타트“친환경� 설� 명절� 보내기”캠페인(영주365시장� 외,500명)

1.� 24 2017�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2차)(신영주번개시장,200명)

1.� 25 시장과� 함께하는� 수요행복민원실(시청민원실)

1.� 25 설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소망의집� 외)

1.� 25 2018년� 국가투자예산� 확보� 대응전략� 보고회(제1회의실)

1.� 31 확대간부회의(제1회의실,40명)

1.� 31 2017년�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농업기술센터,18명)

1.� 31 제213회� 영주시의회� 의장단(의원)� 간담회(영주시의회)

2.� 1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 발대식(시청강당,217명)

2.� 1 2월� 직원� 소통&힐링� 월례회(시청강당,250명)

2.� 2 2017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평가회(농업인교육관)

2.2� ~� 2.15 2017년� 읍면동� 민생탐방(읍면동)

2.� 3 2017년� 품목별� 상설� 양파교육(영주농협� 장수지점,35명)

2.� 3 SNS� 홍보단� 월례회(관내식당,20명)

2.� 6 확대간부� 및� 읍면동장� 연석회의(시청강당,60명)

2.� 6 2017년� 대구‧경북� 통합방위회의(경북도청,800명)
2.� 7 관사골�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수립� 주민� 설명회(영주1동주민센터,40명)

2.� 8 영주시여성단체협의회� 월례회(남서울웨딩,40명)

2.� 8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윷놀이(종합사회복지관,190명)

2.� 8 영주시�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실무협의회(2차)(영주시교육지원청,20명)

2.� 8 2017� 경상북도� 건축대전� 운영위원회(제1회의실,22명)

2.� 9 영주시⇔아프가니스탄� 농업부� 업무협약식(MOU)(직소민원실,6명)

2.� 9 2월� 영주아카데미(시민회관,500명)

2.� 9 경북� 북부권역� 정책협의회(예천군청)

2.� 9 풍기인삼� 혁신추진단� 월례회(풍기정보화마을,58명)

2.13� ~� 2.21 제21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영주시의회)

2.� 13 확대간부회의(제1회의실,40명)

2.� 13 2017년� 도시� 새뜰마을� 공모사업� 현장평가(하망동� 주민센터,10명)

2.� 13 중앙선� 복선전철� 신영주지하차도� 공사에� 따른� 주민설명회(남산초등학교,100명)

2.� 14 영주시� 공유재산심의회(부시장실,7명)

2.� 14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자원봉사자� 화합한마당(벨리나웨딩홀,100명)

2.� 14 제15회� 영주소백산마라톤대회� 읍면동체육회장� 간담회(관내식당,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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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 2017� 주민참여예산위원회(제1회의실,37명)

2.� 15 소방차� 길터주기� 유관기관� 합동훈련(영주소방서� 외,27명)

2.� 15 농촌체험관광교육농장협의회� 업무협약식� 및� 간담회(농업기술센터,50명)

2.� 15 2017� 영주시� 농업산학협동� 심의회(농업기술센터,14명)

2.� 16 2017� 농업기계� 안전교육(농업기술센터,180명)

2.� 16 영주시주민자치연합회� 회장� 이․취임식(벨리나웨딩홀,120명)
2.� 17 경상북도․영주시⇔SK머티리얼즈㈜�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식(경북도청,20명)
2.� 17 영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제2회의실,9명)

2.� 17 비상활주로� 활용� 항공산업�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국회의원회관,120명)

2.� 18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재능기부센터� 수료식(종합사회복지관,70명)

2.� 20 제1차� 영주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회의(협의체� 회의실,21명)

2.� 20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제28차� 이사회(제2회의실,14명)

2.� 20 드림스타트� 무료� 목욕지원사업� 업무� 협약식(제1회의실,15명)

2.� 20 확대간부� 및� 읍면동장� 연석회의(시청강당,60명)

2.� 21 2017년� 1/4분기� 도로관리(굴착)심의회(제2회의실,15명)

2.� 21 시민과� 소통․만남의� 날(상공회의소,60명)
2.� 21 ｢코레일� 영주� 어린이집｣ 개원식(휴천3동� 내,60명)
2.� 21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복무교육(시청강당,76명)

2.� 22 시장과� 함께하는� 수요행복민원실(시청� 민원실)

2.� 2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주시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제1회의실,25명)

2.� 24 2017� 사랑의� 헌혈운동(시청� 전정)

2.� 24 2017년� 1/4분기� 중점관리� 대상자원� 확인의� 날� 행사(제1회의실,19명)

2.� 24 다문화가족� 민속놀이� 한마당(벨리나웨딩,150명)

2.� 24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시책� 설명회(상공회의소,100명)
2.� 24 영주시� 일자리위원회(1단계� 공공근로사업)(제2회의실,9명)

2.� 27 확대간부회의(제1회의실,40명)

2.� 27 (사)영주공예협회� 출범� 기념전(시민회관,100명)

2.� 27 SNS� 홍보단� 월례회(관내식당,20명)

2.� 28 영주시� 가축방역심의회(농업기술센터,15명)

2.� 28 2017년� 농업인대학� 사과반� 개강식(농업기술센터,118명)

2.� 2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축산분과위)(농업기술센터,6명)

3.� 1 제98주년� 3·1절� 기념식(시민회관,600명)

3.� 1 춘계� 석전대제(영주,풍기,순흥)(영주향교� 외,1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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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제98주년� 3·1절� 문화행사(영주� 문화의거리,100명)

3.� 1 영화� ｢난징!� 난징!｣ 상영(1회차)(시민회관)
3.� 2 3월� 직원� 소통&힐링� 월례회(시청� 강당,250명)

3.� 2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심의회(농업기술센터,6명)

3.� 2 선비정신실천지도사� 양성� 과정(3회)(벨리나웨딩,60명)

3.� 2 협력적� 연구사업� 협의회(농업기술센터,20명)

3.� 2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노인대학� 입학식(종합사회복지관,160명)

3.� 2 영주시� 석촌역� 전시판매장� 및� 꾸러미사업� 참여자� 모집� 설명회(농업기술센터,100명)

3.� 3 2017년� 상반기� 시민교육� 개강식(평생학습센터� ,250명)

3.� 4 관사골� 새뜰마을� 교촌특구� 프로젝트� 워크숍(시청� 강당,50명)

3.� 4 안정면� 동명경로당� 준공식(안정면,60명)

3.� 4 영화� ｢난징!� 난징!｣ 상영(2회차)(시민회관)
3.� 4 (사)한국대학경기연맹� 제3대� 회장� 취임식(그랜드컨벤션,200명)

3.� 4 영화� ｢난징!� 난징!｣ 상영(3회차)(시민회관)
3.� 6 확대간부� 및� 읍면동장� 연석회의(시청강당,60명)

3.� 6 2017년� 성인문해학교� 입학식(영주YMCA,100명)

3.� 6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국회포럼(국회의원회관,450명)

3.� 7 2017년� 강소농� 역량강화� 기본교육(농업기술센터,129명)

3.� 7 소백산� 귀농드림타운� 입교식(소백산귀농드림타운,70명)

3.� 7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심의위원회(제2회의실,9명)

3.� 7 새마을협의회∙부녀회� 연석회의(새마을회관,40명)
3.� 7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 간담회(관내식당,23명)
3.� 8 녹색어머니회� 일제� 교통안전� 캠페인(남부초등학교,50명)

3.� 8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부설� 노인대학� 입학식(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100명)

3.� 8 인재육성� 장학금� 기탁식(㈜경우크린텍)(시장실,4명)

3.� 9 소수서원� 유림� 당회(소수서원,40명)

3.� 9 농촌지도자� 안정면지회� 연시총회(안정면사무소,70명)

3.� 9 2017년� 1/4분기� 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제1회의실,23명)

3.� 9 전국� 인삼산업� 리더와� 함께하는� 간담회(금산인삼관,10명)

3.� 9 농업인대학� 사과과정� 교육(농업기술센터,118명)

3.� 9 기업� 해피모니터� 간담회(제2회의실,10명)

3.� 9 2017� 도립교향악단� 새봄음악회(문화예술회관)

3.� 10 평생교육자� 법정정기교육(시민회관,200명)



제4편� 부록� 933

일� 시 내� 용

3.� 10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2017년� 발대식(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110명)

3.� 10 2017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준비반� 개강식(농업기술센터,70명)

3.� 10 경북전문대학교� 3기� 농산물가공과정� 개강식(경북전문대학교,40명)

3.� 10 2017년� 신선농산물� 수출검역요건� 교육(농업기술센터,80명)

3.� 11 2017� 금성대군신단� 춘향제(금성대군신단,50명)

3.� 11 영주국화연구회� 월례회(농업기술센터,30명)

3.� 13 확대간부회의(제1회의실,40명)

3.� 13 동양대학교� 헬스파밍(health� farming)과정� 개강식(동양대학교,40명)

3.� 13 2017년도� 과수농기계� 지원사업� 추진요령� 교육(농업기술센터,117명)

3.� 1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권리� 및� 안전� 교육(시민회관,300명)

3.13� ~� 3.23 2017� FE(독수리)� 연습(관내� 일원)

3.� 14 제214회� 영주시의회� 의장단(의원)� 간담회(영주시의회)

3.� 14 영주시정책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관내식당,15명)

3.� 15 지역특성화� 민방위� 화재대피� 훈련(만수촌,50명)

3.� 15 2017년� 제1회�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본회의)(제1회의실� ,23명)

3.� 15 6차�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직소민원실,5명)

3.� 16 2017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부시장실,10명)

3.� 16 민선6기�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제15차� 정기회의(안동시,23명)

3.� 16 영주시장애인단체장� 간담회(관내식당,15명)

3.� 16 2017년� 3월� 영주아카데미(소리야� 놀자)(시민회관,400명)

3.� 16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제1회의실,7명)

3.� 17 새마을� 대청소의� 날(서천둔치,400명)

3.� 17 2017년�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제2회의실,9명)

3.� 17 당․정협의회(제1회의실,40명)
3.� 18 ‘산사’� 제1,2차� 사찰� 워크숍(부석사,20명)

3.� 18 (사)한국여성농업인영주시연합회� 회장� 이․취임식(농업기술센터,100명)
3.� 18 2017� 소수서원� 학맥계승� 사마과정� 입원례(소수서원,40명)

3.� 18 음식문화개선� 및� 식중독예방을� 위한� 캠페인(부석사집단시설지구,150명)

3.� 20 소백산국립공원� 주변지역� 등� 개발후보지� 조사용역� 결과보고회(직소민원실,7명)

3.� 20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도� 북부권� 간담회(시민운동장� 회의실,31명)

3.� 20 확대간부� 및� 읍면동장� 연석회의(시청강당,60명)

3.� 21 영주시게이트볼협회� 클럽� 리그전(게이트볼장(영주교� 아래),150명)

3.� 21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포항시청,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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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1 영주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회의(제2회의실,9명)
3.� 22 시장과� 함께하는� 수요행복민원실(시청� 민원실)

3.� 22 소방차� 길터주기� 유관기관� 합동훈련(현대1차아파트� 외,27명)

3.22� ~� 3.30 제21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영주시의회)

3.23� ~� 3.24 산림� ICT� 융합포럼(국립산림치유원,40명)

3.� 23 ｢대구대학교｣ 향토생활관� 기금출연� 협약식(대구대학교,12명)
3.� 23 2017� 공무직� 임·단협� 1차� 교섭(제1회의실,20명)

3.� 23 풍기인삼� 혁신추진단� 월례회(풍기정보화마을,50명)

3.� 23 영주시농업인대학(합반-사과,한우)(농업기술센터,165명)

3.� 2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권리교육� 및� 안전교육(시청강당,200명)

3.� 24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노인� 재능나눔� 활동사업� 참여자� 교육(시민회관,200명)

3.� 24 부영아파트� 주민설명회(부영아파트� 노인정)

3.� 24 영주사과� 혁신지원단� 3월� 월례회(농업기술센터,20명)

3.� 25 멘토-멘티� 이음� 프로그램� 결연식(청소년상담복지센터,47명)

3.� 26 제1회� 영주시배드민턴협회장배� 배드민턴� 대회(국민체육센터� 외,500명)

3.� 27 확대간부회의(제1회의실,40명)

3.� 27 2017� 이·통장� 자녀� 장학금� 증서� 수여식(시장실,6명)

3.� 27 2017년� 영주시� 4-H본부� 정기총회(농업인복지회관,50명)

3.� 27 영주시� 6기� 생활공감모니터단� 월례회(관내식당,20명)

3.� 28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공무원)(시청강당,80명)

3.� 28 대중교통� 이용하여� 등교하기� 관계관� 회의(시민운동장� 회의실,21명)

3.� 28 관광호텔� 건립� 관계자� 회의(제2회의실,12명)

3.� 28 2017년� 영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 총회(농업기술센터,70명)

3.� 28 영주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제1회의실,9명)

3.� 28 건설기계영주협의회� 시장과의� 간담회(직소민원실,7명)

3.� 29 2017�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인� 선정식(서울시,15명)

3.� 29 2017년도� 유흥주점� 기존영업자� 및� 종사자� 위생교육(파머스마켓,166명)

3.� 29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민간)(시청강당,80명)

3.� 29 2017년� 재난대비� 긴급구조� 실제훈련(SK머티리얼즈,306명)

3.� 29 영주시치유농업발전연구회� 운영회의(관내식당,21명)

3.� 30 도시건축� 국내교류� 세미나� 및� 비엔날레� 참가� 기획� 회의(제1회의실� ,11명)

3.� 30 2017�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서천둔치,1000명)

3.� 30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교육(시청강당,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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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제2회� 임시이사회(재단사무실,9명)

3.� 31 소수서원� 춘계� 향사(소수서원,50명)

3.31� ~� 4.2 말레이시아� 영주시� 농·특산물� 홍보행사(말레이시아)

4.� 2 제15회� 영주소백산마라톤대회(시민운동장)

4.� 3 확대간부� 및� 읍면동장� 연석회의(시청강당,60명)

4.� 3 2017� 경북선비아카데미� 개강식(교양과정)(영주문화원,55명)

4.� 3 4월� 직원� 소통&힐링� 월례회(시청강당,250명)

4.� 3 KT&G� 영주공장지부� 정기대의원� 대회(KT&G� 영주공장,70명)

4.� 4 청명·한식기간� 산불예방·산행안전� 캠페인(소백산� 국립공원,100명)

4.� 4 2017년� 친환경� 사과적화제� 지원사업� 실시요령� 교육(농업기술센터,93명)

4.� 4 2017년� 상반기� 한우암소검정사업� 농가교육(축협한우프라자,118명)

4.� 4 노인대학� 개강식(순흥교회� 부설)(순흥교회,70명)

4.� 4 제41차� 중부내륙중심권� 의정협력회� 정기총회(영주시의회,12명)

4.� 4 제215회� 영주시의회� 의장단� 간담회(영주시의회)

4.� 5 제215회� 영주시의회� 의원� 간담회(영주시의회)

4.� 6 지방교부세� 제도� 전문가� 초청� 특강(시청강당,80명)

4.� 6 노인대학� 입학식(신영주교회� 부설)(신영주교회,170명)

4.� 6 영주한우� 명품화� 추진단� 월례회(농업기술센터,45명)

4.� 6 2017� 강소농� 역량강화� 1차� 후속교육(농업기술센터,50명)

4.� 6 산림ICT� 융합센터� 구축�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제2회의실,8명)

4.� 6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관계자� 사업� 설명회(청소년상담복지센터,50명)

4.� 7 2016년� 시� ․ 군평가� 우수시군� 시상식(경북도청)
4.� 7 영주지역� 6·25전쟁� 호국영웅� 초청행사(경북전문대,140명)

4.� 7 영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월례회(산림조합� 회의실,25명)

4.� 7 201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간담회(벨리나웨딩홀,55명)

4.� 7 영주시� 농업인대학(사과)(농업기술센터,120명)

4.� 7 벚꽃길� 유모차� 나들이� 캠페인(서천둔치,30명)

4.� 7 영주시�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 및� 아동권리교육(시청강당,100명)

4.� 8 ｢지역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명예홍보대사｣ 위촉� 및� 발대식(시청강당,44명)
4.10� ~� 4.15 2017년도� 민방위대원� 기본교육(시민회관,2486명)

4.10� ~� 4.29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제2회의실,5명)

4.� 10 확대간부회의(제1회의실,40명)

4.� 10 새마을�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구성오거리,35명)



2017-2018

시정백서

936� 제4편� 부록

일� 시 내� 용

4.� 10 ｢도시특성화� 사례조사� 및� 전략방향� 설정� 용역｣ 최종� 보고회(시장실,9명)
4.� 11 2017년도� 개별주택가격� 심의회(제1회의실,17명)

4.� 12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평창군,20명)

4.12� ~� 4.17 제21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영주시의회)

4.� 13 대중교통� 이용하여� 등교하기� 캠페인(영광여중� 정문,30명)

4.� 13 2017년� 공중보건의사� 복무만료식(시장실,10명)

4.� 13 풍기인삼� 혁신추진단� 월례회(풍기정보화마을,50명)

4.� 13
베어링시험평가센터� 및� 경량소재기술센터� 사업경과� 및� 추진계획� 보고회
(제1회의실,14명)

4.� 13 인재육성� 장학금� 기탁식(㈜씨앤티)(시장실,3명)

4.� 13 「영주중앙로타리� 클럽」� 어르신� 보행보조기� 기탁식(벨리나웨딩홀,100명)

4.� 14 2017� 상반기�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정례회의(공주시청)
4.� 14 세이브더칠드런� 농어촌아동지원사업� 업무협약식(제1회의실,10명)

4.� 14 영주시육상연맹� 회장� 이․취임식(그랜드컨벤션,200명)
4.� 15 2017�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자치기구� 발대식(청소년문화의집,91명)

4.� 16 2017� 시민건강걷기대회(서천주차장,2000명)

4.� 16 제15회� 선돌이리그� 축구대회� 개막식(시민운동장,250명)

4.� 17 제21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영주시의회)

4.� 17 제2차� 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협의체회의실,21명)

4.� 17 영주시⇔동양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동양대학교,30명)

4.� 17 확대간부� 및� 읍면동장� 연석회의(시청강당,60명)

4.� 18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협의회(제1회의실,18명)

4.� 18 영주시� 하수관거정비사업� 1/4분기� 성과평가� 위원회� 회의(환경사업소,10명)

4.� 19 2017년도� 숙박업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시민회관,450명)

4.� 19 관사골�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및� 실시� 설계용역� 최종보고회(제1회의실,14명)

4.� 19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업무협약� 및� 사업설명회(가흥초등학교� 외,150명)

4.� 19 2017년� 가족친화� 직장교육(시청강당,200명)

4.� 19 1388� 청소년지원단� 상반기� 회의(청소년상담복지센터,24명)

4.� 20 제37회� 장애인의� 날� 행사(그랜드컨벤션웨딩홀,800명)

4.� 20 4월� 영주� 아카데미(시민회관,300명)

4.� 20 2017� 민원공무원� CS교육(1기)(동양대학교,30명)

4.� 21 영주~평은~안동(옹천)� 간� 시외버스� 개통식(평은� 시외버스정류장,20명)

4.� 21 SNS를� 활용한� ‘시정� 바로� 알리기’교육(시청강당,500명)



제4편� 부록� 937

일� 시 내� 용

4.� 21 2017� 취약계층� 영농지원단� 발대식(농기계임대사업남부분소,100명)

4.� 21 찾아가는� Safe-Up� 현장교육(봉산어린이집� 외,120명)

4.� 21 제55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선수단� 결단식(국민체육센터,700명)

4.� 21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자문위원� 회의(제1회의실,21명)

4.� 22 2017� 도시텃밭� 발대식(아지동� 텃밭,70명)

4.� 24 확대간부회의(제1회의실,40명)

4.� 24 2017년� 8.15� 광복쌀� 생산단지� 첫� 모내기� 행사(안정면,30명)

4.� 24 찾아가는� Safe-Up� 안전교육(보현마을� 외,130명)

4.� 24 2017년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1차)(시민회관,760명)

4.� 24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선수단� 간담회(관내식당,50명)

4.� 25 2017년� 신속집행� 3월말평가� 우수시군� 시상식(경북도청)

4.� 25 영주� 이·미용사회� ↔� 드림스타트� 협약식(제1회의실,20명)

4.� 25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경북북부사무소� 영주시� 현장� 간담회(상공회의소,20명)

4.� 25 중요목조문화재� 화재대응� 및� 산불진화� 합동� 소방훈련(무섬마을� 외,182명)

4.� 25 2017년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2차)(시민회관,790명)

4.� 26 2017�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준비상황� 보고회(시청강당,100명)

4.� 26 농촌여성� 신기술� 농작업� 장비� 지원� 및� 시연회(농업기술센터,60명)

4.� 26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설명회(보건소� 회의실,20명)

4.� 26 인재육성장학금� 기탁식(㈜삼성시스템공조)(시장실,3명)

4.� 27 대중교통� 이용하여� 등교하기� 캠페인(영광고� 정문,35명)

4.� 27 영주사과� 해외� 오지마을� 우물파기� 후원금� 전달식(서울� 마포구,6명)

4.� 27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심의위원회(제1회의실,9명)

4.� 27 2017� 민원공무원� CS교육(1기)� 2차� 교육(동양대학교,30명)

4.� 27 석촌역� 영주시� 농특산물� 판매장� 개장식(서울� 송파구,70명)

4.� 28 SNS를� 활용한� ‘시정� 바로� 알리기’교육(시청강당,500명)

4.� 28 2017년� 방역� 발대식� 및� 교육(보건소� 회의실,56명)

4.28� ~� 5.1 제55회� 경북도민체육대회(영천시)

4.� 29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영주초등학교)

5.� 1 확대간부� 및� 읍면동장� 연석회의(시청강당,60명)

5.� 1 영주365시장� 3대서비스� 혁신운동� 결의대회(영주365시장)

5.� 1 5월� 직원� 소통&힐링� 월례회(시청강당)

5.� 1 민·관� 재난대응체제구축� MOU� 체결식(제1회의실,14명)

5.1� ~� 5.15 영주365시장� 봄내음� 축제(영주365시장�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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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제216회� 영주시의회� 의장단(의원)� 간담회(영주시의회)

5.� 4 ｢6.25전사자� 유해발굴� 작전｣관련� 회의(부시장실,6명)
5.� 5 제38회� 어린이날� 한마당� 큰� 잔치(경북전문대학교,2000명)

5.� 7 어버이날� 기념행사(풍기� 남원천,1000명)

5.� 8 확대간부회의(제1회의실,40명)

5.� 8 주민자치연합회� 월례회(영주1동� 행정복지센터,20명)

5.� 10 행정동우회� 5월� 월례회(동우회� 사무실,60명)

5.� 10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노인자원봉사클럽� 환경정화� 캠페인(영주역� 광장,80명)

5.� 10 농업인단체협의회� 소통간담회(소백산귀농드림타운,20명)

5.� 10
｢영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시민운동장� 회의실,7명)

5.� 10
도시재생� 선도사업� 종합운영체계� 및� 성과관리방안� 연구수행�
착수보고회(제1회의실,31명)

5.� 11 2017� 영주시� 씨름왕� 선발대회(시민운동장,130명)

5.� 11 직원� 힐링� 산림치유체험(1기)(국립산림치유원,60명)

5.� 11 제45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실버� 페스티벌)(국민체육센터,1000명)

5.� 11 2017� 민원공무원� CS교육(2기)� 1차� 교육(동양대학교,30명)

5.� 11 영주지하차도� 주민설명회(남산초등학교,300명)

5.� 1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합동캠페인(그랜드컨벤션웨딩,300명)

5.� 12 2017년도「제16회� 식품안전의� 날」행사(〃,〃명)

5.� 12 2017� Clean� Agriculture� Campaign� 발대식(창진동� 마을회관,100명)

5.� 12 바르게협의회� 주부대학� 제27기� 입학식(새마을회관,100명)

5.� 12 제24회� 소백예술제� 개막식(시민회관,500명)

5.12� ~� 5.17 제21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영주시의회)

5.12� ~� 5.20 제24회� 소백예술제(시민회관� 외)

5.� 13 제18회� 순흥초군청� 민속문화제(선비촌� 광장,2000명)

5.� 13 (사)� 원코리아� 사랑나눔� 행사(국민체육센터,150명)

5.� 14 영주시축구협회장배� 제22회� 클럽대항� 축구대회(시민운동장� 외,700명)

5.� 14 2017� 영주소백산힐링배� 야구대회� 개막식(창진야구장,500명)

5.� 15 2017년� 영주한우(송아지)� 전용� 첫� 경매(영주가축시장)

5.� 15
제19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 사이클대회� 개회식
(영주벨로드롬(경륜훈련원),500명)

5.� 15 제45회� 경상북도� 성년의� 날� 행사(동양대학교,7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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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5 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제2회의실,19명)

5.� 15 영주항공인프라구축�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제1회의실,7명)

5.� 15 확대간부� 및� 읍면동장� 연석회의(시청강당,60명)

5.� 16 새마을� 실버아카데미(새마을회관,150명)

5.� 16 영주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제1회의실,12명)

5.� 16 KBS1� 「TV쇼� 진품명품」� 출장감정� 촬영(시청강당,100명)

5.� 16 영주항공인프라구축사업� 관련� 간담회(제2회의실,8명)

5.� 16 세무공무원� 직무교육(제1회의실)

5.� 17 부석사�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제1회의실,12명)

5.� 17 2017년�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교육(농업기술센터,66명)

5.� 17 도시재생� 선도사업� 영주시� 청소년� 도시참여지원단� 사업설명회(시청강당,100명)

5.� 18 제29회� 도지사기� 게이트볼� 대회(개회식� 10:30)(시민운동장� 외,600명)

5.� 18 2017� 공무직� 임․단협� 제6차� 교섭(제1회의실,17명)
5.� 18 5월� 영주아카데미(영주시의� 창조와� 상상의� 물결)(시민회관,300명)

5.� 18 2017� 민원공무원� CS교육(2기)� 2차� 교육(동양대학교,30명)

5.� 18 풍기인삼� 혁신추진단� 월례회(풍기정보화마을,50명)

5.� 18 6차� 산업단지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제2회의실,17명)

5.� 19 일본� 후지노미야시� 대표단� 환영행사(제1회의실,16명)

5.� 19 (사)영주시녹색어머니연합회� 연수회(문화예술회관,200명)

5.� 19 5월� 시민과� 소통․만남의� 날(국립산림치유원,200명)
5.� 19 2017�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국립산림치유원,200명)

5.� 19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민간위탁사업� 적격자� 심사위원회(제2회의실,10명)

5.� 19 영주365시장� 상인특화교육� 수료식(영주365시장,50명)

5.� 20 2017� 마스터즈� 사이클� 영주투어(영주댐� 일원,600명)

5.� 20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제11회� 장애아동과� 함께하는� 신나는� 운동회
(영주생활체육관,230명)

5.� 20 2017년도� 선비고을� 알뜰� 나눔장터(시청� 마당)

5.� 20 TBC� 고택음악회(소수서원,300명)

5.� 21 2017� 제4회� 영주시민� 자전거타기� 페스티벌(서천둔치,500명)

5.� 21 2017년�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남서울웨딩)

5.� 22 확대간부회의(제1회의실,40명)

5.� 22 제217회� 영주시의회� 의장단(의원)� 간담회(영주시의회)

5.� 23 새마을� 실버아카데미(새마을회관,1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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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3 2017년� 2/4분기� 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제1회의실,23명)

5.� 23 제9회� 유계학술발표회(영주농협� 파머스마켓,200명)

5.� 23 새마을청소년봉사단� 및� 한국청소년신문� 기자단� 발대식(새마을회관,55명)

5.23� ~� 5.24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시민회관,500명)

5.� 24 유해발굴� 관련� 안보교육(영주고등학교,400명)

5.� 24 영주시� 명예감사관� 위촉식(제1회의실,19명)

5.� 24 풍기인삼홍삼상점가� 제3기� 상인대학� 입학식(상인회교육장,45명)

5.� 24 2017년�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시청강당)

5.� 25 대중교통� 이용하여� 등교하기� 캠페인(대영고등학교,335명)

5.� 25 2017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현장보고회(선비촌,60명)

5.� 25 6.25전사자� 유해발굴작전� 개토식(대한광복단� 기념공원,300명)

5.� 25 어린이집「행복씨앗� 인성교육」강사� 위촉식(시장실,10명)

5.� 26 소수박물관� 특별기획전� 개막행사(소수박물관)

5.� 26 2017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인문학� 콘서트� 4인사색[四人思索](선비촌,500명)
5.� 26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민관합동� 네트워크� 교류회(벨리나웨딩홀,100명)

5.26� ~� 5.29 2017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선비촌)

5.26� ~� 5.29 일본� 후지노미야시� 제11회� 산업페어(후지노미야시,33명)

5.27� ~� 5.28 2017� 영주� 소백산철쭉제(소백산� 일원)

5.� 29 확대간부회의(제1회의실,40명)

5.29� ~� 6.16 6․25� 전사자� 유해� 발굴(봉현면,116명)
5.� 30 「민선6기�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제16차� 정기회의(국립백두대간수목원)

5.� 30 농촌관광휴양시설� 위생·서비스·안전� 교육(농업기술센터,80명)

5.� 30 제55회� 경북도민체육대회� 해단식(그랜드컨벤션웨딩,300명)

5.� 31 2017년� 시청직원� 봄철� 농촌일손돕기(단산면� 외,150명)

5.� 31 영주시� 사회복지인� 체육대회(생활체육관,200명)

5.� 31 2017� 경북장애인체육대회� 해단식(관내식당,45명)

5.� 31 2017�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영주제일고등학교,350명)

5.� 31 죽계구곡� 힐링테마의� 길� 조성� 최종보고회(제1회의실,7명)

5.� 31 풍기인삼시장� 제2기� 상인대학� 입학식(상인회교육장,20명)

5.� 31 SNS� 홍보단� 월례회(관내식당,19명)

6.� 1 2017� 공무직� 임․단협� 제7차� 교섭(제1회의실,17명)
6.� 1 2017년�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선정� 주민� 설명회(하망동� 곱작골,50명)

6.� 1 2017� 진로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개강식(경북전문대학교,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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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무허가축사� 양성화� 추진에� 따른� 회의(부시장실,10명)

6.� 1 2017년� 제2회� 영주시계약심의위원회(제1회의실,11명)

6.� 1 2017� 민원공무원� CS교육(3기)� 2차� 교육(동양대학교,30명)

6.� 1 제6기�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위촉장� 수여식(제2회의실,18명)

6.� 1 6월� 직원� 소통&힐링� 월례회(시청강당,250명)

6.1� ~� 6.12 제21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영주시의회)

6.� 2 행정동우회� 6월� 월례회(동우회사무실,60명)

6.� 2 「6월� 호국보훈의� 달」보훈단체장� 간담회(충혼탑,13명)

6.� 2 경북� 농식품� 수출촉진� 대회� 및� 수출상담회(경주힐튼호텔,15명)

6.� 2 민주평통� 영주시협의회� 제17기� 8차� 정기회의(제1회의실,30명)

6.� 2 영주사과� 혁신지원단� 5월� 월례회(농업기술센터,40명)

6.� 3 제15회� 영주시족구협회장기� 족구대회(시민족구장,250명)

6.� 3 영주� 한우·돼지� 육가공� 공장� 개장식(안정면,100명)

6.� 3 청소년� ROCK&DANCE� 페스티벌(문화의거리,200명)

6.� 5 확대간부� 및� 읍면동장� 연석회의(시청강당,60명)

6.� 5 제22회� 환경의� 날� 기념식(시민회관,300명)

6.� 5 「청년이� 돌아오는� 경북만들기」협력� 다짐대회(대구대학교)

6.5� ~� 6.7 2017� 영주� 풍기인견� 서울� 특판·홍보행사(서울청계광장)

6.� 6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충혼탑,1000명)

6.� 7 장수면� 적십자봉사회� 신규� 결성식(장수면사무소,25명)

6.� 8 대중교통� 이용하여� 등교하기� 캠페인(동산여중,30명)

6.� 8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캠페인(남산초등학교,30명)
6.� 8 장수면� 갈산1리� 마을체육공원� 개장식(갈산1리,60명)

6.� 8 찾아가는� Safe-Up� 현장교육(제일어린이집,79명)

6.� 8 2017년� 개인정보보호� 교육(시청강당,200명)

6.� 8 영주� 콩� 가공산업� 육성사업� 역량강화� 아카데미(농업인교육관,30명)

6.� 8 인재육성� 장학금� 기탁식(시장실,2명)

6.� 9 2017년도� 2/4분기�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제1회의실,18명)

6.� 9 영주365시장�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 시상식(영주365시장,50명)

6.� 9 건강치아� 어린이� 선발대회(보건소,54명)

6.� 10 제25회� 영주� 학생음악경연대회(시민회관,150명)

6.� 10 농촌체험농장� 역량강화� 현장교육� 및� 협의회(단산면� 옥대리,40명)

6.� 12 확대간부회의(제1회의실,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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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2 제21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영주시의회)

6.� 12 2017� 영주시장배� 겸� 제17회� 영주시골프협회장배� 골프대회(예천골프장,160명)

6.� 12 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개관식(영주1동� 행정복지센터,200명)

6.� 12 산림� ICT� 융합산업� 활성화�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제2회의실,12명)

6.� 13 제4회� 영주시지적발달� 장애인� 자기권리� 주장대회(한국폴리텍영주캠퍼스,200명)

6.� 13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식(장애인종합복지관,500명)

6.13� ~� 6.14
201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제1회� 컨퍼런스� 및� 박람회
(서울� 송파구,250명)

6.14� ~� 6.18 Tour� de� Korea� 2017(영주구간� 6.16� ~� 6.17)(여수~서울,200명)

6.� 14 찾아가는� Safe-Up� 현장교육(베다니집� 외� 2,100명)

6.� 14 2017년� 농업체험학교� 상반기� 교육� 수료식(농업기술센터,37명)

6.� 14 EBS� ‘모여라� 딩동댕’� 공개촬영(문화예술회관)

6.� 15 2017년� 6월� 영주아카데미(시민회관,300명)

6.� 15 2017년� 당면과제� 현장농업인� 교육(이산면사무소,50명)

6.� 15 홈플러스� 영주점� 「안전� 인증시설」현판식(홈플러스� 영주점,8명)

6.� 15 인재육성� 장학금� 기탁식(영주소백라이온스클럽)(그랜드컨벤션웨딩,100명)

6.� 16 노인지도자� 특강(시민회관,500명)

6.� 16 「영주시� 교통환경개선� 계획� 수립」용역� 착수� 보고회(제2회의실,14명)

6.� 16 2017년� 당면과제� 현장농업인� 교육(평은면사무소,50명)

6.� 17 제16회� 청소년� 3대3� 농구대회(국민체육센터,200명)

6.� 19 영주시� ⇔� 동양대학교� 상생발전포럼(동양대학교,12명)

6.� 19 이산서원� 복원계획� 설명회(제1회의실,30명)

6.� 19 우리이웃� 심장지킴이� 직무교육(보건소2층,38명)

6.� 19 확대간부� 및� 읍면동장� 연석회의(시청강당,60명)

6.� 20 2017� 경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영주시� 선수단� 결단식(국민체육센터� 지하)

6.� 20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간담회� 및� 교육(대한노인회영주시지회,100명)

6.� 20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 시장․군수� 협력체� 회의(국립산림치유원,12명)
6.� 20 2017년도� 목욕업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시민회관,230명)

6.� 20 6차산업� 단지조성� 위한�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회(제1회의실,17명)

6.� 20 공동주택� 관리� 감사� 관련� 주민설명회(현대동산타운,30명)

6.� 21 축산현장� 애로기술해결� 맞춤형� 종합� 컨설팅(농업기술센터,200명)

6.� 21 한국농촌교육농장협의회� 경상북도지회� 임원회의(호수목장,23명)

6.� 21 협력적� 연구개발사업� 협력기관장� 간담회(국립산림약용자원연구소,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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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1 시민과� 소통․만남의� 날(영주1동행정복지센터,70명)
6.� 21 2017년� 성인지역량강화�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시청강당,120명)

6.� 21 제6회� 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제1분과)(제1회의실,9명)

6.� 21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교육(영주중학교,320명)

6.� 22 대중교통� 이용하여� 등교하기� 캠페인(영주여자중학교,30명)

6.� 22 TAP성공다짐대회� 및� 재배기술� 워크숍(시민회관,600명)

6.� 22 청년시장� 학사골목� 사업� 마스터플랜수립� 회의(제1회의실,11명)

6.� 22 가뭄대비� 관계부서� 추진실태� 및� 대책점검회의(제2회의실)

6.� 22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담당자� 대면컨설팅(제1회의실,32명)

6.� 22 2017� 영주진로체험지원센터� 사업설명회(경북전문대학교,80명)

6.� 22 영주항공� 인프라� 구축�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제1회의실,10명)

6.� 23 제20회� 3도� 접경면� 주민화합행사(부석초등학교,1300명)

6.� 23 찾아가는� Safe-Up� 현장교육(영일병설유치원� 외,300명)

6.� 23 2017년� 공동주택� 회계교육(시청강당,200명)

6.� 23 선비정신실천� 특강(영주세무서,50명)

6.� 23 영주사과� 혁신지원단� 6월� 월례회(농업기술센터,40명)

6.� 23 기업� 해피모니터� 간담회(관내식당,16명)

6.23� ~� 6.25 2017� 농촌여성� 과제교육� 작품전시회(시민회관,80명)

6.24� ~� 6.25 2017� 영주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시민운동장� 외,2500명)

6.� 24 영주시� 청소년� 국악&퓨전� 페스티벌(청소년문화의집,200명)

6.� 25 6․25전쟁� 제67주년� 기념식(국민체육센터,1000명)
6.� 25 영주공설시장「고객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영주공설시장)

6.� 26 확대간부회의(제1회의실,40명)

6.� 26 일자리창출� 청∙산∙학∙관� 협력� 다짐대회(상공회의소,90명)
6.� 26 2017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평가보고회(시청강당,70명)

6.� 26 청년시장� 학사골목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제2회의실,10명)

6.26� ~� 7.3 2017� 여름� 성균관대학교� 대학생� 농촌봉사활동(문수∙부석면,80명)
6.� 27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재난구호훈련(서천둔치,184명)

6.� 27 영주시⇔㈜비엔씨푸드� 투자양해각서� 체결식(제1회의실,20명)

6.� 27 영주호� 오토캠핑장�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제2회의실)

6.� 27 2017� 시민대학� 개강식(평생학습센터,90명)

6.� 27 2017년� 상반기� 환경미화원� 퇴임식(시민운동장� 회의실,100명)

6.� 27 주택가� 골목길� 소방통로� 환경개선� 캠페인(영주1동� 일원,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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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8 2017� 경북선비아카데미(교양과정)� 특강(영주문화원,45명)

6.� 28 2017� 상반기� 공무원� 퇴임� 및� 공로연수식(시청강당)

6.� 28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부설� 노인대학� 1학기� 수료식(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120명)

6.� 28 시장과� 함께하는� 수요행복민원실(시청� 민원실)

6.� 28 2017� 안전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영주예선)(가흥초등학교,200명)

6.� 29 선비인성교육을� 위한� 학부모� 연수(영광중학교,150명)

6.� 29 영주소백가정상담센터� 이전� 개소식(소백가정상담센터,50명)

6.� 29 제7기� 시정모니터� 위촉� 및� 간담회(시청강당,60명)

6.� 30 제4회� 삼봉배� 전국� 오픈� 라지볼� 탁구대회(국민체육센터,300명)

6.� 30 영주시⇔지역신문사� 출산장려� 업무협약식(보건소,20명)

6.� 30 이산면� 적십자봉사회� 신규� 결성식(이산면사무소,15명)

6.� 30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교육(종합사회복지관,100명)

6.� 30 2017� 영주� 선비포럼(서울� 강남구,120명)

7.� 1� ~� 7.2 제22회� 경북도지사기� 생활체육볼링대회(영주/서울볼링장,550명)

7.� 3 민선6기� 3주년� 7월� 직원� 소통&힐링� 월례회(시청강당,200명)

7.� 3 민선6기� 장욱현� 영주시장� 취임3주년� 기자� 간담회(시청강당,40명)

7.� 3 2017년� 예쁜� 치매쉼터� 운영자� 맞춤� 교육(보건소,26명)

7.� 3 확대간부� 및� 읍면동장� 연석회의(시청강당,60명)

7.� 4 2017� 당면과제� 현장농업인� 교육(사과)(부석주민자치센터,110명)

7.� 5 청소년문화활동공간� 위탁운영을� 위한� 협동조합� 컨설팅� 용역� 최종보고회(제2회의실)

7.� 5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할매․할배의날」� 행사(풍기농협하나로마트,80명)
7.� 5 제21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간담회(영주시의회)

7.� 5 2017� 당면과제� 현장농업인� 교육(사과)(단산면사무소,50명)

7.� 6 대중교통� 이용하여� 등교하기� 캠페인(제일고등학교,40명)

7.� 6 2017� 당면과제� 현장농업인� 교육(사과)(순흥면사무소,50명)

7.� 6 여성농업인학교� 교육생� 발표회(장생이� 녹색체험마을,50명)

7.� 7 찾아가는� Safe-up� 현장교육(중앙초등학교� 외,200명)

7.� 7 2017년도� 세탁업�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상공회의소,166명)

7.� 7 2017� 당면과제� 현장농업인� 교육(사과)(농업인복지회관,70명)

7.� 8 2017� 영주시� I-리그� 축구대회(시민운동장� 외,290명)

7.� 8 제26회� 영주시� 한농연․한여농� 가족화합행사(문수초등학교,800명)
7.� 8 2017� 문정야외물놀이장� 개장식(문정폭포� 앞)

7.� 8 주현미로� 만나는� K-JAZZ러브레터� 공연(문화예술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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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0 확대간부회의(제1회의실,40명)

7.� 10 찾아가는� Safe-Up� 현장� 안전교육(서부초등학교� 외,100명)

7.� 10 2017� 지방자치� 행정대상� 시상식(국회의원회관)

7.� 11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남부초등학교� ,30명)

7.� 11 Y-SMU포럼� “인구의� 날� 플래시몹”캠페인(그랜드컨벤션웨딩,60명)

7.� 11 2017� 성인지역량강화�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2차)(시청강당,100명)

7.� 11 산양삼생태체험단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제1회의실,18명)

7.11� ~� 7.14 제21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영주시의회)

7.� 12 도시재생� 옛길탐방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중앙시장,25명)

7.� 12 상인대학� 졸업식(풍기인삼홍삼� 상점가)(상인교육장,44명)

7.� 13 2017� 공무직� 임․단협� 제10차� 교섭(제1회의실,17명)
7.� 13 엄마사랑� 아가사랑� 행복교실(보건소� 회의실,40명)

7.� 14 2017년�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국민체육센터,1000명)

7.� 14 국제로타리� 3630지구� 《라일라� 캠프》선비정신� 실천� 특강(청소년수련원,150명)

7.� 14 영주시� ↔� 군산시� 걷기연맹� 자매결연식(보건소� 회의실,39명)

7.� 14 상인대학� 졸업식(풍기인삼시장)(상인교육장,51명)

7.� 14 인재육성� 장학금� 기탁식(백마가구사)(남서울웨딩,100명)

7.14� ~� 7.17 영주� ART� 2017� 「담장」(철쭉갤러리)

7.� 15 2017� 영주시장배� 탁구대회(국민체육센터,350명)

7.� 15 음악과� 사진이� 있는� 문화콘서트� 「영주의� 달밤」(효마루체험센터)

7.� 17 영주시� 노인복지관� 특강(영주시노인복지관,200명)

7.� 17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시민회관,300명)

7.� 17 재난안전상황실� 재구축사업� 현판식(재난안전상황실,8명)

7.� 17 확대간부� 및� 읍면동장� 연석회의(시청강당,60명)

7.� 17 영주시� 4-H연합회� 간담회(관내식당,50명)

7.� 18 2017� 영어진로동아리� 발표회(문화예술회관,400명)

7.� 18 2017년� 하반기�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교육(시청강당,60명)

7.� 18 「개별공시지가� 적정성� 심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제2회의실,19명)

7.� 18 영주시� 수출기업� 소통․협력� 간담회(상공회의소)
7.� 19 제3기� 영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시청� 및� 읍면동)

7.� 19 영주시� 민원콜센터� 개소식(민원콜센터,50명)

7.� 19 2017� 농업인학습단체� 화합� 행사(국민체육센터,1100명)

7.� 19 가족관계등록� 사무� 감사(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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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 영주시� 홍보대사� 위촉식(시장실)

7.� 19 제3기� 영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개표(시청강당)

7.� 20 민선6기�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제17차� 정기회의(영천시청)

7.� 20 2017� 성인지역량강화�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교육(시청강당,100명)

7.� 2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관련� 영상회의(제2회의실,23명)

7.� 20 풍기인삼� 혁신추진단� 월례회(풍기� 정보화마을,50명)

7.� 20 지역과� the� 소통하라� COOL한� 토크콘서트(문화예술회관)

7.� 20 7월� 영주아카데미� 운영(야간강좌)(시민회관,300명)

7.� 21 2017� 지역특화� 사업� 중간평가회(부석면,30명)

7.� 21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교육(영일초등학교,450명)

7.� 21 2017년� 상반기� 치안협의회� 회의(영주경찰서,25명)

7.� 21 2017�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시민회관,500명)

7.� 21 2017년� 자두� 재배기술교육(농업기술센터,100명)

7.� 21 휴천동� 삼각지� 광장� 물놀이� 바닥분수� 개장식(삼각지마을,130명)

7.� 21 도시경관전략계획수립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제2회의실,7명)

7.� 21 2017� 세계유교문화축전� 오락가락� 콘서트(풍기� 남원천)

7.21� ~� 7.22 영주시� 아동참여위원� 역량강화� 워크숍(국립산림치유원,100명)

7.22� ~� 7.23 2017� 영주창의융합축전(개막식� 7.22.� 10:00)(국민체육센터)

7.� 22 찔레꽃향기� 작은음악회(무섬마을)

7.� 22 민해경과� 함께하는� 2017� 행복영주,� 힐링음악회(문화예술회관)

7.� 24 확대간부회의(제1회의실,40명)

7.� 24 봉현면� 오현2리� 경로당� 준공식(오현2리경로당,50명)

7.� 24 농작업� 안전지킴이� 역량강화� 교육(농업기술센터,100명)

7.� 24 평은면� 적십자봉사회� 신규� 결성식(평은면사무소,27명)

7.24� ~� 8.2 영주소백산컵� 2017� 하계클럽� 유소년� 축구대회(시민운동장� 외,2500명)

7.25� ~� 7.26 2017� 국제� IT체험� 행사(개회식� 7.25� 11:00)(국민체육센터,2000명)

7.25� ~� 7.26 경북� 자원봉사� 영주시� 캠프‘청소년� SDGs� 포레스트볼’(산림치유원� 외,54명)

7.� 25 영주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제2회의실,12명)

7.� 25 죽계천�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주민설명회(순흥면사무소,50명)

7.� 25 산림과학벨트� 형성을� 위한� 세미나(시청강당,200명)

7.� 26 풍기농협� 경매식� 집하장� 개장식(풍기농협� 백신지점,200명)

7.� 26 시장과� 함께하는� 수요행복민원실(시청� 민원실)

7.� 26 과수분야� 시범사업� 중간평가회(농업기술센터,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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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6 제7회� 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제1분과)(제2회의실,9명)

7.� 26 찾아가는� 시민대상� 심폐소생술� 교육(문정물놀이장,200명)

7.� 27 대중교통� 이용의� 날(시청� 및� 보건소)

7.� 27 영주시� 우박피해� 대책위원회� 간담회(NH농협은행� 영주시지부,21명)

7.� 27 5기� 걷기지도자� 2급� 수료식(관내식당,57명)

7.� 28 이산면� 적십자봉사회� 신규� 결성식(이산면사무소,15명)

7.� 28 2017년산� 영주복숭아� 동남아시아� 수출선적� 행사(순흥면,80명)

7.� 28 2017� 을지연습� 세부실시계획� 전달회의(시청강당,80명)

7.� 28 ｢산양삼생태체험단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제1회의실,20명)
7.� 28 시민과� 소통․만남의� 날(축협� 한우프라자,50명)
7.� 30 어린이음악극� ‘오늘이’(문화예술회관)

7.� 31 확대간부회의(제1회의실,40명)

7.� 31 2017년� 하계� 농촌지역� 어린이� 영어캠프� 입교식(동양대학교,50명)

7.� 31 무허가축사� 양성화� 추진에� 따른� 간담회(제1회의실,21명)

8.� 1 2017년� 상반기� 퇴직자� 정부포상� 전수식(시장실,5명)

8.� 1 8월� 직원� 소통&힐링� 월례회(시청강당,250명)

8.� 1 주민자치연합회� 8월� 월례회(영주1동행정복지센터,20명)

8.� 2 ｢찾아가는� 선비~데이(day)｣(상망동주민센터,50명)
8.� 2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 관련� ｢영주지하차도공사｣ 주민설명회
(남산초등학교,200명)

8.� 2 찾아가는� 시민�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문정물놀이장,200명)

8.� 3 영주사과� 혁신을� 위한� 워크숍(풍기문화의집,300명)

8.� 3 2017� 시민대학� 수료식(평생학습센터,80명)

8.� 3 홈페이지� 통합� 및� 기능개선� 중간� 보고회(제2회의실,15명)

8.� 3 2017� 원예작물� 시범사업� 현장� 평가회(부석면� 감곡리,70명)

8.� 3 영주2호�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식(영주기독병원,50명)

8.� 4 2017� 영주지역� 교육행정협의회(관내식당,20명)

8.� 4 2017�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여기관·단체� 관계관� 회의(안전재난과,6명)

8.� 4 2017� 영주� 블루스뮤직� 페스티벌(본공연� 20:00)(서천둔치)

8.� 5 전국아마추어밴드� 경연대회(예선,� 본선)(시민회관)

8.� 7 확대간부� 및� 읍면동장� 연석회의(시청강당,60명)

8.� 7 찾아가는� 전통시장� 건강� 돌보미(풍기인삼홍삼센터,80명)

8.� 7 영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월례회(남서울웨딩,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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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 2017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적응반)� 교육� 개강식(농업기술센터,80명)

8.� 8 찾아가는� 전통시장� 건강� 돌보미(소백쇼핑몰,80명)

8.� 9 2017년� 제3차� 시(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제1회의실,14명)

8.� 9 2017년도� 을지연습� 공직자� 안보강연회(시청강당,200명)

8.� 9 2017� 을지연습� 근무자� 교육� 및� 비상대비� 시스템� 교육(시청강당,200명)

8.� 9 찾아가는� 시민�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문정물놀이장,200명)

8.9� ~� 8.12 ｢2017� 꿈의� 오케스트라｣ 여름캠프(청소년수련원,75명)
8.10� ~� 8.11 2017년‘영재� 상상의� 나래를� 펴다’영재캠프(콩세계과학관,250명)

8.10� ~� 8.15 영주시� 변천사� 사진� 전시회� ｢추억의� 영주｣(홈플러스� 영주점)
8.� 10

신영주번개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위탁용역� 현장설명회
(신영주번개시장� 상인교육장)

8.� 10 2018년도� 고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고현1통경로당,74명)

8.� 11 2017� 말복맞이� 어르신� 삼계탕� 나눔� 행사(그랜드컨벤션웨딩,700명)

8.� 11 2017소외계층지원사업‘사랑의쌀나누기’(새마을회관,130명)

8.� 11 2017�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여기관� 실무자� 회의(2차)(제1회의실,9명)

8.� 11 2017년� 학생� 인성인문강좌� 수료식(영주시립도서관)

8.� 11 2018년도� 고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고현2통마을회관,80명)

8.13� ~� 8.15 제1회� 영주시장배� 전국명문� 유소년클럽초청� 농구대회(국민체육센터� 외,400명)

8.� 14 확대간부회의(제1회의실,40명)

8.� 14 2017� 을지연습� 준비상황보고회(제1회의실,40명)

8.� 14 8.15� 광복쌀� 벼베기� 행사(안정면� 오계리,50명)

8.� 14 제1회� 영주시장배� 전국명문� 유소년클럽초청� 농구대회� 개막식(국민체육센터,400명)

8.� 14 2018� 국가투자예산� 확보� 관련� 간담회(시청강당,40명)

8.15� ~� 8.16 뮤지컬� ｢형제의� 나라｣ -� 유료공연(문화예술회관)
8.15� ~� 8.20 시간의풍경� 설치미술전(문화예술회관� 광장)

8.� 15 제72주년� 광복절� 기념식(시민회관,600명)

8.� 16 찾아가는� 선비~데이(day)(휴천3동주민센터,50명)

8.� 16 소남한시회� 아회(雅會)(소수서원� 취한대,20명)
8.� 16 2017� 경상북도� 교육장협의회(콩세계과학관,30명)

8.� 16 2017년� 3/4분기� 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제1회의실,23명)

8.� 16 제2차� 영주시�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회의(영주1동� 행정복지센터,26명)

8.� 16 풍기인삼� 혁신추진단� 월례회(풍기정보화마을,50명)

8.� 16 찾아가는� 시민�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문정물놀이장,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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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7 어르신� 건강관리� 교육(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100명)

8.� 17 농촌체험관광교육농장� 체험� 모니터링(봉현면,25명)

8.� 18 영주� 쌀소비� 홍보캠페인� LOVE�米 WITH�米(동산고� 외� 3,1750명)
8.� 18 착한가게(어린이집)� 현판� 전달식(청소년문화의집,30명)

8.� 18 농업인단체협의회� 이사회(관내식당,18명)

8.� 18 산림분야� 국립기관� 및� 자치단체� 간� MOU체결식(경북도청)

8.� 18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한궁대회(생활체육관,300명)

8.� 18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추진점검� 영상회의(재난안전상황실,12명)
8.� 18 2017� 하계� 농촌지역� 어린이� 영어캠프� 수료식(동양대학교,50명)

8.� 19 영주시� 4-H인의� 날� 행사(부석� 소백예술촌,200명)

8.� 21 2017�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회(제1회의실,40명)

8.� 21 2017년� 하반기� 시민교육� 개강식(평생학습센터,250명)

8.� 21 제3차� 영주시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회의(영주1동� 행정복지센터,21명)

8.� 21 확대간부� 및� 읍면동장� 연석회의(시청강당,60명)

8.21� ~� 8.24 2017� 을지연습(종합상황실)

8.21� ~� 8.24 중국� 소관시� 청소년� 대표단� 영주� 방문(영광고� 외,29명)

8.� 22 청소년� 진로� 특강(영광여중,378명)

8.� 22 2017� 농촌� 현장포럼(단산면� 옥대리,46명)

8.� 22 영주시� 4-H연합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시장실,4명)

8.� 22
시민과� 소통·만남의� 날(시민과� 소통하는� 온라인� 세상� 만들기)
(가흥1동� 행정복지센터,50명)

8.� 23 시장과� 함께하는� 수요행복민원실(시청� 민원실)

8.� 23 품목별� 상설교육(사과,� 원예)(농업기술센터,150명)

8.� 23 2017� 농업체험학교(하반기)� 개강식� 및� 교육(농업기술센터,40명)

8.� 23 대원사� 포교원� 사랑의� 쌀� 기탁식(시청� 현관,6명)

8.� 24 도시경관� 전략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제2회의실,9명)

8.� 24 한국청소년� 인터넷뉴스� 청소년기자단� 간담회(제1회의실,15명)

8.� 24 8월� 영주아카데미(유쾌한� 소통의� 법칙)(시민회관,500명)

8.� 25 어린이놀이터� 조성� 학생·학부모� 워크숍(부석초등학교,80명)

8.25� ~� 8.26 2017� 경상북도� 이․통장연합회� 능력개발� 교육(국립산림치유원� 외,150명)
8.25� ~� 8.3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해당부서)

8.� 26
할매할배의� 날� 기념� 세대공감� 통통(通統)� 가화만사성(해피아트� 테라피)
(노인복지관,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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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7 (사)한국대학경기연맹� 임시� 이사회(제1회의실,40명)

8.� 28 확대간부회의(제1회의실,40명)

8.� 28 제38회� 영주시민체육대회� 간담회(체육회� 사무실,49명)

8.� 28 제21회� 영주시민대상� 심사위원회(제1회의실,14명)

8.� 29 2017년� GAP� 인증농가� 기본교육(농업인회관,90명)

8.� 29 사과의무자조금� 농업인� 교육(영주APC,100명)

8.� 29 제8회�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1분과)(제2회의실,9명)

8.� 29 2017년�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제1회의실,13명)

8.� 30 「2017�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현장보고회(시민운동장� 회의실,50명)

8.� 30 공공기관� 및� 기업체� 구매담당자� 회의(제1회의실,23명)

8.� 30 문화의� 별,� 영주에� 내리다(148아트스퀘어� 앞,1000명)

8.� 31 영주시� 장애인단체장� 간담회(관내식당,16명)

8.� 31 2018�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예산편성방침� 시달회의(시청강당,106명)

8.� 31 2017� 꿈의� 오케스트라� 「향상음악회」(시민회관,300명)

8.� 31 SNS� 홍보단� 월례회(관내식당,21명)

9.� 1 경북전문대학교� 제3기� 농산물가공과정� 특강(경북전문대학교,30명)

9.� 1 행정동우회� 9월� 월례회(영주2동주민센터,60명)

9.� 1 풍기선비골인삼시장� 상인교육장� 준공식(풍기선비골인삼시장,50명)

9.� 1 9월� 직원� 소통� &� 힐링� 월례회(시청강당,250명)

9.1� ~� 9.2 2017� 영주시� 청소년� 여름과학캠프(청소년수련원,78명)

9.� 2 할매할배의� 날� 기념� 세대공감� 통통(通統)� 가화만사성(노인복지관,60명)
9.� 4 확대간부� 및� 읍면동장� 연석회의(시청강당� ,60명)

9.� 4 장수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용역� 보고회(장수면사무소,20명)

9.� 4 제219회� 영주시의회� 의장단(의원)� 간담회(영주시의회)

9.� 4 장애인� 교통안전� 경북순례� 캠페인� 및� 영주시민� 결의대회(그랜드컨벤션웨딩,300명)

9.� 4 2017년� 교통안전� 시민촉구대회(그랜드컨벤션웨딩,300명)

9.� 5 제10회� 영주시� 조례규칙심의회(부시장실)

9.� 5 바르게살기운동� 영주시협의회� 수련대회(국민체육센터,900명)

9.� 5 한국청소년� 인터넷뉴스� 청소년기자단� 간담회(제1회의실,15명)

9.� 5 사과발전연구회� 운영위원회(과수시험장,40명)

9.5� ~� 9.7 2017� 시민건강체험마당(서천둔치)

9.� 6 찾아가는� 수요행복민원실(풍기읍사무소)

9.� 6 201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임시총회(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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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 2017년� 농업인대학(사과,� 한우)� 교육(농업기술센터,177명)

9.� 6 아토피� 예방관리� 교육(동부초등학교,150명)

9.� 7 아토피� 예방� 인형극� 공연(문화예술회관,940명)

9.� 7 제13회� 경북� 적십자봉사원� 어울림� 한마당(국민체육센터,3000명)

9.� 7 2017� 영주시� 지역사회복지대회(시민회관,300명)

9.� 7 콩세계과학관� 가을사랑� 작은� 음악회(콩세계과학관,700명)

9.� 8 2017� 영주시� 의용소방대연합회(KT&G영주공장,1000명)

9.8� ~� 9.10 제27회� 경북도민생활대축전� 참가(구미시)

9.� 9 자원순환� 아나바다� GO장터� 운영(청소년문화의집,200명)

9.� 9 제23회� 영주시청소년가요제(문화예술회관,400명)

9.� 10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 착수보고회(직소민원실,11명)

9.� 11 2017년� 장수부부� 합동� 회혼례(그랜드컨벤션웨딩,100명)

9.� 11 확대간부회의(제1회의실,40명)

9.� 11
2017� 영주시� 주민자치� 동아리� 경연� 및� 한마음대회(개회식� 11:00)
(국민체육센터,1000명)

9.� 11 2017년� 규제개혁� 점검회의(제1회의실,15명)

9.� 11 2017� 경북영주� 풍기인삼축제� 및� 사과축제� 준비상황� 보고회(시청강당,100명)

9.11� ~� 9.20 제21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영주시의회)

9.� 12 제4기� 도시재생대학� 수료식(휴천3동주민센터,60명)

9.� 12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영주초등학교)

9.� 12 2017� 생태도시� 지방정부� 협의체� 결성� 협약식(경기도� 안산,50명)

9.� 12 ｢소각산불없는� 녹색마을｣ 현판식(평은면� 오운2리� 외,60명)
9.� 12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제2회의실,14명)

9.� 13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직무� 교육(시청강당,100명)

9.� 13 찾아가는� 수요행복민원실(상망동주민센터)

9.� 13 2017년� 제3회�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제2회의실,23명)

9.� 13
｢도시재생� 선도사업｣ 종합운영체계� 및� 성과관리방안� 연구수행� 중간보고회
(제1회의실,26명)

9.� 13 제3기� 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국민체육센터)

9.� 14 대중교통� 이용하여� 등교하기� 캠페인(영주여고)

9.� 14 2017� 민원공무원� CS교육(4기)� -� 2차(동양대학교,30명)

9.� 14 영주시노인복지관� 개관식(노인복지관,700명)

9.� 14 ｢경륜훈련원｣ 순흥면민� 소화기� 전달식(순흥면사무소,20명)



2017-2018

시정백서

952� 제4편� 부록

일� 시 내� 용

9.� 15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특강(시민운동장� 회의실,25명)

9.� 18 풍기인삼혁신추진단� 월례회(풍기� 정보화마을,58명)

9.� 18 영주시� 수출기업협의회(가칭)� 창립총회(상공회의소)

9.� 18 확대간부� 및� 읍면동장� 연석회의(시청강당,60명)

9.� 19 6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직소민원실,10명)

9.19� ~� 9.20 경로당� 임원� 역량강화� 교육(국림산림치유원,124명)

9.20� ~� 9.21 농업경영인� 영주시연합회� 워크숍(선비문화수련원,80명)

9.� 20 2017년� 재난대응� 안전경북훈련(영주농협� 파머스마켓,200명)

9.� 20 2017� 힐링� 영주� 일자리� 박람회(국민체육센터)

9.� 20 제38회� 영주시민체육대회� 대표자� 회의(생활체육관,60명)

9.� 20 찾아가는� 수요행복민원실(이산면사무소)

9.� 20 (사)경북� 여성기업인협의회� 영주지회� 창립총회(관내식당,20명)

9.� 21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주시협의회� 출범식(시청강당,60명)

9.� 21 9월� 영주아카데미(시민회관,300명)

9.� 21 2017�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 및� 간담회(상공회의소,100명)

9.� 21 2017� 민원공무원� CS교육(5기)� -1차(동양대학교,30명)

9.� 21 고려인삼� 시·군� 협의회� 정기총회(금산시)

9.� 21 사회복지법인� 이레마을� 솔향내� 음악회(소망의집,300명)

9.� 22 “세계� 차� 없는� 날”행사(시청� 및� 보건소)

9.� 22 2017년도� 3/4분기�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제1회의실,18명)

9.� 22 제11회�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국민체육센터,1000명)

9.� 22 이산권역� 종합정비사업� 준공식(이산면� 석포리,150명)

9.� 22 금계� 황준량� 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 학술대회(시민회관)

9.� 22 영주시� 공유재산심의회(부시장실,7명)

9.� 22 시민과� 소통·만남의� 날(영주농협� 장수지점,60명)

9.� 22 2017� 고택음악회(무섬마을,100명)

9.� 22 가족오페라‘헨젤과� 그레텔’공연(문화예술회관)

9.� 23 제3회� 영주시민� 민속장기대회(영주역� 2층,200명)

9.� 23 걷기� 시범� 아파트� 건강체험관� 운영(세영리첼APT,500명)

9.� 23 팔도� 농특산물� 상생장터� 개장식� 및� 지방정부� 상생협의회� 발족식(광명시)

9.� 23 2017영주� 무섬외나무다리축제(문수면� 무섬마을,900명)

9.� 23 2017� 세계유교문화축전� ｢라디엔티어링｣(문수면� 무섬마을,200명)
9.� 23 2017� 소백산� 영주풍기인삼� 가요제� 예심(풍기읍� 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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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3 동천사� 산사음악회(동천사)

9.� 25 확대간부회의(제1회의실,40명)

9.� 25 2018년� 정부합동평가� 대책보고회(제1회의실,25명)

9.� 26 민선6기�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제18차� 정기회의(영덕군)

9.� 26 새마을� 실버아카데미(새마을회관,150명)

9.� 26 제11회� 신장장애인� 복지대회� 및� 건강세미나(남서울웨딩홀,200명)

9.� 26 2017년� 제11회� 영주시� 조례규칙심의회(부시장실)

9.� 27 향교� 추계� 석전대제(영주향교� 외)

9.� 27 2017년� 모범운전자회� 3/4분기� 상황점검(새마을회관,80명)

9.� 27 찾아가는� 수요행복민원실(하망동주민센터)

9.� 27 제220회� 영주시의회� 의장단(의원)� 간담회(영주시의회)

9.� 27 직장� 내�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시청강당,300명)
9.� 27 2017년� 수질오염� 사고대응� 현장� 합동훈련(제2가흥교,100명)

9.� 27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전식(옛)영주1동사무소,114명)

9.� 27 도시재생지원센터� 활동가� 양성� 교육� 개강식(옛)영주1동사무소,50명)

9.� 27 2017� 문화가� 있는� 날� ｢영주야!� 끼를� 보여줘｣(148아트스퀘어)
9.27� ~� 9.29 2017년�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복지시설� 32개소)

9.28� ~� 9.29 경로당� 임원� 역량강화� 교육(국립산림치유원,135명)

9.� 28 대중교통� 이용하여� 등교하기� 캠페인(동산고등학교)

9.� 28 단산면� 게이트볼장� 준공식(옥대1리,100명)

9.� 28 찾아가는� Safe-Up� 현장� 교육(시민유치원� 외,220명)

9.� 28 제26회� 영주시지체장애인� 자립실천� 대회(시민회관,800명)

9.� 28 순흥면� 게이트볼장� 준공식(읍내1리,50명)

9.� 28 바르게살기운동� 여성회� 우리문화� 알리기� 선비문화� 특강(종합사회복지관,100명)

9.� 28 2017� 민원공무원� CS교육(5기)� -� 2차(동양대학교,30명)

9.� 28 경북� 북부권� 지속가능� 발전과제� 발굴� 순회� 토론회(인삼박물관,40명)

9.� 28 동지역� 초등학교� 급식경비� 지원에� 대한� 간담회(제1회의실,30명)

9.� 28 경북� 영주� 대표음식� 육성사업� 메뉴개발� 중간보고회(농업기술센터,30명)

9.� 28 ｢2017�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최종설명회(시청강당,50명)
9.� 28 SNS홍보단� 월례회(관내식당,21명)

9.� 29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골목시장� 외,1000명)

9.� 29 제42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식(예천군,600명)

9.� 29 2017년� 제9회�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1분과)(제2회의실,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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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 10.14 제1회� 전국� 항공정비기능대회

10.12� ~� 10.20 제2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영주시의회)

10.13� ~� 10.14 2017� 영주� BOOK� 페스티벌(영주시립도서관)

10.14� ~� 10.15 제14회� 영주시장기타기� 전국축구대회(시민운동장� 외,1000명)

10.14� ~� 10.15 제40회� 영주풍기인삼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시민테니스장� 외,1000명)

10.19� ~� 10.21 2017� 경상북도� 건축대전(148아트스퀘어,2000명)

10.20� ~� 10.28 영주365시장� 가을보따리� 대축제(영주365시장)

10.20� ~� 10.29 2017�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서천둔치� 외)

10.21� ~� 10.22 2017� 영주소백힐링전국걷기대회(,8000명)

10.21� ~� 10.29 2017� 경북영주� 풍기인삼축제(풍기읍� 남원천)

10.23� ~� 10.24 제8회� 대한파크골프협회장기� 전국파크골프대회(서천파크골프장,500명)

10.� 26 제7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시상식(전남� 여수)

10.� 27 2017� 경상북도� 자활한마당(국민체육센터,1500명)

10.� 27 2017년도� 민방위� 보충교육(1차-②)(시민회관,620명)

10.� 27 2017� 영주� 사과축제� 현장보고회(부석사� 일원)

10.� 27 2017� 풍기인삼축제� 전국� 댄스� 경연대회(풍기인삼축제장)

10.� 28 2017� 콩� 문화� 페스티벌(콩세계과학관)

10.� 28 제3회� 할매․할배의� 날� 기념식(경북도청)
10.� 28 제1회� 영주시청소년� 랩� 경연대회(영주중앙시장,200명)

10.� 28 2017년� 마애삼존불� 보존을� 위한� 문화행사(가흥동� 마애삼존불,300명)

10.� 28 2017� 풍기인삼축제� 소백산� 영주풍기인삼� 가요제� 본선(풍기인삼축제장)

10.� 28 가수� 박강성과� 함께하는� ｢쉘위댄스｣ 공연(문화예술회관)
10.28� ~� 10.29 제7회� 한국대학스포츠대전(,2000명)

10.28� ~� 11.5 2017� 영주� 사과축제(부석사� 일원)

10.28� ~� 11.5 제2회� 영주� 선비․사찰음식� 한마당� 대회(,명)
10.28� ~� 11.5 2017� 영주� 사과축제(부석사� 일원)

10.� 29 2017� 풍기인삼축제� 우수� 주민자치� 동아리공연(풍기인삼축제장)

10.� 29 2017� 풍기인삼축제� 폐막식(풍기인삼축제장)

10.� 30 확대간부회의(시청� 제1회의실,40명)

10.� 30 순흥향교� 문화전승보전� 기로연(한국선비문화수련원,100명)

10.� 30 2017�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정기회� 및� 체육대회(봉화군청� 외)

10.� 30 2018년� 정부합동평가� 대책보고회(시청� 제1회의실,30명)

10.� 30 제65주년� 향군의� 날� 기념식(재향군인회관,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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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 11.3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관내� 일원)

10.30� ~� 11.5 2017� 인문주간� 행사(문화예술회관� 외)

10.� 31 2017� 제3회� YOUNG主人 진로축제� 한마당(경북전문대학교,1300명)
10.� 31 ｢제38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시각장애인� 복지증진대회(벨리나웨딩홀,300명)
10.� 31 찾아가는� 수요행복민원실(문수면사무소)

11.� 1 찾아가는� 수요행복민원실(영주2동주민센터)

11.� 1 2017년� 전국단위� 지진대피훈련(영주시청,300명)

11.� 1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교육(동산고등학교,370명)

11.� 1 11월� 직원� 소통&힐링� 월례회(시청� 강당,250명)

11.� 2 2017� 여성단체회원� 한마음� 대회(개회식� 11:00)(국민체육센터,500명)

11.� 2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새희망병원,200명)

11.� 2 영주시� 투자유치위원회� 회의(시청� 제2회의실,10명)

11.� 2 SNS� 홍보단� 월례회(관내식당,21명)

11.� 3 2017년� 영주시� 이․통․반장� 화합� 한마당대회(서천둔치,1500명)
11.� 3 경북� 북부권역� 대토론회(안동시)

11.� 3 바르게� 주부대학� 27기� 수료식(새마을회관,150명)

11.� 3 6기� 걷기지도자� 2급� 수료식(관내식당,52명)

11.� 3 공동주택� 관리� 감사� 시행� 및� 주민설명회(청구아파트)

11.� 4 2017� 백두대간� 그란폰도� 대회(관내일원,2000명)

11.� 4 소백풍물� 30주년� 기념� ｢소백풍물� 한마당｣(시민회관,300명)
11.� 6 확대간부회의(시청� 제1회의실,40명)

11.� 6 2017년도� 제13회� 영주시� 조례규칙심의회(부시장실)

11.� 6 2017년�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시청� 제1회의실,15명)

11.� 6 소백산� 복합휴게타운�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시청� 제1회의실)

11.� 6 ｢영주시� 열린어린이집� 지정서｣ 전달식(시청� 제2회의실)
11.� 7 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워크숍(시청� 강당� 외,76명)

11.� 7 제22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장단(의원)� 간담회(영주시의회)

11.� 7 2017� 신규농업인� 영농정착반� 수료식(농업기술센터,64명)

11.� 7 2017년� 하반기�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교육(시민운동장� 회의실,20명)

11.� 8 KT&G� 상상펀드� 발대식(KT&G영주공장,100명)

11.� 8 아토피� 안심기관� 예방관리� 교육(동부초등학교,120명)

11.� 8 영주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촉식(시청� 제1회의실,9명)

11.� 8 찾아가는� 수요행복민원실(장수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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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8 2017� 농업체험학교(하반기)� 교육� 및� 수료식(농업기술센터,40명)

11.� 8 시민과� 함께� 하는� 저출산� 극복� 노벨리스� 문화제(문화예술회관,500명)

11.� 9 대중교통� 이용하여� 등교하기� 캠페인(영광중학교)

11.� 9 공동주택� 안전관리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새마을회관)

11.� 9 ｢제54주년� 소방의� 날｣ 행사(영주소방서,160명)
11.� 9 찾아가는� 선비~데이(평은면사무소,50명)

11.� 9 2018~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시청� 제2회의실,11명)

11.� 9 2017� 민원공무원� CS교육(8기)� 1차� 교육(동양대학교,30명)

11.� 9 2017� 영주시� 지역사회복지세미나(종합사회복지관,80명)

11.10� ~� 11.15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 영주시� 대표단� 참가(베트남)

11.� 10 전몰군경유족회� 호국영령� 추모제(충혼탑,100명)

11.� 10 기려자� 송상도지사� 학술대회(소수박물관,100명)

11.� 10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간담회(농업기술센터,20명)

11.� 10 2017년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시민운동장� 회의실,105명)

11.� 11 2017� 시민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영주시립도서관,80명)

11.� 11 제1회� 영주시장배� 종별� 수영대회(동진스포츠센터)

11.� 12 제6회� 영주탁구클럽� 동호인대회(국민체육센터)

11.� 12 ｢영주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가을음악회(문화예술회관)
11.� 13 확대간부회의(시청� 제1회의실,40명)

11.� 13 풍기지역� 원룸활성화� 간담회(풍기읍사무소,10명)

11.� 13 2017년도� 청사� 소방합동훈련(시청� 전정)

11.� 13 행복씨앗� 인성교육� 강사� 간담회(관내식당,16명)

11.� 14 녹색어머니회�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자전거공원,30명)

11.� 14 제2회� 영주시게이트볼협회장기� 대회(개회식� 11:00)(시민운동장� 보조구장,400명)

11.� 15 2017년�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KT&G영주공장,200명)

11.� 15 소고� 박승임� 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제전(그랜드컨벤션웨딩,500명)

11.15� ~� 11.17 영주시� 새마을회� 사랑의� 김장� 담그기(새마을회관,192명)

11.16� ~� 11.18 영주365시장� 김장� 이벤트(특가판매행사)(영주365시장)

11.� 16 11월� 영주아카데미� 및� 도민참여교육(시민회관,300명)

11.� 16 ｢불조심� 강조의� 달｣ 화재예방� 캠페인(전통시장� 일원,45명)
11.� 16 11월� 시민과� 소통·만남의� 날(148아트스퀘어,100명)

11.� 16 귀농·귀촌인� 사랑방� 운영(부석면행정복지센터,30명)

11.17� ~� 11.19 우박사과� 홍보·판촉활동(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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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7 2017년� 하반기� ｢사랑의� 헌혈운동｣(시청전정)
11.� 17 ｢홈페이지� 통합� 및� 기능개선｣ 사업� 최종보고회(시청� 제2회의실,20명)
11.� 17 제78주년�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광복공원,300명)

11.� 17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육(동산여중,340명)

11.� 17 건강한� 겨울나기� 어르신� 건강관리� 교육(노인복지관,80명)

11.� 17 6차산업� 주도� 과수� 스마트팜� 현장� 평가회(농업기술센터,80명)

11.� 17 찾아가는� 수요행복민원실(휴천1동주민센터)

11.� 17 자원봉사자·후원자� 감사의� 날(벨리나웨딩,200명)

11.� 17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시청� 제2회의실,14명)

11.� 17 통일시대� 시민교실(시청강당,200명)

11.� 17 2017년도� 민방위� 비상보충소집훈련(2차)(읍면동,250명)

11.� 18 2017년� 영주시� 4-H� 경진대회(농업기술센터,250명)

11.� 19 제2회� 영주시장배� 댄스스포츠� 경기대회(개회식� 14:00)(국민체육센터,500명)

11.� 19 상망동� 게이트볼장� 준공식(상망동� 647-4,50명)

11.� 20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개회식� 11:00)(국민체육센터,1000명)

11.� 20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 종사자� 교육(시민운동장� 회의실,44명)

11.� 20 제3차� 영주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회의(영주1동� 행정복지센터,21명)

11.� 20 2017년� 제4회�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본회의)(시청� 제1회의실,23명)

11.� 20 확대간부� 및� 읍면동� 연석회의(시청� 강당,60명)

11.� 2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시청� 제2회의실,10명)

11.� 21 2017년� 반부패․청렴실천� 교육(2차� 14:00)(문화예술회관)
11.� 21 새마을� 실버아카데미(새마을회관,150명)

11.� 21 안정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식(대학로284번길� 5,300명)

11.� 21 영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 회의(시청� 제2회의실,15명)

11.� 21 2017�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발표회(안정면사무소,100명)

11.� 21 2018년� 정부합동평가� 대책보고회(시청� 강당,40명)

11.� 22 찾아가는� 수요행복민원실(안정면사무소)

11.� 22 낙화암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 주민설명회(부석면� 행정복지센터,50명)

11.� 22 제11회�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제1분과)(시청� 제2회의실,9명)

11.� 22 부모교육� 특별강연회(청소년상담복지센터,50명)

11.� 22 영주시� 교통환경� 개선계획� 수립용역� 1차� 보고회(시청� 제1회의실,19명)

11.22� ~� 12.20 제22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영주시의회)

11.� 23 학교폭력� 예방� 성교육� ｢춘향이의� 첫날밤｣ 공연(문화예술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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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3 2017년도� 모범업소� 지정에� 따른� 영업자� 친절·위생교육(영주1동� 행정복지센터,60명)

11.� 24 영주� 구곡길� 걷기� 라디엔티어링(죽계구곡� 일원,100명)

11.� 25 제3회� 초·중·고� 배드민턴대회(국민체육센터,250명)

11.� 25 신영주번개시장� 먹거리� 한마당� 축제(신영주번개시장,300명)

11.� 25 2017� 가족� 민속놀이� 한마당(서천둔치,300명)

11.� 25 148아트스퀘어� 개관식(148아트스퀘어,300명)

11.25� ~� 11.26 2017� 영주시축구협회장배� 축구대회(시민운동장,250명)

11.25� ~� 11.26 2017� 영주시클럽최강전� 배드민턴대회(국민체육센터,500명)

11.27� ~� 11.28 2017� 하반기� 창의행정� 학습동아리� 워크숍(수원시� 일원)

11.27� ~� 11.29 2017� 영주� 학생� 예술제(문화예술회관,500명)

11.� 27 확대간부회의(제1회의실,40명)

11.� 27 평은면� 신평마을회관� 준공식(평은면,70명)

11.� 27 2017� 영주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제1회의실,12명)

11.� 28 직원� 힐링� 산림치유체험(17기)(국립산림치유원,61명)

11.� 28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평가회(대한노인회영주시지회,100명)

11.� 28 2017� 경상북도� 노사민정� 합동� 워크숍(근로자복지회관,50명)

11.� 28 영주시� 지방건축위원회(강당,24명)

11.� 28 2017� 소방차활동공간확보� 우수공동주택� 현판식(현대동산아파트,50명)

11.� 29 2017년�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부설� 노인대학� 졸업식(대한노인회영주시지회,110명)

11.� 29 생활개선영주시연합회� ‘효실천� 사랑나누기’(벨리나웨딩홀,100명)

11.� 29 영주향교� 기로연(벨리나웨딩홀,200명)

11.� 29 식량작물시범사업� 현장평가회(단산면,30명)

11.� 29 찾아가는� 수요행복민원실(휴천2동)

11.� 29 2017� 경북영주� 풍기인삼축제� 평가보고회(강당,70명)

11.� 30 영주동� 거점주차장조성사업� 실시설계� 착수보고회(제1회의실,20명)

11.� 30 제22회� 경륜선수후보생� 졸업식(경륜훈련원,26명)

11.� 30 영주시� 근대문화유산� 지정신청�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제2회의실,11명)

11.� 30 제30회� 세계� 에이즈� 예방의� 날� 캠페인(경북전문대학,300명)

11.� 30 2017� 농업인대학(사과,한우)� 수료식(농업기술센터,72명)

11.� 30 영주� 첨단베어링산업� 클러스터� 조성� 세미나(상공회의소,150명)

12.� 1 2017� 영주시자원봉사자대회(그랜드컨벤션웨딩,400명)

12.� 1 옥대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준공식(단산면,150명)

12.� 1 2018� 새해농업인� 실용교육(한우� 1차)(농업기술센터,2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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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찾아가는� 수요행복민원실(안정면)

12.� 1 12월� 직원� 소통&힐링� 월례회(강당� ,230명)

12.� 1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종강식(벨리나웨딩홀,250명)

12.� 2 「영주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도시재생박람회(중앙시장,400명)

12.� 2 드림스타트� 가족� 어울림� 한마당(벨리나웨딩홀,350명)

12.� 4 확대간부회의(제1회의실,40명)

12.� 4 제18기� 민주평통영주시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제1회의실,30명)

12.� 5 영주여자고등학교� 진로특강(영주여고,160명)

12.� 5 2017년� 4/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제1회의실,23명)

12.� 5 민선6기� 공약사항� 평가보고회(제1회의실,40명)

12.� 6 2017� 공무원� CS교육� 평가회(시청강당,260명)

12.� 7 제10회� 2017� 종가포럼(문화예술회관,500명)

12.� 7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은빛대학� 졸업식(시민회관,300명)

12.� 7 2017년� 건강생활실천협의회(보건소� 회의실,10명)

12.� 7 ｢희망2018나눔캠페인｣ 사랑의� 열매달기� 가두캠페인(장춘당약국� 외,46명)
12.� 7 2018� 새해농업인� 실용교육(한우반� 2차)(농업기술센터,250명)

12.� 7 2017� 영주� 사과축제� 평가보고회(시청강당,70명)

12.� 7 기업� 해피모니터� 간담회(관내식당,16명)

12.� 8 2017년� 4/4분기�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행사(제1회의실,52명)

12.� 8 영주시� 제3기� 농산물가공과정� 교육� 수료식(경북전문대학교)

12.� 8 2017년� 사회복지사협회� 학술대회� 및� 송년의� 밤� 행사(벨리나웨딩홀,150명)

12.� 8 ｢장애인재활수기집｣ 발간� 기념행사(장애인종합복지관,150명)
12.� 8 제3기� 소백산� 귀농드림대학� 졸업식(소백산귀농드림타운,40명)

12.� 8 7080� 락� 페스티벌(148아트스퀘어)

12.� 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멘토-멘티� 함께하는� 평가회(청소년상담복지센터,40명)

12.� 9 2017년� 외국어� 토크하우스� 송년회(영주1동행정복지센터,120명)

12.� 9 영주재능기부센터� 송년모임(종합사회복지관,80명)

12.� 9 2017� 꿈의�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시민회관)

12.� 9 가수� 최성수의� 낭만콘서트(문화예술회관)

12.� 11 확대간부회의(시청� 제1회의실,40명)

12.� 11 안정� 오계� 게이트볼장� 준공식(안정면� 오계리,50명)

12.� 11 동절기� 취약계층� 민생안정� 지원대책� 회의(시청� 제1회의실,40명)

12.� 12 자활근로자사업�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그랜드컨벤션웨딩,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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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 영주생활개선회� ‘효실천� 사랑나눔’� 행사(근로자복지회관,100명)

12.� 12 2017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발표회(벨리나웨딩홀,100명)

12.� 12 어린이집� 선생님을� 위한� ｢힐링� 토크콘서트｣(문화예술회관,500명)
12.12� ~� 12.13 영주시노인복지관� 평생교육� 수강생� 발표회(14:30)(노인복지관,240명)

12.� 13 어린이� ｢School� Walking� day｣(가흥초등학교,150명)
12.� 13 풍기성내교회� 부설� 경로대학� 졸업식(풍기성내교회,200명)

12.� 13 찾아가는� 수요행복민원실(봉현면사무소)

12.� 13 2021경북영주� 풍기세계인삼엑스포� 부지선정용역� 착수보고회(시청� 제1회의실,20명)

12.� 13 영주시청� 공무원� 노사협의회� 4분기� 정례회(시청� 제2회의실,20명)

12.� 13 한국문인협회� 영주지부� 40년사� 출판기념회(남서울웨딩,300명)

12.� 14 대중교통� 이용하여� 등교하기� 캠페인(대영중학교)

12.� 14 2017� 농촌지도사업� 평가회(농업기술센터,150명)

12.� 14 12월� 영주아카데미(시민회관,300명)

12.� 14 동양대학교� 헬스파밍(Health� Farming)과정� 수료식(동양대학교,30명)

12.� 14 보이는� 공용소화기� 설치� 및� 안전점검의� 날� 행사(선비골� 전통시장,60명)

12.� 14 2017� 영주진로생태계� 구축을� 위한� 교류의� 장(148아트스퀘어,150명)

12.� 15 신영주번개시장� 체험� 이벤트(신영주번개시장,150명)

12.� 15 경로당� 활성화사업� 송년회(벨리나웨딩홀,100명)

12.� 15 2017년� 하반기� 시민교육� 수료식(평생학습센터,250명)

12.� 15 세이브더칠드런� 농어촌지원사업� 어린이놀이터� 완공식(부석초등학교� 외,100명)

12.� 15 제3회� 귀농·귀촌인� 만남의� 날(그랜드컨벤션웨딩,250명)

12.� 15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 역량강화� 교육� 및� 종강식(도시재생지원센터,40명)

12.� 15 2017� 송년콘서트(문화예술회관)

12.� 16 영주365시장� 스카이어닝� 및� 간판� 설치� 준공식(영주365시장,200명)

12.� 16 2017년� 제7회� 청소년문화의집� 송년발표회(청소년문화의집,100명)

12.16� ~� 12.17 2017� 협회장배� 볼링대회(영주볼링장,130명)

12.� 18 영주선비도서관� 개관식(영주로60번길� 38)(선비도서관,150명)

12.� 18 확대간부� 및� 읍면동� 연석회의(시청� 강당,60명)

12.� 18 ｢2017� 친구사랑� 어울마당｣ 청소년� 한마음� 대회(시민회관,300명)
12.� 18 연극� ｢편지｣(극단소백무대)(148아트스퀘어)
12.� 19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및� 지역축하행사� 추진상황� 보고(직소민원실)

12.� 19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시장실,13명)

12.� 19 영주동� 거점주차장� 조성사업� 설계용역� 기본설계� 완료보고회(시청� 제2회의실,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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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9 문수역� CY장� 대체조성� 검토� 기술용역� 보고회(직소민원실,10명)

12.� 20 2017년�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 시상식(경북도청)
12.� 20 2017� 영주� 소백힐링연구회� 성과보고회(시청� 강당,300명)

12.� 20 영주콩가공육성사업� 브랜드� 개발� 최종보고회(농업기술센터,16명)

12.� 20 찾아가는� 수요행복민원실(휴천3동주민센터)

12.� 21 2017� 영주� 선비포럼(선비정신� 실천의� 현재와� 미래)(시민회관,500명)

12.� 21 2017� 사랑·희망지역아동센터� ｢가족송년� 발표회｣(벨리나웨딩홀,100명)
12.� 22 2017년� 하반기� 영주시� 치안협의회� 정기회의(영주경찰서,18명)

12.� 22 사회복무요원� 성희롱� 예방� 및� 복무규율� 교육(시청� 강당,99명)

12.� 22 영주사과� 혁신지원단� 12월� 월례회(농업기술센터,41명)

12.� 22 선비정신실천운동본부� 회원� 워크숍(벨리나웨딩홀,150명)

12.22� ~� 12.24 2017년� 제7회� 경상북도� 청소년종합예술제(청소년수련원� 외,105명)

12.23� ~� 12.29 2017� 핸드볼코리아� 전국중고핸드볼선수권대회(국민체육센터,300명)

12.� 24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관내� 일원)

12.� 24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지역축하행사(영주역� 광장,1000명)

12.� 26 확대간부회의(시청� 제1회의실,40명)

12.� 26 사그레이마을� 작은목욕탕� 개관식(부석면,50명)

12.� 26 새마을� 연말평가대회(새마을회관,120명)

12.� 26 첨단베어링� 클러스터� 조기� 조성을� 위한� 영주시민� 대토론회(시민회관,500명)

12.� 27 영주문화원� 인문학� 버스킹(영주문화원,50명)

12.� 27 찾아가는� 수요행복민원실(순흥면사무소)

12.� 27 제11회�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제1분과)(시청� 제2회의실,9명)

12.� 27 2017년� 하반기� 환경미화원� 퇴임식(평생학습센터,50명)

12.� 27 2017� 영주시치유농업발전연구회� 워크숍(안정농협� 로컬푸드매장,100명)

12.� 28 2017년� 하반기� 공무원� 퇴임� 및� 공로연수식(시청� 강당,200명)

12.� 28 소백산� 복합휴게타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직소민원실,10명)

12.� 28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이사회(재단� 회의실,9명)

12.� 29 농촌건강장수마을(창진)� 발표회(창진동� 마을회관,100명)

12.� 29 2017년도� 종무식(문화예술회관,4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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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2018년� 신년� 충혼탑� 참배(충혼탑,60명)

1.� 2 2018년도� 시무식(시청� 강당,230명)

1.� 2 찾아가는� 건강� 보건소(봉현)(노좌1리� 마을회관,30명)

1.� 3 2018년도� 신년� 인사회(시청� 강당,250명)

1.� 3 찾아가는� 수요행복민원실(가흥1동행정복지센터)

1.� 4 2018년도� 공수의� 위촉장� 수여(시장실,9명)

1.� 4 2018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생강)(농업기술센터,160명)

1.� 5 [대한민국테마여행� 10선｣PM기획사업� 착수보고회(시청� 제1회의실,17명)
1.� 5 2018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영주농협파머스마켓,160명)

1.� 8 확대간부회의(시청� 제1회의실,40명)

1.� 8 영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총회(여협� 사무실,25명)

1.� 8 (사)한국여성농업인� 영주시연합회� 2018년� 정기총회(농산물품질관리원,80명)

1.� 8 2018년� 영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시청� 제1회의실,34명)

1.� 8 동계� 농촌지역� 어린이� 영어캠프� 입교식(동양대학교,50명)

1.� 9 제7기� 영주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촉식(시청� 제1회의실,21명)

1.� 9
｢도시재생� 선도사업｣ 종합운영체계� 및� 성과관리방안� 연구수행� 최종보고회
(시청� 제1회의실,24명)

1.� 9 생산자� 중심� ｢대도시� 소비자유통센터｣ 사업설명회(농업기술센터,50명)
1.� 9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정보보안� 및� 업무� 교육(CCTV관제실,24명)

1.� 9 ｢2018� 어린이집� 아이행복도우미｣ 교육(시청� 제1회의실,40명)
1.� 9 찾아가는� 건강� 보건소(순흥면)(배점1리� 마을회관,30명)

1.� 10 2018� 세계유교문화재단� 이사회(정기총회)(안동� 그랜드호텔,13명)

1.� 10 찾아가는� 수요행복민원실(단산면사무소)

1.� 11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시청� 제2회의실,19명)

1.� 11 2017년� 이월사업� 집행계획� 보고회(부시장실)

1.� 11 2018년� 영주시정보화농업인회� 정기총회(농업기술센터,40명)

1.� 12 영주시� ⇔� 성균관� 업무협약식(서울� 종로구,15명)

1.� 12 노벨리스코리아노동조합� 제23회� 정기대의원대회(노벨리스코리아,150명)

1.� 13 2017-2018� 눈꽃열차� 환영행사(영주역� 광장,720명)

1.� 15 확대간부� 회의(제1회의실,40명)

1.� 15 부석면� 농촌지도자회� 연시총회(영주농협부석지점,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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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 2018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사과)(풍기주민자치센터,150명)

1.15� ~� 1.19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해당부서)

1.� 16 소백산단산포도� 정보화마을� 총회(단산면사무소,50명)

1.� 16 영주시� 행정동우회� 정기총회(영주2동주민센터� ,100명)

1.� 16 이산면� 농촌지도자회� 연시총회(관내식당,80명)

1.� 16 2018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식량)(농업기술센터,70명)

1.� 16 찾아가는� 건강� 보건소(구구1리� 마을회관,30명)

1.� 17 2018� 새마을문고영주시지부� 정기총회(새마을회관,40명)

1.� 17 영주시� 원예발전연구회� 연시총회(관내식당,100명)

1.� 17 2018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식량)(장수농협,70명)

1.� 17 2018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포도)(단산면사무소,50명)

1.� 18 사과발전연구회� 영주지회� 총회(영주농협파머스마켓� ,50명)

1.� 18 새마을지도자영주시협의회� 정기총회(새마을회관,57명)

1.� 18 사과발전연구회� 안정지회� 총회(안정농협로컬푸드,40명)

1.� 18 2018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문수면사무소,40명)

1.� 18 찾아가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설명회(상공회의소,50명)
1.� 18 영주시새마을부녀회� 정기총회(새마을회관,57명)

1.� 19 2018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약초)(장수농협,100명)

1.� 19 이통장연합회� 대의원� 정기총회(벨리나웨딩홀,65명)

1.� 22 확대간부� 및� 읍면동� 연석회의(제1회의실,40명)

1.� 22 적십자봉사회� 영주시지구협의회� 정기총회(풍기읍행정복지센터,40명)

1.� 22 영주복숭아발전연구회� 연시총회(농업기술센터,100명)

1.� 22 2018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복숭아)(농업기술센터,160명)

1.� 22 2021경북영주� 풍기세계인삼엑스포� 부지선정용역� 중간보고회(농업기술센터,20명)

1.22� ~� 2.5 2018� 읍면동� 민생탐방(읍� 면� 동)

1.� 23 2018� 생활개선영주시연합회� 연시총회(농업기술센터,80명)

1.� 23 개인택시� 영주시지부� 정기총회(벨리나웨딩홀,343명)

1.� 23 경북농민사관연합회� 영주시지부� 정기총회(농업기술센터,80명)

1.� 23 제22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의장단｢의원｣ 간담회(영주시의회)
1.� 23 2018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생활기술)(농업기술센터,100명)

1.� 23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운영(북지1리� 마을회관,30명)

1.� 24 풍기인삼혁신추진단� 월례회(풍기정보화마을,58명)

1.� 24 제1회�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1분과)� 개최(제2회의실,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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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 찾아가는� 수요행복민원실(가흥2동주민센터)

1.� 25 민선6기�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경주� 화백컨벤션센터,4명)

1.� 25 소백산� 복합휴게타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직소민원실,10명)

1.� 25 2018년� 제1차�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 개최(제1회의실,14명)

1.� 26 영주시� 치유농업발전연구회� 정기총회(농업기술센터,80명)

1.� 27 2018� 사과인� 재배기술� 워크샵(개회식� 11:20)(문화예술회관� 까치홀,600명)

1.� 29 확대간부� 회의(제1회의실,40명)

1.� 29 2018� 읍면동� 민생탐방(문수면)

1.� 29 2018� 영주시새마을회� 정기총회(새마을회관,61명)

1.� 29 시‧군� 재난관리� 현장평가� 단체장� 인터뷰(시장실)
1.� 29 2018� 읍면동� 민생탐방(장수면)

1.� 30 2018� 읍면동� 민생탐방(풍기읍)

1.� 30 영주시� 재향군인회� 정기총회(그랜드컨벤션웨딩,200명)

1.� 30 2019년� 국가투자예산� 확보� 전략회의(제1회의실)

1.� 30 2018� 읍면동� 민생탐방(봉현면)

1.� 31 2018� 영주시농촌체험관광협의회� 연시총회(농업기술센터,40명)

1.� 31 2018� 읍면동� 민생탐방(안정면)

1.� 31 영주시� 지방건축위원회(시청강당,20명)

1.� 31 영주사과� 혁신단� 월례회(농업기술센터,41명)

1.� 31 2018� 읍면동� 민생탐방(영주2동)

1.� 31 영주시� 주민자치연합회� 회장� 이‧취임식(벨리나웨딩홀,100명)
2.� 1 2018� 읍면동� 민생탐방(가흥1동)

2.� 1 2018� 읍면동� 민생탐방(가흥2동)

2.� 1 2018년�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시책� 설명회(상공회의소,100명)
2.� 1 2월� 직원� 소통&힐링� 월례회(시청강당,200명)

2.� 2 2018� 읍면동� 민생탐방(부석면)

2.� 2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토교통부� 현장실사(갈산일반산업단지,7명)

2.� 2 2018� 읍면동� 민생탐방(순흥면)

2.� 3 (사)한국대학경기연맹� 2018� 정기총회(제2회의실,20명)

2.3� ~� 2.4 2018년� 영주시� 청년농업인� 영농승계� 워크숍(국립산림치유원,100명)

2.� 5 확대간부� 회의(제1회의실,40명)

2.� 5 찾아가는� 국정� 설명회(중앙교육연수원)

2.� 5 찾아가는� 수요행복민원실(부석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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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2018� 읍면동� 민생탐방(단산면사무소)

2.5� ~� 2.13 제22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영주시의회)

2.� 6 지자체� 부단체장� 재난안전� 전문교육(천안시)

2.� 6 2018� 국가안전대진단� 민‧관� 합동� 간담회(제1회의실,30명)
2.� 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기념식(시민회관,400명)

2.� 6 2021� 경북영주� 풍기세계인삼엑스포� 부지선정용역� 최종보고회(농업기술센터,20명)

2.� 7 2018년� 6.25참전� 유공자회� 정기총회(향군회관,100명)

2.� 7 공동주택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부시장실)

2.� 7 풍기인삼� 선별인력� 양성� 교육(풍기정보화마을,70명)

2.� 7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제2회의실,14명)

2.� 8 영주시새마을회� 회장단� 취임식(그랜드컨벤션웨딩,150명)

2.� 8 2018년� 대구‧경북� 지방통합방위회의(대구문화예술회관)
2.� 8 아리랑TV‘하트� 투� 하트’녹화(아리랑TV� 스튜디오)

2.� 8 영주시� 수영협회장� 이‧취임식(벨리나웨딩,150명)
2.� 9 2018년�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소백산생태탐방원,120명)

2.� 9 바르게살기운동영주시협의회� 부설� 산악회� 정기총회(새마을회관,100명)

2.� 9 2018년� 제1회� 영주시� 설계� 기술자문위원회(제2회의실,8명)

2.� 9 「영주� 첨단� 베어링클러스터� TF팀」발대식(제2회의실,19명)

2.� 10 창작오페라� ‘선비’�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공연(강릉단오문회관)

2.� 12 확대간부� 회의(시청강당,40명)

2.� 12 2018년도� 국가보훈� 관련� 설명회(보훈회관,15명)

2.� 12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부시장실,6명)

2.� 12 시정조정위원회(제2회의실,22명)

2.5� ~� 2.13 제22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영주시의회)

2.� 13 2017년도� 하반기� 퇴직자� 정부포상� 전수식(제2회의실,11명)

2.� 13 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풍기중앙시장� 외� 1,200명)

2.� 13 2018년� 영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농업기술센터,15명)

2.� 14 2018년� 2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365시장,120명)

2.� 14 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신영주번개시장� 외� 1,300명)

2.� 14 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공설시장� 외� 5,1000명)

2.� 19 쌀전업농� 영주시연합회� 정기총회(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100명)

2.� 19 확대간부� 및� 읍면동� 연석회의(시청강당,50명)

2.� 20 소수서원� 세알례(歲謁禮)(소수서원� 일신재,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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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 경북전문대학교� 사격선수단� 창단식(148아트스퀘어,40명)

2.� 20 2018년� 1분기� 도로관리(굴착)� 심의회(제2회의실,15명)

2.� 21 2018년� 제2회� 일자리위원회(제2회의실,9명)

2.� 21 죽계구곡� 관광자원화사업� 주민설명회(순흥면사무소,40명)

2.� 21 6차산업관광지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직소민원실,10명)

2.� 21 2018년� 찾아가는� ｢가족사랑의� 날｣(148아트스퀘어,60명)
2.� 22 2018년도� 제3회� 영주시� 조례규칙심의회(부시장실,7명)

2.� 22 농촌지도자� 영주시연합회� 임원� 이‧취임식(농업기술센터� 대교육관,60명)
2.� 22 2018년� 2월� 영주아카데미(시민회관,400명)

2.� 22 제1회� 추경� 예산편성� 관련� 위원회� 개최(제2회의실,14명)

2.� 22 체육인� 동우회� 회장� 이‧취임식(안정농협� 로컬푸드,200명)
2.� 23 2018년� 영주시� 농정시책� 설명회(농업기술센터� 대강당,70명)

2.� 23 2018년� 농업기계� 안전교육(농업기술센터� 대교육관,350명)

2.� 23 제24기� 경륜선수후보생� 입학식(경륜훈련원,80명)

2.� 23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이사회(영주문화재단� 회의실,11명)

2.� 24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 관람(스노보드)(피닉스� 스노경기장,145명)

2.� 25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화합한마당(관내식당,40명)

2.� 26 확대간부� 회의(시청강당,40명)

2.� 26 2018년� 제1차� 용역과제심의위원회(제2회의실,9명)

2.� 26 영주실내수영장� 개장식(영주실내수영장,200명)

2.� 26 영주시골프협회장� 이·취임식(벨리나웨딩홀,150명)

2.� 27 2018� 영주시체육회� 정기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시민운동장� 회의실,104명)

2.� 27 영주시� 가축방역심의회(농업기술센터,14명)

2.� 27 시민과� 소통·만남의� 날(평은면사무소,60명)

2.� 27 2018년� 보육정책위원회(제2회의실,12명)

2.� 28 2월� 수요행복민원실(종합민원실)

2.� 28 2018� 영주문화원� 정기총회(시민회관,500명)

2.� 28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발대식(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120명)

2.� 28 생활체육지도자교실� 오리엔테이션(국민체육센터,200명)

2.� 28 제2회�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1분과)(제2회의실,9명)

3.� 1 제99주년� 3·1절� 기념식(시민회관,500명)

3.� 2 2018년� 농업인대학(사과,한우,약초)� 개강식(농업기술센터,150명)

3.� 2 3월� 직원� 소통&힐링� 월례회(시청강당,2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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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소백산텃고을� 세시풍속� 한마당(풍기읍� 남원천,500명)

3.� 2 무섬마을�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무섬마을,200명)

3.� 3 제19회� 순흥초군청� 민속문화제(선비촌� 광장,900명)

3.� 5 확대간부� 회의(시청강당,50명)

3.� 5 농촌여성� ｢뇌건강지도사｣ 교육(농업기술센터,50명)
3.� 5 2018년� 상반기� 시민교육� 개강식(평생학습센터,150명)

3.� 5 제18기� 민주평통영주시협의회� 1분기� 정기총회(시청강당,30명)

3.5� ~� 3.9 2018년� 농용트랙터� 실습교육(농기계임대사업장� 남부분소,200명)

3.� 6 소백산� 귀농드림타운� 입교식(소백산귀농드림타운,65명)

3.� 7 제22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의장단(의원)� 간담회(영주시의회)

3.� 7 2018년� 4-H사업설명회� 및� 지도교사� 간담회(관내식당,70명)

3.� 8 엄마사랑� 아가사랑� 행복교실(보건소� 회의실,40명)

3.� 8 영주시� 지방건축위원회(소위원회)(제2회의실,12명)

3.� 9 사랑의� 헌혈� 운동(시청� 주차장)

3.� 9 2018년� 과수�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교육(농업기술센터,150명)

3.� 12 확대간부� 회의(시청강당,50명)

3.� 12 2018년�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시민회관,330명)

3.� 12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간담회(시청강당,18명)

3.� 13 지역대학� 농업인교육과정(헬스파밍)� 개강식(동양대학교,30명)

3.� 13 대한노인회영주시지회� 정기총회(시민회관,350명)

3.� 13 2018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제2회의실,10명)

3.� 14 2018년� 품목별� 상설교육(가지,호박)(부석면주민자치센터,70명)

3.� 14 경상북도지사� 초청� 영주시� 공무원� 특강(시청강당,240명)

3.� 15 영주시� 새마을� 대청소의� 날(서천둔치,400명)

3.� 15 2018년� 3월� 영주아카데미(시민회관,400명)

3.� 15 영주시� 근대문화유산� 지정� 신청� 연구용역� 최종보고회(148아트스퀘어,12명)

3.� 15 2018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반� 개강식(농업기술센터,60명)

3.� 15 2018년� 영주시� 기금운영� 심의회(농업기술센터,22명)

3.� 16 제22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영주시의회)

3.� 16 지역대학� 농업인교육과정(농산물가공)� 개강식(148아트스퀘어,31명)

3.� 17 2018년� 새봄맞이� ｢신춘음악회｣(문화예술회관,500명)
3.� 19 2018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시민회관,258명)

3.� 19 확대간부� 및� 읍면동� 연석회의(시청강당,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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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 영주시⇔국립산림치유원� 업무협약� 체결(제1회의실,8명)

3.� 20 2018년� 1/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제3260부대� 3대대,23명)

3.� 20 영주� 소백힐링� 연구회� 회의(시청강당,59명)

3.� 21 민선6기�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제21차� 정기회의(고령군청)

3.� 21 제3회�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제1분과)(제2회의실,9명)

3.� 21 2018� 찾아가는� ｢가족사랑의� 날｣(148아트스퀘어,50명)
3.� 22 2018� 대구경북능금농협조합원� 춘계영농� 강습회(풍기문화의집,500명)

3.� 22 2018� 자원봉사� 아카데미� 개강식(새마을회관,100명)

3.� 23 제3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영주시민회관,400명)

3.� 23 새마을을� 사랑하는� 모임� 창립� 총회(새마을회관,150명)

3.� 23 제56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입장식� 보고회(직소민원실)

3.� 23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제일교회,250명)

3.� 24 할매할배의날� 기념행사� ｢할매할배� 어릴적에｣(148아트스퀘어,60명)
3.� 26 확대간부회의(제1회의실,50명)

3.� 26 일자리� 안정자금� 추진상황� 점검� 도↔시군� 영상회의(제2회의실)

3.� 26 제22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영주시의회)

3.� 26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임시총회� 및� 포럼(오산시립미술관)

3.� 27 도시녹화운동(원당로� 수목원,60명)

3.� 27 행정정보공개심의회(제2회의실,8명)

3.� 27 2018년� 강소농� 역량강화� 기본교육(농업기술센터,88명)

3.� 27 2018년� 노인재능나눔활동지원사업� 참여자� 교육(시민회관,180명)

3.� 28 3월� 수요행복민원실(종합민원실)

3.� 28 경상북도� 이‧통장연합회� 회장단� 이‧취임식(벨리나웨딩홀,250명)
3.� 29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서천둔치)

3.� 29 농기계임대사업� 북부분소� 개소식(농기계임대사업북부분소,150명)

3.� 30 영주청년유도회� 미래전략선비포럼(새희망힐링스,300명)

3.� 30
「첨단베어링산업� 클러스터� 조기조성� 시민추진위원회」� 설립준비� 회의
(영주상공회의소,50명)

4.� 1 제16회� 영주소백산마라톤� 대회(시민운동장)

4.� 2 확대간부회의(제1회의실,50명)

4.� 2 성균관유도회영주지부� 정기총회(벨리나웨딩홀,120명)

4.� 2 2018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관계관� 대책회의(농업기술센터,100명)

4.� 2 2018년� 제7회� 영주시� 조례규칙� 심의회(부시장실,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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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4월� 직원� 소통&힐링� 월례회(시청강당,230명)

4.� 3 보훈단체장� 오찬� 간담회(관내식당,12명)

4.� 3 하망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주민설명회(하망동주민센터,40명)

4.� 3 경상북도지사� 초청� 영주시� 공직자� 특강(시청강당,200명)

4.� 3 국내� 항공산업� 발전� 및� 항공정비숙련기술인�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제1회의실,20명)

4.� 4 제22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의장단(의원)� 간담회(영주시의회)

4.� 4 농업체험학교� 개강식(농업기술센터,36명)

4.� 5 신규농업인� 영농정착반� 교육(농업기술센터,85명)

4.� 5 금성대군� 춘향사(금성대군� 신단,40명)

4.� 5 제73회� 식목일� 행사(이산면� 신암리,200명)

4.� 6 2018�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소백산생태탐방원,90명)

4.� 6 2018� 품목별� 상설교육(복숭아)(순흥면사무소,80명)

4.� 7 소백산� 철쭉� 생태복원� 행사(순흥면� 배점주차장,80명)

4.� 9 확대간부회의(제1회의실,50명)

4.� 9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 영주가흥2동봉사회결성식(가흥2동주민센터,80명)

4.� 9 제56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영주시� 선수단� 결단식(국민체육센터,760명)

4.� 9 영주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위촉식(시장실,3명)

4.� 10 새마을지도자의� 날� 기념식� 및� 수련대회(국민체육센터,1000명)

4.� 10 이북도민경북연합회� 정기총회� 및� 북한이탈주민� 화합한마당(관내식당,130명)

4.� 10 2018년� 풍수해보험� 활성화를� 위한� 직원교육(시청강당,100명)

4.� 10 2018� 농업인대학(사과,� 약초)(농업기술센터,200명)

4.� 11 2018년� 친환경� 사과적화제� 살포요령� 교육(농업기술센터,140명)

4.� 11 2018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농업기술센터,190명)

4.� 11 2018년� 농촌관광휴양시설� 위생서비스� 안전교육(농업기술센터,90명)

4.� 11 2018년�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교육(소백산생태탐방원,200명)

4.11� ~� 4.13 2018년� 공무원� 독도아카데미(제274기)(울릉도,19명)

4.� 12 공중보건의사� 복무만료식(시장실,6명)

4.� 12 신규농업인� 영농정착반� 교육(농업기술센터,85명)

4.� 12 2018� 선비문화축제� 준비상황� 보고회(시청강당,100명)

4.12� ~� 4.13 공모사업� 역량개발� 워크숍(소백산생태탐방원,30명)

4.� 13 제22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시의회)

4.� 14 제22회�경상북도지사기�생활체육�테니스대회(대회� 2018.4.14.~4.15.)(시민테니스장,600명)

4.� 15 2018년� 도시텃밭� 개장식(아지동,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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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6 소백산귀농드림타운� 교육(소백산귀농드림타운,35명)

4.� 16 확대간부� 및� 읍면동� 연석회의(시청강당,50명)

4.13� ~� 4.23 제22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영주시의회)

4.� 17 적십자봉사회� 영주시지구� 협의회� 그린클린� 캠페인(콩세계과학관,80명)

4.� 17 부석면� 사과발전연구회� 사과� 결실관리교육(부석농협,120명)

4.� 17 2018� 농업인� 대학(사과)(농업기술센터,129명)

4.� 17 2018년도� 휴게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시민회관,326명)

4.� 17 영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제1회의실,10명)

4.� 18 2018년� 풍기농협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교육(풍기농협,500명)

4.� 18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제1회의실,7명)

4.� 18 농업체험학교� 교육(농업기술센터,36명)

4.� 19 신규농업인� 영농정착반� 교육(농업기술센터,85명)

4.� 19 2018년� 4월� 영주아카데미� 운영(시민회관,400명)

4.� 19 제2회� 소백춘추� 정책포럼(문화예술회관까치홀)

4.� 19 제3회� 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제1분과)(제1회의실,9명)

4.� 20 2018년� 강소농� 역량강화� 심화교육(무섬전통한옥� 체험수련관,40명)

4.� 20 제38회� 장애인의� 날� 행사(벨리나웨딩홀,900명)

4.� 20 성인지역량강화�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교육(시청강당,120명)

4.� 23 확대간부회의(제1회의실,50명)

4.� 23 제22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영주시의회)

4.� 23 베트남� 바이어� 영주시� 방문� 간담회(부시장실,8명)

4.� 23 영주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제1회의실,14명)

4.� 23 안전대책추진� TF팀� 추진상황보고회(제1회의실,15명)

4.� 24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시청강당,10명)

4.� 24 2018년� 농업인� 대학(사과)(농업기술센터,129명)

4.� 25 4월� 수요행복민원실(종합민원실)

4.� 25 소수서원� 춘향사(소수서원,50명)

4.� 25 의산서원� 춘향사(의산서원,40명)

4.� 25 2018년� 농업인� 대학(약초)(농업기술센터,79명)

4.� 25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회(시민운동장� 회의실,9명)

4.� 26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캠페인(영주초등학교,50명)

4.� 26 부석태� 생산단지� 농가� 재배교육(농업기술센터,80명)

4.� 27 자원봉사� 아카데미(새마을회관,100명)



제4편� 부록� 971

일� 시 내� 용

4.� 28 약용산업중장기�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농업기술센터,20명)

4.� 29 2018년�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 간담회(관내식당,22명)

4.� 27 2018년� 신규농업인� 선도농가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사전교육(농업기술센터,58명)

4.27� ~� 4.29� 영주365시장� 봄나물� 한� 쌈� 축제(영주365시장)

4.27� ~� 4.30� 제56회� 경북도민체육대회(상주시� 일원,663명)

4.� 28 제5회� 부석태� 전통� 된장� 축제(부석면� 남대리,200명)

4.� 30 확대간부회의(제1회의실,50명)

4.� 30 2018년� 미용업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및� 총회(시민회관,296명)

4.� 30 sk머티리얼즈�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관련� 안전대책단� 회의(제1회의실,31명)

4.� 30 2018� 영주미술아카데미(148아트스퀘어,70명)

5.� 1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방문(서울시)

5.� 1 5월� 직원� 소통&힐링� 월례회(시청강당,230명)

5.� 2 영유아� 초청� 「선비� 꿈� 틔움」� 시청� 견학(제1회의실,64명)

5.� 3 2018년� 농촌재능나눔� 행사(소천1리� 마을회관,70명)

5.� 3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개원식(봉화군)

5.� 3 제10회� 유계� 영주향토사� 연구발표회(상공회의소,80명)

5.� 3 2018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현장보고회(선비촌� 죽계루)

5.� 4 인문도시지원사업� 『2018� 국제선비인문포럼』� 개최(문화예술회관,� 동양대학교,500명)

5.� 4 2018�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고유제(선비촌� 죽계루)

5.� 4 2018�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유교성지� 선포식(소수서원,100명)

5.� 4 2018�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개막식(서천둔치)

5.� 4 2018�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창작오페라� 선비� 갈라쇼(서천둔치)

5.� 4 2018�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선비도시� 영주� 인증식(서천둔치)

5.� 5 2018�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제34회� 전국� 죽계백일장(삼락정,1000명)

5.� 5 제39회� 어린이날� 한마당� 큰� 잔치(경북전문대학교,1500명)

5.� 5 2018�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회헌(안향)선생� 휘호� 대회(선비문화수련원,300명)

5.� 5 2018�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어린이� 한복� 맵시� 장기자랑(선비촌� 죽계루)

5.� 5 2018�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지역문화� 예술인� 공연(서천둔치)

5.� 5 2018�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2018� 뮤지컬� 정도전(서천둔치)

5.� 6 2018�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전국� 민속사진� 촬영대회(소수서원,400명)

5.� 6 2018�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유향영주� 전국� 한시백일장(선비촌,350명)

5.� 6 2018�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어르신� 선비문화� 골든벨(선비촌)

5.� 7 2018�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선비촌� 죽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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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 힐링콘서트� 오락가락� 음악회(선비촌� 죽계루,명)

5.� 7 2018�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폐막식(선비촌� 죽계루)

5.� 8 확대간부� 회의(제1회의실,40명)

5.� 8 제46회� 어버이날� 효도공연(풍기역� 잔디공원,1000명)

5.� 8 2018년� 농업인대학(사과)(농업기술센터,129명)

5.� 9 제46회� 어버이날� 「실버� 페스티벌」(국민체육센터,1000명)

5.� 9 2018년도�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1회)(시민회관,650명)

5.� 9 2018년�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결혼이민자가족)� 입국� 설명회(농업기술센터,50명)

5.� 10 2018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반(농업기술센터,85명)

5.� 10 2018년도�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2회)(시민회관,650명)

5.� 10 한국문화테마파크� 모노레일� 설치� 타당성� 용역� 보고회(시장� 직소민원실,9명)

5.� 11
영주첨단베어링산업� 클러스트� 조기추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방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5.� 11 소백산생태탐방원� 청사� 개원식(소백산생태탐방원,180명)

5.� 11 2018년� 농업인대학(한우)(농업기술센터,51명)

5.� 11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 운영·관리� 자문위원회(서울시,34명)

5.� 11 찾아가는� 음악회(제일고등학교,270명)

5.� 12 2018학년도� 장학증서� 수여� 및� 멘토·멘티� 결연식(148아트스퀘어,200명)

5.� 14 확대간부� 회의(제1회의실,40명)

5.� 14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제2회의실,19명)

5.� 14 sk머티리얼즈� 화학사고� 관련� 안전대책단� 회의(2차)(sk머티리얼즈,32명)

5.14� ~� 5.18 제20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전국사이클� 대회(경륜훈련원,360명)

5.� 15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세종청사,11명)

5.� 15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취약계층거주시설� 화재대피� 훈련(새희망힐링스)

5.� 16
중앙선(도담-영천)복선전철� 제3공구� 풍기역사구간� 교량화� 고충원�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풍기읍� 산법리제3공구� 상황실)

5.� 16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연계� 지진� 대피� 훈련(영주시청,250명)

5.� 16 청년농업인� 비전스쿨� 개강식(농업기술센터,31명)

5.� 17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진에� 따른� 문화예술회관� 붕괴� 및� 화재� 대응� 토론�
훈련(영주시립도서관,20명)

5.� 17 영유아� 초청� 「선비� 꿈� 틔움」� 시청� 견학(제1회의실,40명)

5.� 17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진에� 따른� 문화예술회관� 붕괴� 및� 화재� 대응� 현장�
훈련(문화예술회관,300명)

5.� 17 2018년� 5월� 영주아카데미(시민회관,4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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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 2018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분야� 대면컨설팅(제2회의실,44명)

5.� 18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취약계층거주시설� 화재대피� 훈련(만수촌)

5.� 18 제18기� 민주평통영주시협의회� 정기회의(제1회의실,30명)

5.� 19 2018� 마스터즈� 사이클� 영주투어(영주댐� 일원,600명)

5.� 19 불기2562년� 부처님오신날� 연등� 축제(영주초등학교,800명)

5.� 21 확대간부� 및� 읍면동� 연석회의(제1회의실,60명)

5.� 21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기탁식(부시장실,4명)

5.� 23 5월� 수요행복민원실(종합민원실)

5.� 23 뮤지컬‘전설의� 리틀� 농구단’공연(문화예술회관,900명)

5.� 23 제5회�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1분과)(제2회의실,14명)

5.� 23 2018년� 농업인대학(약초)(농업기술센터,79명)

5.� 24 영유아� 초청� 「선비� 꿈� 틔움」� 시청� 견학(제1회의실,40명)

5.� 24 제56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영주시선수단� 해단식(관내식당,100명)

5.� 24 영주시� 성과평가위원회(제2회의실,9명)

5.� 25 2018년� 봄철� 시청직원� 농촌일손� 돕기(풍기읍� 외,150명)

5.� 25 충혼탑� 위패� 봉안식(충혼탑,40명)

5.� 25 영주시각장애인� 경로잔치� 및� 임시총회(벨리나웨딩홀,80명)

5.� 25 경상북도� 이통장연합회� 이사회(제1회의실,23명)

5.� 25 2018년� 선비촌활성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제2회의실,7명)

5.� 26 소백산산신제(삼가주차장)

5.� 26 소백산철쭉제� 업무협약식(삼가주차장)

5.� 26 2018� 영주� 소백산철쭉� 등산대회(삼가주차장,500명)

5.� 26 제29회� 죽령장승제(죽령� 장승공원,50명)

5.� 26 2018년� 죽령옛길� 걷기(죽령옛길,500명)

5.� 26 2018� 세계유교문화축전� 라디엔티어링(국립산림치유원,500명)

5.� 26 청소년� ROCK&DANCE� 페스티벌(가흥1동� 행정지센터� 앞,200명)

5.26� ~� 27 2018� 영주� 소백산철쭉제(소백산� 일원)

5.� 28 확대간부� 회의(제1회의실,40명)

5.� 28 소백산귀농드림타운� 입교생� 교육(소백산귀농드림타운,35명)

5.� 29 국토부� 영주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현장� 방문(도시재생지원센터,19명)

5.� 29 인구감소� 과제와� 대응방안� 교육(시청강당,200명)

5.� 29 향토산업육성사업� 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단� MOU체결(농업기술센터)

5.� 29 약용산업� 중장기�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농업기술센터,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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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0
문화,� 난장을� 트다(2018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
(학사골목,200명)

5.� 30 남산선비� 인의예지�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설명회(대영중학교,47명)

5.� 30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간담회(제1회의실,18명)

5.� 31 영유아� 초청� 「선비� 꿈� 틔움」� 시청� 견학(제1회의실,20명)

5.31� ~� 6.1 Tour� de� Korea� 2018(시민운동장,200명)

6.� 1 2018년� 농업기계� 안전교육(농업기술센터,400명)

6.� 1 제8회� 의병의� 날� 기념행사(문경시)

6.� 1 6월� 직원� 소통&힐링� 월례회(시청강당,230명)

6.� 2 2018� 영주창의융합축전(6.2� ~� 6.3)(국민체육센터)

6.� 3 제16회� 영주시족구협회장기� 족구대회(영주시민운동장,250명)

6.� 4 확대간부� 회의(제1회의실,40명)

6.� 4 소백산귀농드림타운� 입교생� 교육(소백산귀농드림타운,35명)

6.� 5 고교� 주니어� ROTC� 창단식(영주고등학교,260명)

6.� 5 농업체험학교� 수료식(농업기술센터,40명)

6.� 6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충혼탑,1000명)

6.� 7 영유아� 초청� 「선비� 꿈� 틔움」� 시청� 견학(시청강당,55명)

6.� 7 2018년� 영주시� 신규농업인� 영농정착반� 교육(농업기술센터,129명)

6.� 8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남산초등학교,50명)

6.� 8 영주� 선비정신� 바로알기� 교육용� 콘텐츠� 개발용역� 중간보고회(제2회의실,11명)

6.8� ~� 6.9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06:00� ~� 18:00)(사전투표소)

6.� 11 확대간부� 회의(제1회의실,40명)

6.� 11 소백산귀농드림타운� 입교생� 교육(소백산귀농드림타운,35명)

6.� 12 풍기인삼� 생태� 및� 역사� 체험학습(인삼박물관,40명)

6.� 12 안동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의(제2회의실,13명)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내투표소(47개소))

6.� 14 황금시대방송국� 초등부� 워크샵(도시재생지원센터,40명)

6.� 14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안전교육(대한노인회� 영주지회,120명)

6.� 16 2018� 소백산� 산신대제� 및� 영주시� 발전기원제(서천둔치,200명)

6.� 16 할매할배의� 날� 기념행사� 우리가족� 정원� 꾸미기(148아트스퀘어,60명)

6.� 16 148아트스퀘어� 「수공예장터� 통수」(148아트스퀘어,100명)

6.� 16 영주시� 청소년� 국악&퓨전� 페스티벌(148아트스퀘어,300명)

6.16� ~� 17 2018� 소백산� 산신제� 및� 영주시� 풍년농사� 기원제(남원천� 둔치,2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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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8 확대간부� 및� 읍면동� 연석회의(시청강당,60명)

6.� 18 2018러시아� 월드컵� 16강� 기원� 거리� 응원전(시민운동장)

6.� 19 새마을� 실버아카데미� 개강(새마을회관,150명)

6.� 19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준공식(창락1리� 마을회관,100명)

6.� 19 제3회� 일자리� 위원회(제2회의실,9명)

6.� 19 2018� 영주시� 지역사회복지� 세미나(시민회관,300명)

6.� 20 영유아� 초청� 「선비� 꿈� 틔움」� 시청� 견학(시청강당,60명)

6.� 20 민원공무원� 친절역량강화교육(1기)(148아트스퀘어,52명)

6.� 20 바르게주부대학� 28기� 입학식(새마을회관,200명)

6.� 20 제6회� 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1분과)(제2회의실,14명)

6.� 20 제1회�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작은음악회(삼각지공원,100명)

6.� 21 2018년� 영주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직소민원실,6명)

6.� 21 영유아� 초청� 「선비� 꿈� 틔움」� 시청� 견학(제1회의실,17명)

6.� 21 2030년� 영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토계획평가� 협의회(제2회의실,10명)

6.� 21 2018년� 6월� 영주아카데미(시민회관,300명)

6.� 21 제2회� 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본회의)(제1회의실,23명)

6.21� ~� 6.22 풍기인견� 서울특판‧홍보행사(서울시청� 광장)
6.� 22 2018년� 영주시� 사회복지인� 체육대회(국민체육센터,280명)

6.� 22 2018년� 2/4분기� 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제1회의실,23명)

6.� 22 민원공무원� 친절역량강화교육(2기)(148아트스퀘어,35명)

6.22� ~� 6.25 제44회� 영주미술작가회�展(시민회관� 전시실)
6.� 25 확대간부� 회의(제1회의실,50명)

6.� 25 6.25전쟁� 제68주년� 기념식(국민체육센터,700명)

6.� 25 2018년� 선비촌활성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제2회의실,7명)

6.� 25 성인지역량강화�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시청강당,100명)

6.� 25 제22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영주시의회)

6.� 26 (사)영주시녹색어머니회� 발대식(영주경찰서,100명)

6.� 26 새마을� 실버아카데미(새마을회관,150명)

6.� 26 2018� 영주사과인� TAP성공다짐대회(국민체육센터,600명)

6.� 26 2018� 상반기� 공무원� 퇴임� 및� 공로연수식(시청강당,200명)

6.� 26 2018� 영주시� 개인정보보호� 교육(문화예술회관,680명)

6.� 26 제5회� 영주시발달장애인� 자기권리주장대회(한국폴리텍대학,200명)

6.� 26 노인지도자� 초청� 특강(시민회관,6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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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7 영주시� 공유재산� 심의회(부시장실,7명)

6.� 27 2018년도� 세탁업�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상공회의소,85명)

6.� 27 민원공무원� 친절역량강화� 교육(3기)(148아트스퀘어,35명)

6.� 27 정부합동평가� 대책보고회(시청강당,55명)

6.� 28 제8대� 영주시의회� 의원� 당선자� 오리엔테이션(영주시의회)

6.� 28 2018� 안전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퀴즈쇼� 영주예선(가흥초등학교,200명)

6.� 28 민원공무원� 친절역량강화� 교육(4기)(148아트스퀘어,30명)

6.28� ~� 7.3 제42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총회(바레인)

6.� 29 제5회� 삼봉배� 전국오픈� 라지볼� 탁구대회(국민체육센터,420명)

6.� 29 민원공무원� 친절역량강화� 교육(5기)(148아트스퀘어,30명)

6.� 30 할매할배의� 날� 기념행사� 가족� 명랑� 페스티벌(국민체육센터,80명)

6.� 30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콘텐츠� 특성화� 사업� 그림소풍(학사골목,200명)

7.� 2 확대간부� 회의(제1회의실,50명)

7.� 2 소백산귀농드림타운� 입교생� 교육(소백산귀농드림타운,35명)

7.2� ~� 7.4 제22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영주시의회)

7.� 3 우곡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업무협의� 국토교통부� 방문(국토교통부)

7.� 3 ‘행복� 선비마을’만들기(풍기읍� 동부4리,40명)

7.� 4 민선� 제7대� 영주시장� 취임식(시청강당,230명)

7.� 4 2018� 사회복지시설�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148아트스퀘어,90명)

7.� 4 제8대� 영주시의회� 개원기념� 행사(영주시의회)

7.� 4 2018� 찾아가는� 가족사랑의� 날(읍내1리� 마을회관,30명)

7.� 5 시장� 취임� 고유례(영주향교� 대성전,15명)

7.� 5 전통시장과� 함께하는� 이열치맥(시청� 뒷마당)

7.� 5 풍기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선도지구)� 추진위원회� 총회(풍기읍행정복지센터,27명)

7.� 6 영유아� 초청� 「선비� 꿈� 틔움」� 시청� 견학(시청강당,41명)

7.� 6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선비이야기� 투어� 카드� 갓(GoT)� 선비� 서포터즈단� 발대식
(제1회의실,30명)

7.� 6 7월� 수요행복민원실(종합민원실)

7.� 7 중국� 소관시� 정부대표단� 시청� 방문(제2회의실,12명)

7.� 7 Green� City� 조성을� 위한� 에너지절약� 캠페인(구성오거리,80명)

7.� 7 인천� 영주셀프한우� 개점식(인천문학경기장,150명)

7.� 7 영주심포니오케스트라� 2018� 힐링콘서트(문화예술회관)

7.7� ~� 7.8 2018� 영주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시민운동장� 외,2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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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자율방범연합대� 가족한마음� 체육대회(아지청소년야영장,300명)

7.� 9 확대간부� 회의(제1회의실,50명)

7.� 9 2018년� 제10회� 영주시� 조례규칙� 심의회(부시장실,7명)

7.� 9 2018년� 맞춤형복지� 차량� 전달식(시청전정,30명)

7.� 9 2018�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평가보고회(시청강당,60명)

7.� 9 2018년� 제2회� 영주시� 기술자문위원회(제2회의실,7명)

7.� 9 장수발효� 체험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보고회(직소민원실,11명)

7.� 9 2018� 영주시장배� 골프대회� 시상식(예천한맥� C.C)

7.� 10 2018년� 농촌현장포럼(우곡리� 마을회관,40명)

7.� 10 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전통시장과� 함께하는� 이열치맥(시청� 뒷마당)

7.� 11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국가관광전략� 영상회의(제2회의실)

7.� 11 의무자조금�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설명회(농업기술센터,200명)

7.� 11 출산장려� 업무� 협약(보건소� 회의실,20명)

7.� 11 민선7기� 비전과� 정책� 시민토론회(시청강당,250명)

7.� 12 2018년� 농업인학습단체� 화합행사(국민체육센터,1000명)

7.� 12 2018년� 영주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시민회관,400명)

7.� 12 풍기세계인삼엑스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제1회의실,20명)

7.� 12 영주시� 보육정책위원회(제2회의실,12명)

7.� 13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동부초등학교,50명)

7.� 13 제7회� 인구의� 날� 기념� 경북문화행사� 가족사랑톡톡콘서트(문화예술회관,500명)

7.� 13 제6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참여기관� 관계자� 설명회(148아트스퀘어,120명)

7.� 13 죽계구곡� 관광자원화사업� 실시설계용역� 보고회(직소민원실,10명)

7.� 13 영주시� 이통장연합회� 이사회의(제1회의실,26명)

7.� 14 농촌진흥청� 연계� 이동식� 농업종합병원� 운영(평은초등학교,250명)

7.� 16 2018�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프로그램� 보고회(청소년문화의집,30명)

7.� 16 확대간부� 및� 읍면동� 연석회의(시청강당,60명)

7.� 17 가흥1동� 서릿골� 경로당� 공동거주의집� 입주환영행사(서릿골� 경로당)

7.� 17 산림일자리� 발굴을� 위한� 사회적경제� 워크숍(산양산삼� ‧ 산약초� 홍보교육관,80명)
7.� 17 영주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제2회의실,10명)

7.� 17 2018� English� Festival(문화예술회관,400명)

7.� 18 2018� 영주시� 씨름왕� 선발대회� 개회식(시민운동장� 씨름장,130명)

7.� 18 영주적십자병원� 개원식(영주적십자병원,150명)

7.� 18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시청강당,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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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 7.26 제22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영주시의회)

7.� 19 2030년� 영주�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 보고(직소민원실)

7.� 19 2018� 영주시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기술경연대회(국민체육센터,700명)

7.� 19 2018� 영주시체육회� 제2차� 이사회(체육회� 회의실,46명)

7.� 19 스포츠컴플렉스� 조성사업� 도입시설� 결정� 회의(시장실,8명)

7.� 19 7월� 영주아카데미(야간강좌)(시민회관,300명)

7.� 20 영유아� 초청� 「선비� 꿈� 틔움」� 시청� 견학(시청강당,15명)

7.� 20 풍기농협산지유통센터� 개장식(순흥면� 석교리,60명)

7.� 21 문정야외물놀이장� 개장식(문정야외물놀이장,250명)

7.� 21 2018� 영주시장배� 정구대회� 개회식(시민정구장,100명)

7.� 22 2018� 경북리그� 제16회� 선돌이리그� 축구대회� 개회식(시민운동장,300명)

7.� 22 부석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념KBS� 전국노래자랑� 영주시편� 예심(시민회관)

7.� 23 2018년�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148아트스퀘어,100명)

7.� 23 영주한우� 명품화� 추진단� 회의(농업기술센터,45명)

7.� 23 2018년� 영주향토음식� 아카데미� 품평회(무궁화� 요리학원,30명)

7.� 23 2019년� 정부합동평가� 대책보고회(부시장실,32명)

7.� 24 확대간부회의(제1회의실,40명)

7.� 24 2018� 세계유교문화재단이사회� 임시총회(안동MBC)

7.� 24 부석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념KBS� 전국노래자랑� 영주시편� 녹화(국민체육센터)

7.� 24 영주시↔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 제1차� 본교섭(제1회의실,21명)

7.� 25 수요행복민원실(종합민원실)

7.� 25 성인지역량강화�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시청강당,120명)

7.� 25 제7회�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제1분과)(제2회의실,9명)

7.� 25 민선7기� 도지사↔시장‧군수� 상생화합� 간담회(경북도청,23명)
7.25� ~� 29 영주농특산물� 말레이시아� 해외시장� 개척(말레이시아)

7.� 26 제22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영주시의회)

7.� 26 영유아� 초청� 「선비� 꿈� 틔움」� 시청� 견학(시청강당,29명)

7.� 26 선비세상� 모노레일� 설치사업(안)� 공청회(시청강당,200명)

7.� 26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영주시협의회지역대표�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 및� 간담회�
(영주시의회,20명)

7.� 27 한우농가� 생산성� 향상� 전문� 교육(풍기� 축협한우프라자,100명)

7.� 27 영주동� 거점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최종보고회(제1회의실,10명)

7.27� ~� 30 2018설치미술「형상의� 파장」작품전시회(148아트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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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0 신영주번개시장주차장� 신축공사� 설계용역� 주민설명회(휴천2동주민센터,50명)

7.� 30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시장� 초청� 간담회(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30명)

7.� 30 농촌지역� 어린이� 영어캠프� 입교식(동양대학교,58명)

7.� 30 베어링클러스터� TF팀� 회의(제2회의실,22명)

7.� 31 확대간부회의(제1회의실,40명)

7.� 31 제27회� 영주시� 한농연‧한여농� 가족화합행사(옥대초등학교,900명)
7.� 31 국비확보를� 위한� 기획재정부� 방문(세종시)

7.� 31 이산면� 석포교� 개체공사� 주민설명회(이산면� 선비문화센터,50명)

7.� 31 영주시� 공적심의회(부시장실,6명)

8.� 1 수요행복민원실(종합민원실)

8.� 1 농촌재능나눔� 농촌마을� 순회진료(금계1리� 마을회관,80명)

8.� 1 8월� 직원� 소통&힐링� 월례회(시청강당,200명)

8.� 2 2018년� 영주시�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정보화교육장,50명)

8.� 2 안정초~여륵간(군도3호)� 도로확포장공사� 주민설명회(안정면사무소,27명)

8.� 3 2018년� 농업인대학� 한우과정[15회차](농업기술센터,48명)

8.� 3 2018� 시민대학� 운영(평생학습센터,80명)

8.3� ~� 8.10 2018�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국민체육센터� 외)

8.� 7 확대간부회의(제1회의실,40명)

8.� 7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기탁(시장실)

8.� 7 영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월례회(여성협회� 사무실,23명)

8.� 7 2018� 행복한� 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농업인복지회관,150명)

8.� 7 효자새뜰마을사업� LPG집단공급시설설치사업� 주민설명회(하망동� 주민센터,57명)

8.� 8 2018년� 농업인대학� 약초과정[16회차](농업기술센터,70명)

8.� 8 영주시↔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 제2차� 실무교섭(제1회의실,22명)

8.� 9 중앙선� 철도�유휴부지�활용� 기본계획�수립� 주민설명회(2회)(풍기읍사무소,� 문수면사무소)

8.� 9 농촌재능나눔� 농촌마을� 순회진료(서부1리� 마을회관,80명)

8.� 9 2018년� 농업자격증반(종자기능사)� 교육� 개강(농업기술센터,77명)

8.� 9 제4회�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임시� 이사회(148아트스퀘어,11명)

8.� 10 2018� 영주지역� 교육행정협의회(영주교육지원청,13명)

8.� 10 2018� 시민대학� 수료식(평생학습센터,80명)

8.� 10 8월� 시민과� 소통·만남의� 날(풍기� 한우프라자,35명)

8.� 13 정책회의� 개최(부시장실,12명)

8.� 13 영주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제2회의실,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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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4 확대간부회의(제1회의실,40명)

8.� 14 815광복쌀� 재배단지� 첫� 벼베기� 행사(안정면� 오계리,60명)

8.14� ~� 8.15 2018년� 영주시� 청소년� 여름과학� 캠프(한국선비문화수련원,70명)

8.� 15 제73주년� 광복절� 기념식(영주시민회관,600명)

8.� 15 휴천3동� 대동경로당� 준공식(휴천3동� 대동경로당,100명)

8.� 15 이야기� 연극� 「얼었다,� 꽁!� 풀려라,� 호~」(148아트스퀘어)

8.� 16 2018� 말복맞이� 어르신� 삼계탕� 나눔(그랜드컨벤션웨딩,1000명)

8.� 16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한� 여름나기� 행사(영주시노인복지관,230명)

8.� 16
영주� 첨단베어링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제1회의실,20명)

8.� 17 제2회� 추경예산편성� 관련� 위원회� 개최(제2회의실,14명)

8.� 17 2018� 하계� 농촌지역� 어린이� 영어캠프� 수료식(동양대학교� 다산관,50명)

8.� 17 2018� 영주� 락� 페스티벌(서천둔치� 특설무대)

8.� 18 2018� 전국� 아마추어� 밴드� 경연대회(서천둔치� 특설무대)

8.� 18 농촌건강장수마을� 금계1리� 여름밤� 행복음악회(금계1리� 마을회관,100명)

8.18� ~� 8.19 제14회� 경북도지사기� 생활체육� 합기도� 대회(국민체육센터,650명)

8.� 20 단산면생활개선회어르신� 정� 나눔� 효행사(금대녹색,80명)

8.� 20 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제1회의실,23명)

8.� 21 제3차� 영주시� 지역사회보장대표� 협의체� 회의(영주1동� 행정복지센터,23명)

8.� 21 확대간부� 및� 읍면동� 연석회의(시청강당,60명)

8.� 22 8월� 수요행복민원실(종합민원실)

8.� 22 제8회�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1분과)(제2회의실,9명)

8.� 23 영주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용역� 착수� 보고회(제1회의실,22명)

8.� 23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심의회(부시장실,7명)

8.� 23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선비이야기� 여행� 관광포럼(소수서원충효교육관� ,100명)

8.� 23 8월� 영주아카데미(영주시민회관,300명)

8.� 24 2018� 영주시� 협회장기파크골프� 대회� 개회식(서천파크골프장,280명)

8.� 24 신영주번개시장� 주차장� 신축공사� 설계용역� 중간보고회(제2회의실,17명)

8.� 25 2018� 영주시� I-리그� 축구대회� 개회식(시민운동장,290명)

8.� 26 제5회� 영주시민자전거� 타기� 페스티벌(서천둔치,500명)

8.� 27 제228회� 영주시의회� 의장단(의원)� 간담회(영주시의회)

8.27� ~� 9.5 2019년� 주요업무보고(제1회의실)

8.� 28 확대간부회의(제1회의실,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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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8 2018� 영주시� 주민자치� 동아리� 경연� 및� 한마음� 대회(국민체육센터,1000명)

8.� 28 부석� 낙화암천� 하천재해예방사업� 2차� 주민설명회(부석면행정복지센터,50명)

8.� 28 영주시장애인복지관� 작은� 음악회(장애인복지관,100명)

8.� 29 안정면� 생활개선회� 어르신� 정� 나눔� 효행사(안정농협로컬푸드,100명)

8.� 29 우리향토음식연구회� 어르신� 음식� 나눔� 봉사(새마을회관,150명)

8.� 29 직원대상� 부모교육(시청강당,200명)

8.� 29 148아트스퀘어� 여름� 특별기획� ｢여름밤의� 꿈｣(148아트스퀘어,130명)
8.� 30 제2회� 영주시� 한궁대회(국민체육센터,350명)

8.� 30 제22회� 영주시민대상� 심사위원회(시청강당,14명)

8.� 30 2019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예산편성방침� 시달회의(시청강당,100명)

8.� 30 2018� 꿈의� 오케스트라� 향상음악회(시민회관,300명)

8.30� ~� 8.31 제4회� 스마트� 산림포럼(국립산림치유원,80명)

8.30� ~� 8.31 High-Tech베어링� 산업화� 기반구축사업네트워크구축� 워크숍(하이원� 그랜드호텔)

8.� 31 경북� 농식품� 수출촉진대회(수출상담회)(안동� 그랜드호텔)

8.� 31 제6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참여기관� 관계자� 2차� 설명회(148아트스퀘어,120명)

8.� 31 마당놀이� ‘덴동어미� 화전놀이’� 공연� 개막식(서천둔치,500명)

9.� 2 제3회� 영주시� 여성부배드민턴� 대회� 및� 이웃시군� 초청전(생활체육관,300명)

9.� 3 상망동� 경일미래아파트� 경로당� 준공식(경일미래아파트,100명)

9.� 3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치매안심센터,150명)

9.� 3 9월� 직원� 소통&힐링� 월례회(시청강당,230명)

9.� 4 확대간부회의(제1회의실,40명)

9.� 4 2018� 바르게살기� 수련대회(국민체육센터,900명)

9.� 4 제21회� 3도� 접경면� 주민화합행사(김삿갓문학관)

9.� 4 선비글판(하반기)� 문안선정� 심사위원회(제2회의실,7명)

9.4� ~� 9.6 시민건강체험� 마당� ※� 야간걷기대회� :� 9.5(수)� 20:00(서천둔치)

9.� 5 영주� 첨단베어링산업� 클러스터� 추진상황� 보고회(상공회의소,60명)

9.� 5 직원대상� 부모교육(시청강당,100명)

9.5� ~� 9.18 제22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영주시의회)

9.� 6 2018년도� 고려인삼시군협의회� 정기총회(국립산림치유원,100명)

9.�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주시협의회� 2018년� 3분기� 정기회의(제1회의실,30명)

9.6� ~� 9.8 경북농식품� 산업대전� 영주농특산물� 판촉행사(대구전시컨벤션센터)

9.� 7 2018년� 영주시� 이통반장� 화합� 한마당� 대회(서천둔치,1500명)

9.� 7 아토피� 예방� 인형극� 공연(문화예술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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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 2018년� 영주시� 지역사회복지� 대회(148아트스퀘어,300명)

9.� 7 2018�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회의(제1회의실,9명)

9.� 7 ‘선비정신� 바로알기’� 공무원� 교육용� 콘텐츠� 개발용역� 완료보고회(제2회의실,7명)

9.7� ~� 9.16 제25회� 소백� 예술제(시민회관� 외)

9.� 8 영주시� 다문화가족� 어울림� 축제(선영여고� 체육관,300명)

9.� 8 제24회� 영주시청소년� 가요제(문화예술회관,400명)

9.8� ~� 9.9 2018� 영주생활문화예술제(시민회관� )

9.� 9 제3회� 영주시장배� 댄스스포츠� 경기대회� 개회식(국민체육센터,500명)

9.� 10 시� 대표� 홈페이지� 전면개편� 및� 웹사이트� 통합� 중간보고회(제1회의실,50명)

9.5� ~� 9.18 제22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영주시의회)

9.10� ~� 9.13 제2회� 전국� 항공정비기능대회(경북항공고,200명)

9.� 11 확대간부회의(제1회의실,40명)

9.� 11 영주축협� 조합원� 한마음� 대회(국민체육센터,1000명)

9.� 11 민선7기�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국립산림치유원,120명)

9.� 11 제12회� 신장장애인� 복지대회� 및� 건강세미나(벨리나웨딩홀,200명)

9.� 12 추계� 석전대제(영주향교� 외� 2,230명)

9.� 12 영주사과� 해외� 오지마을� 우물파기사업� MOU� 체결(제2회의실)

9.� 13 2018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협의회� 임시총회� 및� 박람회(새만금컨벤션센터)

9.� 13 어린이� 범죄예방� 뮤지컬‘노래하는� 자루’(문화예술회관)

9.� 13 2018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전주시� 호텔르윈)

9.� 14 제13회� 장애인한마음� 체육대회(국민체육센터,1000명)

9.� 14 2018년� 장수부부� 어르신� 합동� 회혼례(그랜드컨벤션웨딩)

9.� 14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시장·군수� 협력체� 회의(천안시청)

9.14� ~� 9.16 제28회� 경북도민생활대축전(상주실내체육관,200명)

9.� 15 북에서� 온� 동포들과� 함께하는� 화합한마당(관내식당,30명)

9.� 17 제22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영주시의회)

9.� 17 「행복하고� 단단한� 아이를� 만드는� 부모역할」� 부모� 교육(영주시민회관,200명)

9.� 17 경상북도� 통방방위협의회� 및� 제43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식(경상북도청동락관)

9.� 17 영주시청-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 제3차� 실무교섭(제1회의실,22명)

9.� 18 제22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영주시의회)

9.� 18 국립산림과학원� 고층� 목조건물� 현장설명회(신축공사현장,20명)

9.� 18 확대간부� 및� 읍면동� 연석회의(시청강당,60명)

9.� 19 수요행복민원실(종합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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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9 영주시� 도로명주소위원회(제2회의실)

9.� 19 영주시� 교통환경개선� 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회(직소민원실,13명)

9.� 19 제9회�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1분과)(제2회의실,9명)

9.� 19 영주시� 공유재산� 심의회(부시장실,7명)

9.� 20 2018� 추석명절� 복지시설� 위문(복지시설2개소)

9.� 20 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시장실)

9.� 20 영주아카데미(영주시민회관,300명)

9.� 20 2018� 추석명절� 복지시설� 위문(복지시설� 4개소)

9.� 21 베어링클러스터� TF팀� 전체회의(제2회의실,22명)

9.� 21 가흥~상망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통식(봉산졸음쉼터)

9.� 21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신영주번개시장� 외,1000명)

9.� 22 추석맞이� 비상근무자� 격려(영주경찰서외)

9.� 22 추석맞이� 귀성객� 환영(종합터미널)

9.� 27 영주시의회� 의장단(의원)� 간담회(영주시의회)

9.� 27 영주시� 강소농회� 다자간� 업무협약(MOU)� 체결(농업기술센터,11명)

9.� 27 선비글판� 문안선정작� 작품패� 전달(시장실)

9.� 28 2018� 경북도청� 신도시권역� 발전포럼(안동� 그랜드호텔)

9.� 28 가정·성폭력� 및� 아동학대·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영주역� 광장,300명)

9.� 28 도시경관� 전략계획� 수립� 시민� 설명회(상공회의소)

9.� 28 제13회� 영주시� 조례규칙� 심의회(부시장실,7명)

9.29� ~� 9.30
제73회� 전국대학육상경기대회� 및� 교육대학육상대회와� 대학생� 마스터즈� 대회
(영주시민운동장,800명)

10.� 1 영주� 항일애국지사� 기념공원�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제1회의실,30명)

10.� 1 10월� 직원� 소통� &� 힐링� 월례회(시청강당,230명)

10.� 1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경북도청)

10.� 2 2018년� GAP� 설명회� 및� 기본교육(농업기술센터,220명)

10.� 2 2018년� 친환경� 축산농장� 음악회(덕풍농장,500명)

10.� 3 2018� 영주시장기� 경북북부지구� 남녀궁도대회� 개회식(영주충무정,200명)

10.� 4 영주시� 축산인의� 날� 행사(국민체육센터,1000명)

10.� 4 민방위� 보충교육(시민회관,530명)

10.� 4 2018� 경북영주� 풍기인삼축제� 준비사항� 보고회(시청강당,78명)

10.� 4 ｢영주� 의국과� 이석간� 경험방｣ 학술대회(상공회의소,70명)
10.4� ~� 10.7 영주365시장� 브랜드� 대축제(3주년)(영주365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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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 2018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제1회의실,34명)

10.� 5 민방위� 보충교육(시민회관,530명)

10.� 5
순흥� 읍내리� 벽화� 고분� 및� 안정� 용암산� 고분군� 일원� 문화재정밀지표조사� 및�
활용방안� 용역� 최종보고회(제2회의실,10명)

10.� 5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중간보고회(시청강당,100명)

10.� 5 영주시⇔세미플론(주)�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식(시장실,3명)

10.5� ~� 10.6 2018� 영주� 무섬외나무다리� 축제(무섬마을� 일원)

10.5� ~� 10.7 제6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 2018영주(148아트스퀘어)

10.� 6 제3회� 영주시민민속� 장기대회(영주농협파머스마켓,150명)

10.� 6 이산서원� 이전·복원공사� 상량식(이산서원� 공사현장� ,50명)

10.� 7 팔도장터� 관광열차� 방문(영주365시장� 외,680명)

10.� 7 2018� 소백산� 영주풍기인삼� 가요제� 예심(풍기문화의집,120명)

10.� 8 확대간부회의(제1회의실,40명)

10.� 8 제19회� 노인대학� 연합� 체육대회(국민체육센터,1000명)

10.� 8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 자문위원회(서울� 프리마호텔)

10.� 8 영주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제1회의실,12명)

10.� 8 2018년� 영주시� 조직개편� 용역� 보고회(시청강당,150명)

10.8� ~� 10.18 제22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영주시의회)

10.9� ~� 10.10 뮤지컬� 죽계별곡(공연:19:00)(문화예술회관,800명)

10.� 10 제22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영주시민회관,700명)

10.� 10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현장설명회(아지동� 산17번지,10명)

10.� 11 2018년� 반부패청렴실천� 교육(2차:14:00)(시청강당)

10.� 11 제27회� 영주시지체장애인� 자립실천대회(영주시민회관,1000명)

10.� 11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국제포럼(서울� 신라호텔)

10.� 11 영주시청� ↔�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식(제1회의실,18명)

10.� 11 제18기� 민주평통영주시협의회� 보궐자문위원� 위촉장� 전수식(제1회의실,20명)

10.� 12 휴천2동� 운봉경로당� 개소식(운봉경로당,50명)

10.� 12 제66주년� 재향군인의날� 기념식(청소년문화의집,230명)

10.� 12 2018년�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 경로잔치(그랜드컨벤션웨딩,100명)

10.� 12 제22회� 영주시민대상� 시상식(시청강당,200명)

10.� 12 제6회� 영주시� 기술자문위원회(제2회의실,13명)

10.12� ~� 10.13 2018� 영주� 무섬외나무다리� 축제(무섬마을� 일원)

10.� 13 2018년도� 근로자� 한마음� 갖기대회(풍기인삼박물관,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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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3 제2회� 영주선비고을� 전국장애인� 바둑대회� 개회식(국민체육센터,400명)

10.� 13 영주시� 아이누리� 놀이문화� 한마당(영주제일교회,1500명)

10.� 13 선비고을� 알뜰� 나눔� 장터(시청전정,1000명)

10.� 13 사마자� 출연� 연극‘세여자’공연(문화예술회관)

10.� 13 동천사� 제10회� 산사문화음악회(동천사,900명)

10.13� ~� 10.14 제15회� 영주시장기타기� 전국축구대회(영주시민운동장,1000명)

10.� 14 2018� 경북구곡� 라디엔티어링-영주시편(죽계구곡� ,200명)

10.� 15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사업� 업무협약(직소민원실,6명)

10.� 15 저출산� 극복� 문화조성� 업무협약(풍기온천리조트,20명)

10.� 15 2018년�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노벨리스코리아,500명)

10.� 15 확대간부� 및� 읍면동� 연석회의(시청강당,60명)

10.� 16 여성단체회원� 한마음� 대회(개회식� 11:00)(국민체육센터,300명)

10.� 16 영주시⇔세미플론(주)� 투자양해각서� 체결식(직소민원실)

10.� 16 영주첨단베어링산업� 발전포럼(문화예술회관,500명)

10.16� ~� 10.17 제9기� 걷기지도자� 2급� 교육(09:00)(시민운동장,48명)

10.� 17 꽃차산업� 발전� 및� 산업화방안� 전략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제2회의실,11명)

10.� 17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정기회(제천� 청풍레이크호텔)

10.� 18 제22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영주시의회)

10.� 18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보조금심의위원회(제1회의실,14명)

10.� 18 영주아카데미(시민회관,300명)

10.� 18 풍기인삼축제� 추진상황� 현장보고회(축제장)

10.18� ~� 10.21 일본� 후지노미야시� 청소년교류단� 영주방문(관내일원,22명)

10.� 19 제39회� 영주시민체육대회(시민운동장,18000명)

10.� 19 제11회� 아줌마� 대축제� 개막식(대구두류공원)

10.19� ~� 10.21 일본� 후지노미야시� 문화산업교류단� 영주방문(관내일원,25명)

10.20� ~� 10.28 2018� 경북영주풍기인삼축제(풍기읍� 남원천)

10.20~� 10.21 2018� 영주소백힐링전국걷기대회(풍기인삼축제장� 외,5000명)

10.� 21 일본� 후지노미야시� 문화산업교류단� 산업� 교류� 회의(제1회의실,12명)

10.� 22 문수면� 대양2리� 경로당� 공동거주의� 집� 입주환영식(대양2리� 경로당,40명)

10.� 22 제18회� 영주시골프협회장배� 골프대회(예천� 한맥CC,148명)

10.� 22 중앙선� 철도� 유휴부지활용� 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제1회의실,22명)

10.� 22 2018경북영주� 풍기인삼축제� 평양예술단� 공연(인삼축제장)

10.� 23 확대간부회의(제1회의실,40명)



2017-2018

시정백서

986� 제4편� 부록

일� 시 내� 용

10.� 23 정부합동평가� 대책보고회(부시장실,23명)

10.� 23 제11회� 영주풍기인삼배� 경북동호인� 게이트볼� 대회� 개회식(풍기광복구장,1000명)

10.� 23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연합회� 방문(인삼축제장� 외,460명)

10.� 23 2018년� 경상북도민의� 날� 기념행사(경북도청,40명)

10.� 23 2018� 경북영주� 풍기인삼축제� 라온(락밴드)� 공연(인삼축제장)

10.� 24 제41회� 영주풍기인삼배� 전국시니어� 테니스� 대회(영주시민테니스장� 외,1000명)

10.� 24 제39회� 영주시� 흰지팡이의� 날� 행사(벨리나웨딩홀,300명)

10.� 24 제12회� 영주시� 읍면동� 대항� 풍물경연대회(인삼축제장)

10.� 24 10월� 수요행복민원실(종합민원실)

10.� 24 2018� 경북영주� 풍기인삼축제� 영주한우� 노래자랑(인삼축제장)

10.� 25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영주경찰서,150명)

10.� 25 영주시� 지방건축위원회(시청강당,18명)

10.� 25 뮤지컬‘소백산� 자락� 사람들’(인삼축제장)

10.� 26 영주시노인복지관� 함께해孝 페스티벌(영주시노인복지관,1200명)
10.� 26 2018� 회헌� 안향� 선생� 숭모제� 재현행사(시민회관,300명)

10.� 26 2018� 경북영주� 풍기인삼축제� 전국댄스� 경연대회(인삼축제장)

10.26� ~� 10.31 영주� 국화·야생화� 전시회(서천둔치)

10.� 27 2018콩문화페스티벌(콩세계과학관)

10.� 27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민관합동네트워크� 기부� 박람회(가흥1동행정복지센터� 옆,500명)

10.� 27 2018� 경북영주� 풍기인삼축제� 소백산� 풍기인삼� 가요제(인삼축제장)

10.27� ~� 11.3 2018� 영주사과축제(부석사� 일원)

10.27� ~� 10.28 제6회� 영주풍기인삼장사� 전국동호인� 씨름대회(인삼축제장,150명)

10.27� ~� 10.28 제8회� 한국대학� 스포츠� 대전(국민체육센터� 외,700명)

10.� 28 2018� 경북영주� 풍기인삼축제� 주민자치� 우수동아리� 공연(인삼축제장)

10.� 28 2018� 경북영주� 풍기인삼축제� 폐막식(인삼축제장)

10.� 29 자매도시� 해운대구� 대표단� 영주방문� 환영행사(시청강당,36명)

10.� 29 제3회� 소백춘추� 지방자치� 포럼(시민회관)

10.� 29 영주시� 열린어린이집� 지정서� 수여식(시장실,12명)

10.27� ~11.3 2018� 영주� 사과축제(부석사� 일원)

10.� 30 확대간부회의(제1회의실,40명)

10.� 30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제2회의실,11명)

10.� 30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보건소� 회의실,15명)

10.� 30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경주� 화백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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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1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점검� 영상회의(제2회의실)
10.� 31 북부권역� 통합상수도� 확장사업� 준공식(부석정수장� 전정,200명)

10.� 31 2018년� 경북� 지식재산� 페스티벌(경북도청)

11.� 1 제23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간담회(영주시의회)

11.� 1 11월� 직원� 소통&힐링� 월례회(시청강당,230명)

11.� 2 2018년�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 시상식(농협중앙회� 본관,60명)

11.� 3 제6회� 백두대간� 그란폰도� 사이클대회� 개회식(동양대� 주차장,1988명)

11.� 3 제3회� 황금시대방송국� 청소년� 축제(후생시장� 내,100명)

11.� 3 2018영주� 사과축제� 폐막식(부석사� 주차장)

11.� 3 영주호� 오토캠핑장� 개장식(영주호� 오토캠핑장,700명)

11.� 3 가수� 김수희와� 함께하는� 소리愛 지금을� 즐겨라(문화예술회관)
11.3� ~� 11.4 제9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생활체육� 핸드볼� 대회(국민체육센터� 외,500명)

11.� 4 2018� 영주시마라톤연합회장배� 마라톤� 대회(서천� 인라인경기장,400명)

11.� 4 연극‘복사꽃지면� 송화날리고’공연(시민회관)

11.� 12 영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제2회의실,10명)

11.� 12 만방1리� 자만동� 마을회관� 준공식(자만동� 마을회관,100명)

11.� 12 2018� 대구·경북� 그랜드� 포럼(경북도청)

11.� 13 확대간부회의(제1회의실,40명)

11.� 13 KT&G� 영주공장� 2018년� 사랑의� 김장나누기(KT&G� 영주공장,233명)

11.� 13 2018�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플라자호텔,17명)

11.� 13 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제2회의실,5명)

11.13� ~� 15 2018� 경북사과� 홍보행사(서울광장)

11.� 14 영주시� 조례규칙� 심의회(부시장실,7명)

11.� 14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시청강당,120명)

11.� 14 소방차활동공간확보� 우수공동주택� 인증� 현판식(세영첼시빌,50명)

11.� 14 2018� 가정투게더� 해피-투게더� 아빠의� 자격� 인증서� 수여식(시민회관,400명)

11.14� ~� 15 2018년� 하반기� 신규공무원� 워크숍(산림치유원� 외,75명)

11.� 15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관내� 5개교,1155명)

11.� 15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제2회의실,11명)

11.� 15 첨단베어링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분과위원회(서울aT센터,60명)

11.� 15 2018년� 11월� 영주아카데미(시민회관,300명)

11.15� ~� 16 사랑의� 김장� 담가� 주기(새마을회관)

11.� 16 직장� 내� 폭력예방� 통합교육(09:00,14:00/2회)(문화예술회관)



2017-2018

시정백서

988� 제4편� 부록

일� 시 내� 용

11.� 16 아지동� 너랑나랑� 유아숲체험원� 준공식(아지동� 유아숲체험원,430명)

11.� 16 제3회� 영주시게이트볼협회장기� 대회(시민운동장,400명)

11.� 16 부석사�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관광활성화� 심포지엄(상공회의소)

11.� 16
풍기세계인삼엑스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풍기읍� 행정복지센터,50명)

11.16� ~� 17 2018년�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소백산풍기온천리조트,60명)

11.� 17 제20회� 영주시배구협회장배� 배구대회(국민체육센터,150명)

11.� 17 제79주년�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광복체육회관,250명)

11.� 17 시민과� 소통·만남의� 날(청소년� 문화의집,50명)

11.� 17 시민과� 함께하는� 소백풍물� 한마당(시민회관,300명)

11.� 18 2018� 영주시소백산배� 클럽최강전� 배드민턴� 대회(국민체육센터,500명)

11.� 19 영주6호�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식(장수조이월드,6명)

11.� 19 중앙선� 철도� 유휴부지활용� 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회(제1회의실,16명)

11.� 20 희망2019� 나눔캠페인� 출범식(경북도청)

11.� 20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및� 포럼(덕성여자대학교)

11.� 20 제4회�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본회의)(제1회의실,23명)

11.� 20 확대간부� 및� 읍면동� 연석회의(시청강당,60명)

11.� 21 코레일� 인재개발원� 사업추진� 협약식(한국철도공사)

11.� 21 민선7기�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문경시청)

11.� 21 2018영주� 선비포럼(영주상공회의소,200명)

11.� 21 제11회� 영주� 도시계획위원회(제1분과)(제2회의실,9명)

11.� 22 도지사� 주재� 부단체장� 영상회의(제2회의실,8명)

11.� 22 2018년�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국민체육센터,900명)

11.� 22 회계실무� 교육(시청강당,150명)

11.� 22 2018년� 영주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드림스타트� 사무실)

11.� 22 영주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시민회관)

11.22� ~� 12.20 제23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영주시의회)

11.22� ~� 12.20 제23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영주시의회)

11.22� ~� 11.24 148아트� 페스티벌(148아트스퀘어)

11.� 23 2018년�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발표회(안정면사무소,100명)

11.� 2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주시협의회� 4분기� 정기회의(제1회의실,30명)

11.� 24 제7회� 안정농협� 용암산기� 게이트볼대회� 개회식(시민운동장� 보조구장� ,300명)

11.� 24 제2회� 영주시장기� 국학기공대회� 개회식(시민회관,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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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4 프리소울� 앙상블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문화예술회관)

11.� 25 2018문화가� 있는날� 토닥토닥� 쓰담쓰담(,명)

11.� 26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동양대학교,10명)

11.� 26 부용계� 학술대회(상공회의소,60명)

11.� 26 영주시사회복지사협회� 학술대회(벨리나웨딩홀,200명)

11.� 26 ㈜신도물산장학회� 이웃돕기� 성금� 전달(벨리나웨딩홀,100명)

11.22� ~� 12.20 제23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영주시의회)

11.� 27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캠페인(가흥초등학교� 앞,50명)

11.� 27 확대간부회의(제1회의실,40명)

11.� 27 화학사고� 대비� 주민� 방독면� 착용� 교육(필두마을� sk화합관,50명)

11.� 27 제409차� 민방위날� 전국� 화재대피� 훈련(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50명)

11.� 27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그랜드� 힐튼� 서울)

11.� 28 수요행복민원실(종합민원실)

11.� 28 2018�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대상� 시상식(국회의원회관,10명)

11.� 28 자원봉사� 커뮤니케이션� 특강(종합자원봉사센터,100명)

11.� 28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민관합동� 네트워크� 교류회(벨리나웨딩홀,100명)

11.� 29 영유아� 초청� 「선비� 꿈� 틔움」� 시청� 견학(제1회의실,35명)

11.� 29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2018� 하반기� 정례회의(상주시청)

11.� 30 2018� 영주장애인종합복지관� 예술문화� 발표회(장애인종합복지관,300명)

11.� 30 2018� 시민과� 함께하는� 민속무용제전(148아트스퀘어,100명)

11.� 30 2018� 꿈의�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시민회관,200명)

12.� 1 추사� 김정희�作 세한도,� 전통의� 숨결� 공연(문화예술회관)
12.1� ~� 12.2 2018� 영주시축구협회장배� 축구대회(시민운동장,400명)

12.� 3 희망2019� 나눔캠페인� 사랑의� 열매달기� 행사(시청현관� 외)

12.� 3 12월� 직원� 소통&힐링� 월례회(시청강당,230명)

12.� 3 2018년� 성탄트리� 점등식(꽃동산� 회전교차로,100명)

12.� 4 확대간부회의(제1회의실,40명)

12.� 4 2018하반기� 영주시� 치안협의회� 정기회의(영주경찰서,24명)

12.� 4 2018년� 영주농업인전문교육� 헬스파밍과정� 수료식(동양대학교,33명)

12.� 4 소수박물관� 운영위원회의(소수박물관,10명)

12.� 4 2018년� 영주시� 농업인대학� 수료식(농업기술센터,128명)

12.� 4 관광활성화를� 위한� 영주시↔(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업무협약(제2회의실)

12.� 4 2018년� 시청� 성탄트리� 점등식(시청정문,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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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 2018년� 보육교직원� 위한� 힐링콘서트(문화예술회관,400명)

12.� 5 2018� 대한노인회영주시지회� 부설� 노인대학� 졸업식(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107명)

12.� 5 2018� 친구사랑�어울림마당�학교폭력예방�청소년희망�토크콘서트(영주시민회관,500명)

12.� 5 2018년� 4/4분기� 통합방위협의회의(제1회의실,23명)

12.� 5 풍기읍� 전구2리� 마을회관� 준공식(전구2리� 마을회관,100명)

12.� 5 2018년� 지역여성취업특화� 수료식(경북전문대학교,23명)

12.� 6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위원회의(경북도청,60명)

12.� 6 2018�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은빛대학� 졸업식(영주시민회관,300명)

12.� 7 진주시청� 관계자� 우수� 공공건축� 사례� 벤치마킹� 방문(장애인종합복지관� 외,8명)

12.� 7 동양대사회봉사단� 운낌� ․ 소백라이온스� 사랑의� 생강차� 전달식(시장실,7명)
12.� 7 제24기� 경륜선수후보생� 졸업식(경륜훈련원,140명)

12.� 7 2018� 민원행정� 평가� 보고회(148아트스퀘어,150명)

12.� 7 영주� 첨단베어링산업� 발전� 소규모� 포럼(상공회의소,35명)

12.� 8 2018� 여성이� 그리는� 행복세상(148아트스퀘어,300명)

12.� 8 휴천1동� 휴일경로당� 준공식(휴일경로당,50명)

12.� 8 제2회� 영주시민오케스트라(문화예술회관)

12.8� ~� 12.9 2018� 영주시볼링협회장� 볼링대회(영주볼링장,110명)

12.� 10 2018년� 주요사업재정집행� 추진� 보고회(제1회의실)

12.� 10 공공기관� 유치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제2회의실,10명)

12.� 10 영주� 농·특산물� 수출촉진� MOU� 체결(직소민원실,8명)

12.� 10 시대표� 홈페이지� 전면개편� 및� 웹사이트� 통합� 용역� 최종보고회(제1회의실,50명)

12.� 10 영주시� 교통환경� 개선계획� 수립� 용역� 보고(직소민원실,5명)

12.� 10 인삼박물관� 대학� 수료식(인삼박물관,47명)

12.� 10 시민과� 함께하는� 시� 낭송회(안정농협로컬푸드)

11.22� ~� 12.20 제23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영주시의회)

12.� 11 확대간부회의(제1회의실,40명)

12.� 11 소백산귀농드림타운� 입교생� 수료식(소백산귀농드림타운,50명)

12.� 11 영주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회의(영주1동� 행정복지센터,22명)

12.� 11 2018경북영주� 풍기인삼축제� 평가보고회(시청강당,73명)

12.� 11 2018년� 제2차�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농업기술센터,12명)

12.� 11 2018년� 영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제1회의실,15명)

12.� 12 양봉발전연구회� 교육� 및� 연말총회(농업기술센터,100명)

12.� 12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단� 이사회(한국의집� 취선관,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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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 2018� 영주시� 자원봉사자� 대회(그랜드컨벤션웨딩,450명)

12.� 13 첨단베어링산업� 기술·정보� 교류회(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80명)

12.� 13 시민과� 소통·만남의� 날(148아트스퀘어,50명)

12.� 13 2019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한우)(농업기술센터,250명)

12.� 13 2018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발표회(벨리나웨딩홀,200명)

12.� 14 민선7기� 일자리대책� 수립� 용역보고회(직소민원실,6명)

12.� 14 제1회� 경상북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경북도청)

12.� 14 영주시� 지방건축위원회(시청강당)

12.� 15 적십자사� 봉사회� 창립� 23주년� 기념� 봉사원� 어울마당(대한광복단기념관,300명)

12.� 15 영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의날� 행사(벨리나웨딩홀,200명)

12.� 15 2018� 송년� 콘서트(문화예술회관)

12.� 17 가흥1동� 전우경로당� 준공식(전우경로당,100명)

12.� 17 IoT활용� 미세먼지� 환경개선� 협약(직소민원실)

12.� 17 2018년� 제4회� 영주시� 일자리위원회(제2회의실,6명)

12.� 17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영동선� 이설� 기술조사용역� 보고회(직소민원실,7명)

12.� 17 제4회� 귀농·귀촌인� 만남의� 날� 행사(그랜드컨벤션웨딩,250명)

11.22� ~� 12.20 제23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영주시의회)

12.� 18 확대간부회의(제1회의실,40명)

12.� 18 경북모금회� 따듯한� 겨울나기� 사업� 12월�愛 산타(시청강당,50명)
12.� 19 제23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영주시의회)

12.� 19 2018� 한국장애인부모회� 영주시지부� 가족한마당(안정농협� 로컬푸드,150명)

12.� 19 2018영주� 사과축제� 평가보고회(148아트스퀘어,60명)

12.� 19 제2회� 베어링인의� 날� 행사(서울힐튼호텔,60명)

12.� 20 제23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영주시의회)

12.� 20 부산� 진구청장� 및� 관계자� 공공건축가� 활용사례�벤치마킹�방문(영주실내수영장�외,15명)

12.� 20 2018년� 건강생활실천협의회(보건소� 회의실,10명)

12.� 20 2018년� 12월� 영주아카데미(시민회관,300명)

12.� 20 2019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한우)(농업기술센터,250명)

12.� 20 2030년� 영주�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상공회의소,100명)

12.� 20 영주사과� 해외오지마을� 유니세프� 감사패� 전달식(유니버셜� 아트센터)

12.� 21 2018년� 영주사과� 혁신을� 위한� 워크숍(풍기문화의집,300명)

12.� 21 영주시� 선비도시� 자문위원회(제1회의실,11명)

12.� 21 2018� 한국농어촌장애인진흥회� 영주지회� 장학증서� 전달(근로자� 복지회관,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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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1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발대식(시청강당,190명)

12.� 21 영주시� 양성평등위원회(제1회의실,18명)

12.� 22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퓨전� 국악� 페스티벌(148아트스퀘어,100명)

12.� 22 무용단� 교류� 공연� 「전통춤의� 숨결」(문화예술회관)

12.� 24 2018년� 하반기� 공무원� 공로연수식(시청강당,200명)

12.� 24 공공기관� 유치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제2회의실,12명)

12.� 24 확대간부� 및� 읍면동� 연석회의(시청강당,60명)

12.� 26 수요행복민원실(종합민원실)

12.� 26 시민과� 함께하는� 송년� 콘서트(노인복지관,40명)

12.� 26 새마을� 연말평가대회(새마을회관,120명)

12.� 26 2018년도� 외식업영주시지부� 퇴임행사(영주1동� 행정복지센터)

12.� 26 예비� 수험생을� 위한� 대학입시설명회� 및� 학습전략� 특강(문화예술회관,500명)

12.� 27 사과발전연구회� 연말총회(풍기문화의집,400명)

12.� 27 2018� 소백힐링연구회� 성과보고회(시청강당,260명)

12.� 27 제3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영상회의(제2회의실)

12.� 27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임시� 이사회(148아트스퀘어,9명)

12.� 27 영주적십자병원� 종무식(영주적십자병원,120명)

12.� 28 「아동과� 부모님께� 전하는� 고도원의� 아침편지」� 부모교육(시민회관,300명)

12.� 28 「일제강점기� 영주」� 출판기념회(제일교회,100명)

12.� 29 2018년� 드림스타트� 「가족� 어울림� 한마당」(벨리나웨딩홀,40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