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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군정 주요일지

(단  : 명)

일 시 내          용 장     소 참석인원

1.  1. 해맞이 행사 덕산 5,000

2. 시무식 군청회의실 300

3. 천군번 회 신년교례회 홈웨딩 24

4.
『양잠산물 활성화를 한 공기업설립』

연구용역 간보고회
상회의실

30

5. 농업인단체 신년교례회 천농  연회장 300

8. 곤충생태원조성 실시설계 간보고 군수실 10

9. 새해 군정 인터뷰 군수실

9. 제130차 안 검의 날 행사 메들리노래

연습장외9개소

14. 무료 화 상 문화회 300

15. 생활개선회 정기총회 농업인회 61

16. 윤무원 회화 지보면

주민자치센터

110

18. 군 농업경 인회 회장단 이․취임식 천농  회의실 200

18. 임용장 수여 3층 회의실

22. 농 지도자 천군연합회 연시총회 농업인회 14

22. 새해 읍면방문 개포면 회의실 72

23. 새해 읍면방문 용궁면 회의실 74

25. 안동KBS라디오 화인터뷰 군수실

25. 노인 청간담회 풍양신

2층 회의실

130

26. 새해 읍면방문 호명면회의실 77

26. 제48차 천군재향군인회 정기총회 홈웨딩 100

26. 새해 읍면방문 보문면회의실 80

28. 제10회 한국실업양궁연맹회장기

실내양궁 회 참가

안동실내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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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8. 무료 화 상 문화회 600

29. 새해 읍면방문 용문면 회의실 86

29. 새해 읍면방문 천읍 회의실 86

30. 새해 읍면방문 감천면 회의실 94

31. 새해 읍면방문 하리면 회의실 62

31. 새해 읍면방문 상리면 회의실 40

2.  1. 산불감시원 발 식  교육 청소년수련  극장 120

1. 2007년 업무보고 3층 회의실 100

2. 새해 읍면방문 풍양면 회의실 97

2. 경북북부지역 11개 시군의회의장 의회

월례회

군의회

특별 원회실

8

2. 새해 읍면방문 지보면 회의실 93

5. 제122회 천군의회 임시회 개회 의회 본회의장 50

5. 김수남 군수 도지사 면담 도청 도지사실

6. 제122회 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본회의장 40

6. 제23기 천여성 학 개강식 여성회  130

6. 읍면장 회의 상회의실 32

7. 제122회 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본회의장 40

7. 경로당 공식 호명면 본리

(갈음밭)

100

7. 균형발 정책 국민보고회 안동과학 학

8. 제122회 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본회의장 40

8. 생활개선회 임원 이․취임식  총회 농업인회 60

8. 천군생활체육 의회 정기총회 부잣집 식당 40

9. 제122회 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본회의장 40

9. 경로당 공식 용문면 선1리 70

12. 제122회 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본회의장 40

12. 천군새마을지도자 의회․부녀회 총회

개최

천읍사무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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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3. 천 교육활동 보고회 교육청 100

13. 경로당 공식 호명면 산합1리 130

14. 2007년도 북부지역 신 의회 정기총회 

참석

안동상공회의소 100

20. 지보면민 윷놀이 회 지보면 우시장 1,000

21. 천축  정기총회 천축 회의실 60

22. 수지침 양성반 개강식 여성회 117

22. 경도  2006년도 학 수여식 경도 학

문화체육

1,000

23. 음식업지부 정기총회 홈 웨딩홀 117

23.
경상북도 통합방  지방회의 참석

칠곡군 교육문화

복지회

1,000

24. 천군 새마을 고 제8차 정기총회 홈웨딩홀 200

24. 2007년도 천군기 단체장 청 기도회 홈웨딩홀 100

24. 무료 화 상 문화회

25. 여성농업인 농작업체조 교육 용문면회의실 30

26. 천군 행정동우회 정기총회 개최 여성회  60

27. 사랑의 헌  운동 군청 정

27. 천군-도립경도 학 지역 력단

정체결

상회의실 30

28. 엑스포 실행계획 간보고회 상회의실 30

3.  1. 제11회 천군배드민턴연합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 회

학생체육 200

1. 유천면 단체 윷놀이 행사 천농

손기집하장 마당

300

1. 3.1  충혼탑 참배 남산 충혼탑 110

2. 경도 학 입학식 경도

문화체육

500

3. 용문면민 윷놀이 회 천 등학교 1,500

3. 청소년수련  교양․취미교실 청소년수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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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청소년수련  교양․취미교실 청소년수련 12

3. 여성농업인 농작업체조 교육 감천면복지회 30

4. 천연기념물 기원제(동신제) 석송령, 황목근 100

4. 제13회 천군민  민속놀이 회 학생체육 400

5. 군립 풍양어린이집 개원식 풍양어린이집 140

6. 노인복지회  윷놀이 노인복지회  230

7. 바르게살기 천군 의회 정기총회 문화회 70

7. 제41회 국 남여양궁종별선수권 회 

제18회 국 남여 등학교 양궁 회

천진호국제

양궁장

900

8. 가축 염병 방교육  공동방제단

발 식

청소년수련 180

8. 군정발 을 한 공직자 토론회 청소년수련 100

9. 1읍면 1 신마을 설명회 3층 회의실 110

9. 제9기 천농  주부 학 특강 천농 회의실 100

10. 제8회 지역불교인 윷놀이 한마당 소백산 용문사 1,500

10. 청소년수련  교양․취미교실 청소년수련 20

10. 청소년수련  교양․취미교실 청소년수련 12

10. 여성농업인 농작업체조 교육 감천면복지회 30

12. 보문면 제4회 기 단체 합동 윷놀이 회 보문면복지회 500

13. 산불 방 캠페인 실시 12개 읍면 1,200

13. 제23기 천여성 학 특강 여성회 100

14. 이동여성회  개강식 용궁면사무소 165

15. 엑스포 성공기원 은어 치어 방류 한천 100

15. 천군공무원직장 의회 제2기 출범식 청소년수련 110

17. 청소년수련  교양․취미교실 청소년수련 20

17. 청소년수련  교양․취미교실 청소년수련 12

17. 여성농업인 농작업체조 교육 감천면복지회 30

18. 제1차 경상북도 태권도 승품․승단

심사 회

경도 학

문화체육센터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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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 범도민 자연정화의 날 행사 동본교 ～ 천상

수도보호구역

360

20. 천문화원 정기총회 문화회 300

21. 제62회 식목일 행사 한천체육공원 150

22. 제15회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용문운암 수지,

용문사계곡,

고항천(은계분교)

230

22. 산불조심 5만 군민 서명운동 국민은행앞 330

23. 덤 연  집회 군청앞 250

23.
제23기 천여성 학 수료식 천군청

3층 회의실

150

24. 제19회 회장기 생활체육 향토 배구

회

천군

문화체육센터

200

25. 용문면 청년회 가족 체육 회 용문 등학교 150

26.
2007 천곤충바이오엑스포 실행계획

최종보고회

상회의실 30

27. 농강습회 청소년수련 400

29. 제4회 천군 조례.규칙심의회 상회의실 16

31. 『경북방문의 해』 홍보열차 발차식

 행사

서울시청 앞 장 5,000

4.  2. 4월 정례조회  엑스포 추진상황 보고회 홈웨딩 3층 500

3. 천사랑카드 립기  달식 군수실 4

4. 천곤충바이오엑스포 후원회창립총회 청소년수련 120

5. 제35회 보건의 날 행사 보건소 250

6. 공무원단체 경북 의체 월례회의 천군청

3층 회의실

6. 농업재해업무 담당공무원 업무연찬회 청소년수련 120

11. 한미FTA 타결 농업 련 단체 간담회 상회의실 30

13. 제26기 천노인 학입학식 노인복지회 100

13. 천신문 창간 15주년 기념식 홈웨딩 3층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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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3. 여성교육 개강식 여성회 100

13. 천군 계약심의 원회 장 수여 군수실

16. 고교생 민주시민 교육 창 ․고등학교

강당

200

17. 천주소 갖기 운동 캠페인 천읍 시가지 50

17. 새마을 남․여 지도자 회장, 총무

연석회의

청소년수련 55

18. 발 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원회 부군수실 11

19. 천사랑 헌 운동 군청 정 

경도 학

20. 제 40회 과학의 날 기념식 

“빅뱅! 2007 천과학 꿈잔치”

천 등학교 500

20. 경북도청 천향우회 방문 군수실 8

20. 회룡포 개발 용역보고회 상회의실 23

23. 천군민장학재단 발기인 총회 상회의실 17

23. 제4회 서하 국백일장 개최 천진호

국제양궁장

750

23. 제4회 경상북도지사기 국 ․

양궁 회 개회식

천진호국제

양궁장

1,000

24. 소산장학문화재단 장학증서  장학

수여

천교육청

3층 회의실
40

27. 보문면 경로잔치 보문면 복지회 600

27. 곤충바이오엑스포 여성교육 문화회 700

28. 용궁면 고사리따기 체험행사 용궁면 향석리

비룡산

60

28. 2007 군포 태을제 참가 군포시청 회의실,

시민체육 장

30

30. 경로당 공식 유천 매산2리 150

30. 제27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문화회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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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5월 정례조회  천곤충바이오엑스포

D-100일 기념 성공개최 다짐 회

3층 회의실 300

2. 흰돌녹색농 체험마을 공식 상리면 백석리

흰돌녹색농 체험

마을

200

2. 녹색농 체험마을 발 략 모색을 한 

워크샵  운 평가회

상리면 백석리

흰돌녹색농 체험

마을

70

2. 제2기 북부지역 신 의회 추가 원

식

상회의실 40

3. 돈답 수지 풍년기원제  통수식 감천면 돈답 수지 200

4. 제9회 생활개선회 정나 기

(행복한 다문화 가정만들기)

홈웨딩 250

4. 경상북도․ 천군 합동 제134차 안

검의 날 행사

용궁면(면사무소,

용궁재래시장)

70

4. 어르신 신바람 가요 한마당 문화회 1,000

5. 2007 천곤충바이오엑스포 성공기원을

한 군민건강걷기 회 개최

군청 정 3,000

7. 2007 과수농업인 한마음 회 홈웨딩 360

6. 부처님 오신날 축탑 등식 천군 축 원회

8. 경로당 공식 감천면 진평1리 100

8. 읍면별 어버이날 행사 읍면

9. 풍양면 의용소방 장 이․취임식 풍양면사무소 200

10. 장애인 심부름센터 개소식 청소년수련 240

10. 계약제도 개선에 따른 계약담당자 교육 문화회 1,300

11. 천향교 춘계 향사 천향교 성 100

11. 제45회 경북도민체육 회 참가 상주시민운동장 160

12. 야! 신난다 가족 사단 발 식 청소년슈련 60

14. 유천토마토 자동선별기 시운 행사 리 원 회

집하장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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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6. 제44회 국자유수호 웅변 천군

선 회 개최

문화회 280

21. 효 한마당 행사 개최 공설운동장 3,000

22. 통일홍보 강연회 개최 청소년수련 200

23. 부처님 오신 날 축법요식 용문사 300

25. 제8회 천군청소년종합 술제 개최 문화회 700

25. 2007년도 비군 정기감사 강평 실시 상회의실 30

27. 재경군민의 날 참석 한국 력

앙교육원

1,000

30. 1사1  자매결연식 감천면 천향1리 80

30. 일반음식  업주 행교육 문화회 400

6.  1. 구․경북 도․농상생 장터 개장식

참석

구 시컨벤션

센터

3. 재구군민의 날 참석 구 경상고등학교 1,000

4. 양  국제공동연구사업 약식 상회의실 24

4. 친환경농산물 도농교류 행사 풍양면 공덕1리

친환경  도정

공장 앞

300

6. 제52회 충일 추념식 남산공원 충혼탑 1,000

7. 도지사기 공무원 테니스 회 공설운동장 테니

스장 외 3개소

400

11. 이동여성회  여성교육 수료식 용궁면사무소 120

13. 범죄없는 마을 식 개포면 리 마을

입구

200

13. 이동여성회  여성교육 수료식 하리면사무소 30

14. 도의회 결 원 방문 산업곤충연구소,

군수실

20

15. 참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신마을조성

기본계획안 보고회

상회의실 30

15. 엑스포 부서별 실행계획 보고회 3층 회의실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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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6. 엑스포 성공기원 공직자 한마음 회 산업곤충연구소,

은계분교

600

18. 엑스포 성공개최를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교육

청소년수련 100

18. 천군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간보고회 상회의실 22

20. 라이온스클럽 창립 34주년 행사 홈웨딩 200

21. 곤충바이오 엑스포 차량스티커 붙여주기

캠페인

평화사진  앞

사거리

20

21. 제2회 구경북 지역 신  지자체

분야 우수사례 경진 회

청소년수련 200

22. 흰돌녹색농 체험마을 주민 간담회 상리면 백석리

흰돌녹색농 체험

마을

30

24. 제26회 경북 회장기 도내 클럽 항

테니스 회

24. 무료 화 상 문화회 600

25. 제57주년 6.25 기념식 문화회 100

25. (사)환경실천연합 천군지부 발 식 청소년수련 22

26. 석송라이온스클럽 정기총회  회장단

이․취임식

일컨벤션웨딩홀 200

26. 민선4기 제4차 경상북도 시장․군수

의회

천문과학문화센터 20

27. 2007년도 민방 장 교육 청소년수련 103

28. 여성지도자 리더쉽 양성과정 교육 청소년수련 200

29. 2007. 6월말 정년퇴임자 간담회 3층회의실 200

29. 6.25 쟁음식 재  시식회 여성회  회의실 200

29. 인사이동자 임용장 수여 상회의실 30

7.2. 민선4기 취임 1주년 기념식 3층 회의실 300

3. 엑스포 후원회 3층 회의실 100

4. 행정동우회 간담회 개최 3층 회의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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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 천군체육회 이사회 개최 3층 회의실 37

5. 구경북 경제통합 련 세미나 청소년수련 100

6. 바르게살기 회 엑스포 성공개최

캠페인  자연정화활동 실시

청소년수련 ,

시내일원

150

7. 제4회 연합회장기 게이트볼 회 용문면 게이트볼장 170

7. 한국미술 회 천군지부 창립

개회식

문화회 100

8. 노인건강 체조교실 풍양면자치센터 53

8. 여성농업인 농작업 체조 용문면 회의실 30

9.
참살기좋은지역만들기 신마을조성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상회의실 24

9. 단샘로타리클럽 회장단 이․취임식 홈웨딩홀 200

10. 제125회 천군의회 정례회 개회 의회 본회의장 50

10. 경북보육시설연합회 시설장 분기총회

개최

청소년수련 150

10. D-30 천곤충바이오엑스포 성공다짐

결의 회 개최

청소년수련 200

13. 2007 경북방문의해 상반기 평가 보고회 천천문과학

문화센터

150

13. 노인회  특강 문화회 120

13. 여성회  교육 수료식 여성회 150

16. 제13기 민주평통 자문회의 장 수여식 3층 회의실 32

17. 실과소장․읍면장 회의 상회의실 33

18. 인터넷쇼핑몰「 천장터」 간보고회 개최 상회의실 22

19. 제2회 국노인건강 축제 도 선 경도 학

종합문화

600

20. 천군 행정 신경진 회 청소년수련 200

21. 향토출신 정재  서양화 문화회 200

23. 제33회 문화 부장 기 시도 항

고양궁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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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5. 엑스포 성공기원농업인 결의 회 청소년수련

앞 장

500

25. 읍면장 회의 상회의실 32

25. 제34회 한국 고연맹회장기 국남녀

고등학교 양궁 회 개회식

천진호국제

양궁장

1,500

27. 제18회 농업경 인회 체육 회 개최 은풍 등학교 2,000

27. 상가 친 서비스  홍보 캠페인 한천체육공원 100

27. 제147차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 의회

월례회

의회 의원휴게실 25

27. 애 밸리 도농교류 한마당 축제개발

최종보고회 개최

상회의실 30

27. 읍면장 의회 지보면사무소 12

28. 가족사랑 군민건강걷기 회 공설운동장 2,000

28. 무료 화 상 문화회 200

31. 엑스포 자원 사자 발 식  교육 청소년수련 150

8.  4. 엑스포 종사자 행연습 공설운동장 500

7. 천군 발 의회 회의 3층 회의실 56

8. 엑스포 종사자 행연습 공설운동장 500

8. 2007 천곤충바이오엑스포 후원회

회의 개최

청소년수련 100

10. 엑스포 개막식 한천체육공원 30,000

11. 엑스포 개장식 학생체육  앞 200

11. 열차 도착 환 식 천역 150

11～22. 2007 천곤충 바이오엑스포 60만

19. 2007 을지연습 실시

19. 이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 27

22. 2007 천곤충바이오엑스포 폐막식 공설운동장 800

23. 청정지역으로 곤충 돌려보내기 산업곤충연구소 50

9.  2. 천 학교 총동문 가족체육 회 문화체육센터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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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 제16회 경상북도 교육감기 시군 항

구간 마라톤 회

공설운동장 1,000

7.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 회 문화체육센터 900

7. 회룡포 여울마을 체험 회룡포 여울마을 64

9. 제27회 국장애인체육 회 성화 송 나이키 앞 사거리 300

10. 용궁향교 기로연 용궁향교 130

10. 천군체육회 이사회 천읍사무소 50

11. 공무원 신 탁교육 실시 강원도 양양군

낙산비치호텔

150

11. 제27회 국장애인체육 회 양궁경기

개최

천진호국제

양궁장

12. 통합방 지휘소 구성  운용 3층 회의실 40

13. 생산비 감형 친환경농업단지 공식 유천면 사곡리

사업지구 장

100

14. 우리 농산물  애 밸리축제 실행계획

보고

상회의실 30

14. 내수면 자원조성 치어방류 행사 유천 죽안지 외

8개소

120

14. 올림픽제패기념 제24회 회장기 양궁

회 폐막

주 역시

서향순 양궁장

19. 엑스포 추진 유공자 시상식 3층 회의실 300

20. 제13회 천군농 지도자 한마음 회 문화체육센터 800

21. 천천문과학문화센터 이사장 취임식

 2007 천천문과학 체험  개막식

천천문과학

문화센터

30

21. 지보면 주민자치센터 개소 1주년 기념

지보면 주민의 날 행사

지보면사무소 700

23. 제10회 용궁면민체육 회 용궁 학교 1,000

23. 보문면 풍년기원  면민화합 한마당

잔치

천동부 등

보문분교 운동장

1,000

23. 무료 화 상 문화회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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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8. 임용장 수여 3층회의실 153

29. 백두 간 보호 캠페인 상리 두성 30

10.  1. 경주엑스포 천군민의 날 행사 경주엑스포 행사장 1,800

2. 천군여성 회 문화회 730

2. 군의회 간담회 의회 특별 원회실 9

3. 제18회 정심상 시상식 천 등학교

실내체육

300

4. 곤충엑스포 평가  사후 리 방안 보고회 상회의실 30

4. 우리농산물 애 밸리 축제 추진상황

보고회

상회의실 25

5. 엑스포 미술  사진공모 시상식 문화회

5. 읍면장 회의 상회의실

6. 제8회 회장기군민축구 회 진호국제양궁장 100

7. 노인건강체조 교실 운 풍양면 자치센터 32

8. 곤충엑스포홍보 상물 시사회 상회의실

8. 용궁표고 폐목활용 톱밥제조 시설 공 용궁면 무이리 150

10. 화랑훈련 일일 상황보고회 3층 회의실

10. 천군민상 심사 원회개최 상회의실 9

10. 의정비심의 원 상회의실 9

10. 개포상수도 용역설계 보고 군수실 4

11. 추경 산안 사정 상회의실

12. 풍양면 3개도 친선게이트볼 회 풍양 게이트볼장 130

13～16. 우리농산물  애 밸리축제 개최 공설운동장

13. 추수감사제  우리음식맛자랑 회 개장 공설운동장 200

13. 사진 시회  포항사진동우회 교류 청소년수련  

15. 제31회 천문화제 개회식 문화회 500

15. 향토작가 연합 시회 개장식 문화회 20

15. 제2회 천 국한시백일장 청소년수련 250

15. 애 밸리  음식맛자랑 회 시상 행사장 특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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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5. 제9회 군민의 날 기념 출향인  자매

단체 환 만찬

문화체육센터 330

16. 제9회 군민의 날 기념식  제51회

군민체육 회

공설운동장 20,000

17. 제127회 천군의회임시회 개회식 의회 본회의장 9

18. 읍면장회의 상회의실

18. 람스교향곡 곡 연주회 문화회 800

19. 천향교기로연 유림회 130

19. 새마을부녀회 회장단 간담회 통복어 30

20. 라이온스클럽 제19회체육 회 문화체육센터 500

20. 수지침 임상 사례 발표회 홈웨딩 150

22.
제39회 국 남여 양궁 종합 선수권 회 천진호국제

양궁장

400

22. 제11회 경도  솔개뜰 어울마당 축제

개회식

경도 학 1,000

23. 여성교육 개강식 여성회 80

24. 범죄 방 원회 한마음 회 문화회 300

25. 제11회 노인의날 기념  노인건강

축제 개최

학생체육 4,000

25. 국학 교양강좌 문화회

25. 양궁 회 시상식 천진호국제

양궁장

25. 남산공원정비계획 용역보고회 상회의실 25

26. 공익근무요원 해제자 표창 군수실 2

26. 제3회 천군수기 게이트볼 회 천공설운동장 300

26. 제55주년 재향 군인의 날 행사 육군 3260부

2  안보교육

120

26. 제9회 장애인 교통안 캠페인 문화회  

시내 일원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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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6. 제39회 양궁 회 시상식 천진호국제

양궁장

27. 한맥개발 원마을 분양자 방문 천호 술원 60

28. 천여고 총동창회 천여고 250

29. 의정동우회 회의 황소고집 24

30. 국정원 구지부장(최 삼) 방문 군수실 4

31. 다문화가정 한마당잔치 홈웨딩 3층 300

11.  1. 천사랑마을 개원10주년 기념식 사랑마을강당 200

2. 천청결고추 농법인 국제 인증 식 용문 구계 40

4. 제17회 천군 회장기 군내 클럽

항테니스 회

천공설테니스장 200

4. 천불교회  건립을 한 수륙 제

만등 불사 행

한천체육공원

야외공연장

700

5. 신규임용공무원 임용장 수여 군수실

5. 2008년도 군정시책보고회 3층 회의실 180

8. 공공비축미곡 매입 읍면

8. 지방행정 신 평가 지확인 상회의실 4

9. 제45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문화회 500

9. 풍양보건지소 공식 풍양 낙상 200

12. 제16 투비행단장 이․취임식 공군부

13. 간부공무원 워크 강원도 횡성

성우리조트

13. 자원 사단체 워크 강원도 평창

휘닉스 크

150

16. 감천 돈산 한옥 체험  개 감천 돈산 100

16. 정겨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음악회 홈웨딩 3층 700

19. 산불감시원 발 식 문화회 48

21. 군민 장학재단 설립 련 간담회 상회의실 26

21. 2007 산심사 상회의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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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2. 정서곤충(꼬리명주나비) 연구 용역

간보고회

청소년수련 120

23. 이동목욕차량 달식 군청 정 10

23. 경로당 공식 감천 덕율3리 150

23. 곤충엑스포 수기 입상자 시상 상회의실 20

26. KBS 안동방송국 시청자 원회 상회의실 20

26. 감천 진평3리 경로당 공식 경로당 150

27. 시장군수회의 안동 탈춤공원

28. 회룡포 경 작물 선정안 의 회룡 20

28. 천군번 회 정기총회 천읍 2층회의실 50

28. 기 장 모임 통복어 12

29. 경도재활요양병원 개원1주년 기념

군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

문화회 700

30. 한규홍 지보 부면장 명 퇴임 군수실 20

30. 천청년회의소 회장단 방문 군수실 10

30. 경로당 공식 지보 소화 150

30. 청년회의소 회장단 이․취임식 홈웨딩 200

12.  3. 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 군의회 본회의장 40

3. 경로당 공식 용문 사부1리 70

5. 기 단체장 방문

5. 묵회 서화 문화회 50

6. 백 산업 표 군청 방문 군수실

6.
경로당 공식 지보 수월2리

평지마
100

6. 소 루셀라방역 보완 책 시책 교육 청소년수련 300

6. 천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문화회 400

7. 천여고동창회 회장단 방문 군수실 6

7. 천농특산물 공동 랜드개발 간보고회 상회의실 40

7. 사무  임용자 임용장 수여 군수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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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9. 제17  통령 선거 29,903

20. 수지침 사자 양성반교육 수료식 문화회 90

21. 공익근무요원 해제자 표창 군수실

21. 포 러장학  수여 군수실

21. 경로당 공식 보문 작곡리 100

26. 연말 표창 3층회의실 110

27. 정부물품  방한화 지 군수실, 읍사무소

27. 천군 새마을 운동 종합평가 회 청소년수련 200

27. 산림조합 정기 총회 산림조합회의실 30

27. 공무원 퇴임식 3층회의실 200

27. 읍면장 회의 상회의실

28. 공로연수자 간담회 군수실 10

31. 천여고 교장 방문 군수실

31. 2007년도 종무식 3층 회의실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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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군수 명단

구분 성     명(한자) 취     임 이     임 출 생 지

박 용 익(朴 容 益) 1943.  3. 21. 강 원 도

이 화 원(李 華 源) 문 경 군

권  일(權 大 一) 안 동 군

황 태 연(黃 台 淵) 문 경 군

김 진 동(金 震 東) 안 동 군

1 최 효 경(崔 孝 卿) 1948.  8. 16. 1949.  3.  2.  천 군

2 이 신 호(李 信 鎬) 1949.  3.  2. 1950.  5.  4. 안 동 군

3 오 세 헌(吳 世 憲) 1950.  5.  4. 1951.  3. 16.  천 군

4 석 용 길(石 容 吉) 1951.  3. 16. 1952.  4.  9. 경 산 군

5  동 범(玄 東 範) 1952.  4.  9. 1953.  8.  7.  덕 군

6 이 남 기(李 南 基) 1953.  8.  7. 1955.  8.  8. 선 산 군

7 남 문 희(南 文 熙) 1955.  8.  8. 1957.  1.  7.  양 군

8 손 정 목(孫 禎 睦) 1957.  1.  7. 1959.  8. 26. 경 주 시

9 김 익 진(金 益 鎭) 1959.  8. 26. 1960.  5. 13. 안 동 군

10 강 복 련(姜 福 鍊) 1960.  5. 13. 1960. 11. 22.  구 시

11 박 돈 양(朴 敦 陽) 1960. 11. 22. 1961. 11. 22.  주 군

12 박  무(朴 駿 武) 1961. 11. 22. 1964.  4.  9. 상 주 군

13 김 한 엽(金 漢 曄) 1964.  4.  9. 1966.  5. 12. 상 주 군

14 권 태 룡(權 泰 龍) 1966.  5. 12. 1967.  1.  8.  천 군

15 김 창 곤(金 昌 坤) 1967.  1.  8. 1967. 11. 14. 창 원 군

16 박 성 하(朴 成 河) 1967. 11. 14. 1970.  3.  2.  구 시

17 하 만 정(河 萬 丁) 1970.  3.  2. 1971.  8. 20.  구 시

18 김 정 록(金 正 ) 1971.  8. 20. 1973.  8. 13. 상 주 군

19 이 병 희(李 炳 熙) 1973.  8. 13. 1975.  9.  2. 청 도 군

20 한 정 석(韓 禎 錫) 1975.  9.  2. 1976.  3. 31.  구 시

21 조  찬(趙 永 燦) 1976.  3. 31. 1978.  7. 31. 문 경 군

22 이 문 환(李 文 煥) 1978.  7. 31. 1980.  3.  2. 달 성 군

23 김 석 종(金 奭 種) 1980.  3.  2. 1982.  9. 17.  천 군

24 조 용 수(趙 鏞 洙) 1982.  9. 17. 1985.  3. 10. 안 동 군

25 박 응 규(朴 應 圭) 1985.  3. 10. 1986.  5. 24. 성 주 군

26 손 종 수(孫 鐘 秀) 1986.  5. 24. 1989.  6. 15. 의 성 군

27 김  호(金 大 浩) 1989.  6. 15. 1991.  1. 14. 포 항 시

28 이 상 화(李 相 和) 1991.  1. 14. 1992.  7.  3.  일 군

29 류 원 모(柳 元 模) 1992.  7.  3. 1993.  5. 27. 상 주 군

30 이 경 락(李 京 洛) 1993.  5. 27. 1995.  6. 30. 안 동 군

31 권 상 국(權 相 國) 1995.  7.  1. 1998.  6. 30.  천 군

32 김 수 남(金 秀 男) 1998.  7.  1. 2002.  6. 30.  천 군

33 김 수 남(金 秀 男) 2002.  7.  1. 2006.  6. 30.  천 군

34 김 수 남(金 秀 男) 2006.  7.  1.     재  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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