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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계 1,334,787  4,583회

도정주요시책 홍보 추진 14,800  45회

도정홍보 및 대외협력강화 추진 17,876  47회

유관기관 도정홍보 시책 추진 49,894  170회

국제협력 업무 추진 27,951  80회

미주지역 국제교류 추진 12,717  30회

아주지역 국제교류 추진 5,730  22회

환동해권 지방정부간 교류 21,568  49회

감사업무 추진 12,802  83회

대외업무협력추진 78,935  221회

도정주요시책추진 131,567  288회

유관기관업무협의 87,570  126회

주요의전행사추진 40,168  7회

군의 우리도민운동 추진 19,999  29회

자치발전 및 민방위시책 추진 9,997  36회

자치행정 역점시책 추진 49,984  108회

지방세수 증대 및 결산업무 처리 4,997  27회

뉴-스타트 강원체육 추진 4,000  23회

국제스포츠행사 추진 19,637  52회

동계올림픽경기시설 건설 추진 2,235  14회

관광문화 종합시책 추진 36,981  114회

국내외 관광촉진시책 추진 15,636  48회

동아시아 관광포펌 추진 2,019  4회

동강관리 업무 추진 2,729  6회

환경수도-강원만들기 추진 19,522  81회

환경정책개발업무 추진 9,358  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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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협력 추진 4,624  17회

보건복지 시책추진 19,399  58회

사회복지종합시책 추진 39,383  128회

주민복지 시책추진 2,204  11회

여성단체활동 업무추진 4,700  35회

농림업 경쟁력 확보시책 추진 19,246  74회

농업기술업무추진 2,834  25회

재난재해관리대책 업무추진 9,498  44회

수도권지역 농수특산물 직거래운영 1,995  7회

농업 농촌 구조개선사업 추진 2,344  18회

미래전략산업 육성 추진 2,550  41회

신노사문화 정착 추진 1,839  8회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추진 2,994  18회

통상협력 업무추진 39,615  103회

전략산업 육성시책 추진 2,896  27회

지방분권 및 혁신도시 건설지원 6,474  55회

길림성 무역업무 추진 1,600  4회

U-강원기반구축 활성화 3,655  10회

산림시책 추진 4,554  22회

산불방지대책 추진 4,946  17회

기업유치 활성화 추진 2,860  33회

뉴-스타트 강원 업무추진 9,996  41회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9,100  39회

지역계획 건설행정 추진 2,723  11회

투자심사 업무 추진 7,412  35회

투자유치 업무추진 5,799  57회

친환경 농정시책 추진 19,442  54회

어업지원 및 수산개발 정책추진 4,199  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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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협력 업무추진 4,225  13회

사계전문가와의 업무추진 5,949  28회

강사섭외 및 교육시책 발굴 11,990  167회

중앙지원사업 확보 추진 24,754  61회

지방건전재정운영 추진 7,770  35회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16,817  46회

기업지원 업무추진 2,780  15회

보건 및 환경대책사업 추진 4,835  21회

불조심 강조 시책 추진 2,850  16회

재해재난관리대책 추진 32,249  56회

농업기술협력사업 추진 11,659  34회

건설도시행정 종합시책 추진 13,252  40회

의정운영 유관기관 협력추진 19,768  152회

도정 수도권 전진기지 역할수행 7,996  73회

의정운영 협력추진 11,845  48회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 추진 8,932  80회

소방시책 업무추진 15,550  80회

광역행정 업무추진 30,261  110회

해양수산 종합시책 추진 24,801  81회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추진 22,279  91회

의정활동 대외협력추진 9,320  68회

지역경제 및 폐광지역 활성화 추진 44,867  157회

기획행정 업무추진 30,850  188회

월동기 소방안전대책 추진 17,454  73회

의정홍보시책 추진 14,182  78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