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

사업기간 연중
총사업비
(백만원)

비예산

완료시점 사업구분 추진주체 이행단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도 군 기타 완료
종결

완료후 
계속추진

정상
추진

일부
추진 이행률

○ ○ ○ ○ 100%

추진부서
(협조부서)

총무과
담 당 자
(연 락 처)

이기쁨

(5716)

 최종목표

m 집무실을 벗어나 다양한 계층과 격의 없는 만남을 통해 군민의 

생생한 여론 수렴

m 민원해결을 위한 적극적 소통으로 군정 신뢰도 제고 및 불편  

사항의 조속한 해결

m 각종 행사시 형식적인 의전 관행을 탈피, 실용적이고 내실있는 행사 추진

 추진개요

m (운영기간) 연중

m (운영장소) 현안사업장, 주제별 민생현장, 마을회관, 관광지 등

m (운영대상) 각종 단체(농수산업 ․ 상공업 ․ 문화 ․ 체육 ․ 사회단체 등), 

집단민원 현장, 대화를 희망하는 주민모임 등

m (운영방법)

   - (주중) 주간(현안사업장, 주제별 민생현장 등) 및 야간(직장인 ․ 워킹맘 ․ 청소년 등)

   - (주  말) 관광지 등

   - 주민민원(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결과 회신

    ※ 형식적인 의전 관행을 탈피, 군민(참여자)를 배려하는 행사 추진

m (흐름도) 대상자 파악(실과소․읍면) ⇒ 대상자 선정․일정 수립(총무과) 

⇒ 계획 수립(실과소) ⇒‘현장 톡톡’운영(실과소 ․ 총무과) 

⇒ 건의사항 처리(실과소)



 공약달성 확인지표

달성지표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6

 현장소통 행정 
추진 실적

계획 37회 48회 55회 60회 30회
실적 37회 68회 91회 - -

 지금까지 추진실적

연도(분기) 추진실적 비고

2018

○ 2018년

  - 2018 화통한대화: 14개 읍면 / 건의사항: 352건

  - 이동군수실: 단체(8회), 학생(2회), 민생현장(13회) / 건의사항: 43건

2019

○ 화통한대화: 14개 읍면 / 건의사항: 248건

   - 처리현황: 완료 94, 추진중 106, 추진검토 17, 불가 31

○ 이동군수실: 54회 / 건의사항: 136건

   - 처리현황: 완료 49, 불가 15, 미정 5, 추진중 43, 공람 24 

2020
○ 이동군수실: 91회 / 건의사항: 279건

   - 처리현황: 완료 127, 불가 31, 추진중 81, 공람 40 

 이후 추진계획

연도(분기) 추진계획 비고

2021
~ 2022

○ 연중 추진
  - 화통한 대화: 14개읍면 / 연 1회 
  - 이동군수실: 연중 운영 / 월 3~4회

지속

추진

 문제점 및 대책

m 문제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군민 안전을 위해 화통한 대화 등 연기

m 대 책: 비대면·비접촉 방식으로 군민과의 소통 방안 강구

 기대효과

   m 방문을 원하는 민원 현장과 현안 사업장을 수시 방문하여 발 빠른 

민원 해결

   m 특정 민원사항 외에도 별도의 생활불편사항, 향후 발생 우려 

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

   m 비효율적 격식 축소로 군민과 함께하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화 등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