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년

월

일 수 조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 획 협 력 과
과 장 이택길
담당자
사무관 김선순
작성과

이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전국 읍면동장과
‧ ‧
함께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 6.9(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읍면동장 국정과제 공유 워크숍」 개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장 김장회 은 지자체의 역할 인식
제고를 통해 국정현안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월

일수

시부터

읍면동장 국정과제 공유 워크숍 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워크숍을 통하여 서울 등
코로나

개 시 도 읍면동장

명이

백신접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한국판 뉴딜 등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 최일선 현장의 주체인 읍면동장과 국정현안을
공유함으로써 당면 현안이 전국에서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워크숍에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홍정익 과장은 코로나
백신접종 현황을 설명하고 미접종자 접종 독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확인방법 안내 등을 읍면동장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지원팀 하경환 과장은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
고 및 활성화 생활밀착형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 등
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 윤태범 단장은

한국판

뉴딜 출발점 지역에서 시작된다 는 제목으로 한국판 뉴딜정책 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읍면동장의 역할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정책 고용사회안전망을 기반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여 세계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도모하는 일련의 정책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읍면동장

명 들은 주요 국정과제의 내용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방자치 일선현장에서
읍면동장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김장회 원장은 읍면동은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행정의 최일선 현장으로서 읍면동의 역할 수행에
국정현안의 원활한 추진 여부가 달려 있다 고 강조하면서 이번 워크숍이
현장에서 발로 뛰고 계신 읍면동장님들의 정책 추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자리 가 되길 기대한다 고 전했다

붙임

읍면동장 국정과제 공유 워크숍 개최 계획

□ 워크숍 개요
일시

수

대상 읍 면 동장

명

방법 비대면 화상강의 실시간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용
내용 읍면동장 교육수요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공유 및 지자체
역할 인식 제고를 통한 국정현안 추진동력 확보

□ 일정 계획
시 간

프 로 그 램

비 고

14:25~14:30

5‘

‣ 자치분권 2.0 홍보영상 소개

· 자치분권위원회

14:30~14:40

10‘

‣ 개회, 국민의례, 인사말 등

· 사회자(원내교수)

14:40~15:30

50‘

<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현황
및 읍·면·동장 역할 >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홍정익 과장

15:40~16:30

50‘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공유 및 발전방안 >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지원팀
하경환 과장

16:40~17:30

50‘

17:30~

< 한국판뉴딜 출발점,
지역에서 시작된다. >
‣ 폐회

· 정책기획위원회국정과제지원단
윤태범 단장
· 사회자(원내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