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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표
 추진전략

Ⅱ.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8 정부예산 확보 활동 강화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 행사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확대
 시정 발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Ⅲ. 주요사업 예산조서

서 울 사 무 소
Ⅰ. 2017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➊ 추진목표
❑ 예산확보 활동 강화를 통한 양질의 정부예산 최대 확보
❑ 도시민 초청 농촌 체험행사를 통한 논산 홍보 서포터즈 구축
❑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통하여 우리시 농가소득증대 기여
❑ 재경향우회를 활성화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

➋ 추진전략
❑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예산심의 단계부터 반영토록 총력
-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부처 동향파악 및 대응
- 재경향우회 및 출향 공직자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도시민 초청으로 우리시 우수 농·특산물 홍보·체험행사 실시
❑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우리시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V is io n
2018 정부예산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기능 강화

Ⅱ. 주요업무 추진계획
1

2018년 정부예산 확보 활동 강화

❑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강화하여 지역현안 사업 해결에 기여
⇒ 주요 현안사업 예산이 반영되도록 예산 심의단계부터 총력

❑ 사업개요
❍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중앙부처·국회방문 및 설명
❍ 중앙부처 및 출향 공무원과의 유기적인 유대 강화
❑ 추진계획
❍1월~2월 : 국비예산확보 대상사업과 관련된 부처 담당자 파악
❍3월~6월 : 중앙부처 담당자 집중 방문, 예산확보의 당위성 설명
❍7월~9월 : 기획재정부 집중 방문, 국회제출 예산 반영 노력
❍10월~12월 :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집중방문

2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 행사

❑ 농산물의 실질적인 소비자인 도시민을 초청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연계하여 새로운 판로 개척

❑ 사업개요
❍ 도시민을 초청하여 우리 농·특산물 홍보를 통한 판로 확대
❍ 우리시 문화유적지 탐방을 통한 우리시에 대한 이미지 제고
❑ 추진계획
❍ 년10회 이상 500여명 초청하여 농산물 홍보 및 체험 및 탐방
❍ 10,000천원의 예산으로 행사 추진(부족예산은 추경에 확보)
❍ 농·특산물 수확 및 체험행사 : 어리굴젓 담기, 딸기농장 방문하여
딸기 따기, 딸기잼 만들기, 고구마 수확, 양촌곶감 만들기 등 체험
❍ 문화유적지 탐방 : 백제군사박물관, 돈암서원, 명재고택, 파평
윤씨 종학당, 탑정호 등
❍ 시청 방문 : 시정 홍보영상 상영, 기념촬영, 서포터즈 위촉장 수여

3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 우리시 우수 농·특산물을 서울 25개 자치구 등 도심지내 공간
확보하여 생산 농민들이 직접 홍보·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 농촌체험 행사에 참여한 도시민 서포터즈의 지속적인 관리· 활용

❑ 사업개요
❍ 수도권을 겨냥하여 우리시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매
❍ 도시민과의 지속적인 상생관계를 위한 지속적인 자매결연 추진
❑ 추진계획
❍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직거래 장터 개설 목표로 확보한 15,000
천원의 예산으로 사업추진(부족예산은 추경확보)
❍ 행사 홍보 및 판촉 :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 행사에 참여한 서포
터즈를 활용하여 우리시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4 시정 발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확대
❑ 놀뫼공우회, 재경향우회를 비롯한 출향인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강화하여 시정발전의 조력자 역할 수행
⇒ 놀뫼공우회 및 재경 향우회와의 유대·협력관계 강화

❑ 사업개요
❍ 출향인사와의 인적 네트워크 확대·강화로 정부예산 확보와 우리시
주요 현안사업 해결의 조력자 역할을 하도록 유대 협력관계 강화
❑ 추진계획
❍ 놀뫼공우회 활성화 추진 : 출향 중앙부처 공무원 100여명
※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으로 최근 3년간 놀뫼공우회 활동 침체
❍ 재경향우회 정기총회 모임시에 서울사무소에서 적극 참여하여
시정홍보 및 협조사항 요청 등 재경향우회와의 유대강화

Ⅲ. 주요업무 예산조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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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초청 농촌체험 행사
지역축제 우수 농특산물
수도권 홍보 및 판매행사
논산시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지원
예스민 농산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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