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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신정5동 주민자치센터 방문 (2003. 11. 6) 



참여포럼“와룡선생 행자부 다시보기”특강 (2003. 11. 27. 19층회의실)

제27회 청백봉사상 시상식 (2003. 11. 27 세종문화회관) 



전자정부 연찬회 (2003. 11. 27 ~ 11. 28 원주 오크밸리)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 경기도 방문 (2003. 12. 4 경기도청)



119국제구조 이란 지진현장 파견 (2003. 12. 27)

중앙 119 상황실 순시 (2003. 12. 31 정부중앙청사 19층)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난해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부가“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핵심 부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한해 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참여정부의 국정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조직과 기능을 전면

재 검토하여 일부부처의 기능을 조정하고, 불합리한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는 등 행정운 시스템을 혁신하 습니다.

또한, 주요 생활민원의 인터넷 발급확 ∙행정기관간 정보활용

극 화 등 전자정부 기반을 확충하고, 인사제도 운 을 혁신하여

공직의 경쟁력을 강화 하 을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특별법과 주민

투표법을 제정하여 지방분권의 기본 틀을 마련하 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정부조직과 행정을 혁신하는 한편, 분권과

자율이 조화된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해 과감한 지방이양과 함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자정부 기반을 더욱 확충하여 정부혁신과 지방

분권의 선도부처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간한 백서에는 지난 한해동안 우리 행정자치부가 의욕적

으로 추진해 온 주요시책들을 자세히 수록하 으므로, 향후 우리

부의 역할과 기능에 한 이해를 높이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

를 기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6월

행정자치부장관

발 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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