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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주요정보

도시명 : 서울시 강남구

체결일자 : 2007. 2. 12.

위　　치 : 수도 서울의 동남부

면　　적 : 39.5㎢

인　　구 : 539천명

행정조직 : 1실 1담당관 6국 38과 1소

주요행사 : 강남패션페스티벌(10월), 대모산축제(4월)

강남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매결연 교류사업 추진 현황

2007. 01. 26 : 임상원 부군수 외 12명 서울 강남구 실무 협의 방문

2007. 02. 12 : 보성군 ↔ 서울 강남구 자매결연 조인식

2007. 04. 12 : 인터넷 수능방송 개설

2007. 05. 03 ~ 05. 04 : 제33회 보성다향제 행사 참관

2007. 06. 04 ~ 06. 08 : 보성군 농특산물(감자) 직거래 행사

2007. 07. 12 : 자매도시간 문화교류 행사 참석

2007. 09. 18 : 추석맞이 직거래 행사 참가

2008. 05. 02 ~ 05. 03 : 제34회 보성다향제 행사 참석(윤두현 팀장외 6명)

2008. 06. 13 : 자매결연단체간 농특산물(감자) 직거래 행사

2008. 10. 25 ~ 10. 26 : 제11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참석(김영권 압구정2동장외 6명)

2008. 12. 12 ~ 12. 13 : 자매결연도시 초정 생활체육인 친선 체육대회 참석

2009. 06. 15 : 자매결연단체간 농특산물(감자) 직거래 행사

2009. 08 .29 : 제7회 국제평화마라톤축제 참석

2010. 01. 21 ~ 01. 22 : 자매단체 행정교류 실무협의회

2010. 06. 21 자매결연단체간 농특산물(감자) 직거래 행사

2012. 06. 21 자매결연단체간 농특산물(감자) 직거래 행사

2019. 10. 11 강남구의회 행정재정위원회 우리군 방문(김영권 의원 등 15명)

서울 강북구 서울 성북구 서울 용산구 서울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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