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회 의 명

이도2동 주민자치위원회 4월 정례회의

일

시

2021년 4월 12일 18:00

장

소

이도2동주민센터 2층

출석위원

❍ 총 34명
❍ 위원장 : 김두혁
❍ 자문위원 : 강철호
❍ 위 원 : 김익수, 김정아, 이익중, 오경미, 송현철,
김주희, 양순녀, 강승군, 강승보, 고원찬, 고한준,
김민건, 김승훈, 김영숙, 김원종, 김정식, 김종관,
문승준, 배순연, 부성택, 서상수, 송승헌, 신상배,
오명찬, 이상순, 이영애, 임경렬, 임신국, 정우철,
한도일, 한동순, 홍명식
1. 제1호의안 : 특화프로그램 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

심의안건

2. 제2호의안 : 분과별 활동계획 수립 건
3. 제3호의안 : 주민자치프로그램 풍물(중급) 추가 선정 승인의 건
1. 제1호의안 → 원안통과

심의결과

2. 제2호의안 → 원안통과
2. 제3호의안 → 원안통과

기타사항
작성자

2022년 주민참여예산 공모 알림 등
행정7급 박지선

【 발언요지 】
○ 회의 성원 보고, 정기회의 개회선언, 국민의례
○ 동장님, 자문위원 인사말
○ 동정홍보사항
○ 전 회의록 승인
○ 4월 임원회의 결과 보고
- 제1호 의안 : 특화프로그램 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
○ 송현철 사무국장 : 임원 중심으로 특화프로그램 컨설팅 교육을 받았음.
5월중으로 특화프로그램을 확정해야 하는데 35명 전체가 모여서 의견을
모으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논의한 결과 임원들을 중심으로 하고
분과장님과 분과별로 추천한 1명의 분과위원으로 특화프로그램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프로그램 사업을 선정하는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모아져서
특화프로그램 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을 제안함.
○ 김두혁 위원장 : 분과회의에서 특화프로그램 의견을 해주시면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분과와 세부적인 계획을 잡을 것임
○ 강철호 자문위원 : 한림의 특화프로그램인 경우 해녀학교로 활성화 됐는데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임. 각 분과회의에서 4개 혹은
복수의 특화프로그램 주제안이 나오면 소위원회에서 거르는 것이 효율적
이지 않나 제안함
○ 김익수 부위원장 : 특화프로그램은 각 주민자치위원회별로 프로그램 1개를
선정해서 시에 제출하면 심사하여 예산지원을 하면 사업을 지행하는 것임.
분과에서 만들게 아니라 특이한 사업을 공모를 해야함.
○ 김두혁 위원장 : 특화프로그램 소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을 원한 동의한다면
특화프로그램 세부적인 것을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음
○ 다수위원 : 원안 동의함
○ 김두혁 위원장 : 1호의안 특화프로그램 소위원회 구성 승인 원안가결

- 제2호 의안 : 분과별 활동계획 수립 건
○ 김두혁 위원장 : 분과별 활동계획 수립 건도 1호의안과 연계된 사항임
○ 서상수 위원 : 분과회의를 해서 다음 회의때 발표하도록 함
○ 김두혁 위원장 : 각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회의때 분과별 활동계획
수립 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동의 요청함
○ 다수의원 : 원안 동의함
○ 김두혁 위원장 : 각 분과회의를 해서 분과별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2호의안은 원안통과 선포
- 제3호 의안 : 주민자치프로그램 풍물(중급) 추가 선정 승인의 건
○ 박지선 주무관 : 주민자치프로그램 풍물(중급) 추가 선정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 서상수 위원 : 시간과 장소는 민속보존회장님이 추후 섭외하는 것으로 하고
풍물(중급) 추가선정은 원한 통과하도록 함
○ 다수의원 : 동의함
○ 김두혁 위원장 : 주민자치프로그램 풍물(중급) 추가 선정은 원안통과하되
시간과 장소는 한동순 민속보존회장님이 섭외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풍물(중급) 추가 선정 승인의 건은 원안통과 함
○ 공지사항 안내
○ 폐회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