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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일시: 2021년 4월 6일(화) 11:00~13:00

- 장소: 홍동면 행정복지센터 1층 사랑방

- 참석: 주정모(회장), 곽영란(부회장), 안정순(교육문화), 주정민(환경), 서경화(교통), 정재정(감사)/ 박

희진(사무국장)

- 불참: 조권영(공동체자치), 김화영(감사)

- 서기: 서경화

□ 결정사항

□ 논의내용 

1. 2022년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 주정모: 친환경 둘레길 조성 사업제안하면 어떨지

- 서경화: 에코빌 작은 평수를 청년들 공동주거 공간으로 제안하면 좋겠다.

         소유권 문제 확인한 후 검토하면 좋겠다

- 곽영란: 홍동천 원앙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다. 환경문제로 부각해서 산책로 조성하면 좋겠다.

- 정재정: 집수리 봉사단이 도배, 장판 해주면 좋겠다. 사회복지 해당안되는 분들 위주로

- 주정민: 마을 초입, 중앙에 폐가가 있는데 철거 지원하면 좋겠다. 

- 주정모: 소유주 승낙서 받아오면 진행할 수 있도록 제안하겠다. 

- 안정순: 가족생태 놀이터 제안하고 싶다. 

- 주정모: 마을 공동 목욕탕 제안하는데 군에서 안 받들인다.

- 박희진: 모든 항목에 다 신청하기보다 제안하신 것들 정리해서 전체회의에서 결정해야한다.

- 주정모: 지금 나온 제안들을 다 정리해서 신청하자

- 안정순: 전체회의에서 위원들 제안도 받아보자

2. 2021년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3. 분과별 사업계획수립 및 검토 일정

- 박희진: 분과별로 사업계획 수립해서 제출해주세요. 5월 정기회의에 제출하는 일정으로 준비하시

면 될 듯하다. 찾아가는 주민자치회 준비 TF 참여하겠다는 위원이 없었다. 조권영 분과장님 의사를 

확인하고 준비하자.

홍동면 주민자치회 임원회의 회의록(4월)

- 4월 정기회의는 4월 16일(금) 오전 10시 홍동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 주민자치프로그램은 2020년 기준으로 신청받고 시작 시기는 코로나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



2

4. 주민총회 자치계획 실현을 위한 사업추진 세부방안

- 주정모: 면에서 공문보내서 축산농가 교육부터 하면 좋겠다.

5. 주민자치프로그램 진행 여부 및 일정

- 박희진: 홍성군 주민자치회장단 모임에서 진행여부 결정한다고 한다. 홍북읍은 자체 결정으로 진

행하고 있다고 한다. 

- 주정모: 작년 프로그램 기준으로 신청을 받고, 게시 여부는 코로나 상황 봐서 추후 공개하는 것

으로 하자

6. 4월 정기회의 진행 여부 및 안건목록

- 주정모: 홍동농협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합시다.

7. 사무국장 퇴사에 따른 후임 인선 및 인수인계 방안

□ 보고내용
1. 2021년 충남형 주민자치 혁신모델 공모사업 선정

2. 2021년 주민총회 자치계획 수립 사업지원금 800만원 교부 완료

3. 전임 사무국장 1월 4대 보험 과오납분 처리중

4. 드론 컨트롤러 배터리(2대) 수리 접수

5. 2020년 근로자 보수총액신고 완료

6. 3월분 사무국장 인건비 처리 완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