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동면 주민자치회 4월 정기회의

- 일시 : 2021년 4월 16일 (금) 오전 10시

- 장소 : 홍농농협 회의실

- 참석자 : 주정모(회장), 곽영란(부회장), 김영구, 주정민, 강현주, 이창신, 안

정순, 최문철, 한무홍, 박경순, 주호창, 최재홍, 손정희, 조권영, 이선재, 정현

진, 김동호, 정영은, 오연석, 서경화, 김화영(감사), 정재정(감사) 총 22명, 박희

진(사무국장)

- 서기: 서경화

** 순서 **

 0. 2021년 주민참여예산 <찾아가는 예산학교> (홍성군 기획감사담당관)

 1. 개회 및 인사

 2. 전차 회의록 확인

 3. 논의사항

   가. 2021년 주민자치프로그램 진행건

   나.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공모 (~4/21)

   다. 홍성군 주민참여예산공모 (~6월)

   라. 2021년 충남형 주민자치 혁신모델 공모사업 사업변경건

   마. 분과별 사업계획 논의 및 제출 일정

4. 보고사항

   가. 박희진 사무국장 퇴사(4월 30일자)로 후임 인선 예정

5. 다음 회의 일정 안내 및 폐회

............................................................................................

 1. 개회 및 인사

 - 홍동면장 인사

 - 홍동면 주민자치회장 인사

 2. 전차 회의록 확인

 - 박희진 사무국장 전차 회의 결과 낭독

 3. 보고사항

   가. 2021년 주민자치프로그램 진행건



- 정재정: 프로그램을 비대면하는 방식을 제안해보자

- 김영구: 비대면이라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진행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 

- 박희진: 정기적인 모임만 진행하고 그 외 모임은 진행하지 않는다.

- 주정모: 신청을 받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해보자

- 박희진: 시작하는 것에 동의하나요?

- 모두 : 네

- 최문철: 신임 사무국장이 채용되어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 주정모: 자치회는 프로그램 선정이고 관리업무는 면에서 진행한다. 

->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나.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공모 (~4/21)

- 박희진: 자료 설명. 제안하고 싶은 사업이 있나요?

- 정재정: 가로수를 많이 심는데 잡풀이 무성하다. 꽃식물을 심으면 좋겠다.

- 김영구: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기계를 설치한다거나하는 적극적인 사업계획

을 세우면 좋겠다. 

- 정재정: 축산악취 저감시설은 농가가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는데 가동을 하지않

는 게 문제다. 

- 박희진: 임원회의에서는 둘레길 쉼터, 가족놀이터 사업을 제안하셨다.

- 손정희: 유기농특구로서 경관보다는 논둑제초제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장기적으

로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 

- 서경화: 축산악취, 논둑관리 문제를 내년도 분과든 별도 모임에서 진행해서 도참

여 사업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 

- 정영은: 절차상 두 가지를 임원회의에서 고민해서 신청하면 좋겠다. 

- 이창신: 원탁회의에서 무엇을 할까는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지에 대한 방법

이 없다. 원탁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어떻게 사업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 교

육 등을 사업으로 계획을 잡으면 좋겠다.

- 최재흥: 유기농관련 사업 좋은데, 농협과도 상의하면 좋겠다. 

- 박희진: 주신 의견을 가지고 임원회의에서 상의해서 최종결정하겠습니다.

   다. 홍성군 주민참여예산공모 ( ~6월)

- 박희진: 6월까지 시간이 있으니 분과에서 고민해주시면 좋겠다.

  분과 제안 내용을 다음 정기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한다. 

   라. 2021년 충남형 주민자치 혁신모델 공모사업 사업변경건

- 박희진: 자산구입이 안되는 사업인데 선정을 해서 검토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경상보조외에 자산구입은 어렵다는 것고, 기계 사용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구

입이 어려울 수 있다. 금액은 정해져있으니 사업내용을 조정해야한다. 



- 정재정: 자전거 둘레길에 거치대나 쉼터 등을 추가하면 좋겠다.

- 정영은; 임원회의에서 정리하면 좋겠다.

- 이창신: 방식의 문제가 있다. 

- 박희진: 시기적으로 엇박자가 나고 있다. 

- 서경화: 논의의 선후가 바뀌어 사업이 진행되면서 돈을 쓰기 위해 사업을 하는지 

사업을 위해 신청하는 것인지 헷갈리고 부담스럽다. 사업비가 아깝지만 억지로 

사업내용을 만들지 말고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마. 분과별 사업계획 논의 및 제출 일정

- 박희진: 분과별 진행상황 알려주시면 다음 달 정기회의에서 발표하면 좋겠다. 

- 교통분과: 이번달 까지 확정하여 전달하겠다. 

- 환경분과: 주민자치회 전체에서 

- 교육분과: 이미 제출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

- 건강복지분과: 다음주 회의하고 회신하겠다.

 바. 기타

- 정영은: 정기회의 시작하기 전에 임원회의 결과를 발표해주시면 좋겠다. 

- 박희진: 오늘 식사는 분과별로 드시고 알려주시면 자치회에서 결제하겠다. 

- 다음회의는 5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