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주민자치회 공고 제2022-04호

2022년 제4회 송촌동 주민총회 개최결과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제13
조에 따라 송촌동 주민총회 개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민총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22. 7. 9.(토) 14:00 ~ 15:40

□ 장

소 : 송촌초등학교 다목적강당(동춘당로54번길 35)

□ 참

석 : 송촌동 주민 200여명

□ 내

용 : 주민자치회 감사보고 및 사업보고, 마을의제 주민투표 및 결과
발표 등

□ 투표참여 : 총 694명
온라인 사전투표 564명 + 현장투표 130명(전자투표 리모컨)
※ 사전투표 : 2022. 6. 20. ~ 7. 6. (QR코드, 웹자보 링크 공유)
2. 2023년 市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형 지원사업
◦ 동춘당역사공원 내 운동코스 조성 외 2개 사업
◦ 총 예 산 : 2천 5백만 원
◦ 사업기간 : 2023년 실행
3. 2023년 區주민자치예산 지원사업
◦ 송촌동 마을축제
◦ 총 예 산 : 1천만 원
◦ 사업기간 : 2023년 실행
※ 문의 : 송촌동 주민자치회 사무국 042) 608-4719
붙임1. 2022년 송촌동 주민총회 결과표.
2. 2022년 송촌동 주민총회 회의록. 끝.

2022년 7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주민자치회장

<붙임1>

2022년 송촌동 주민총회 결과표

1
연번

2023년 市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형 지원사업
마을의제

내용

사업비(원)

- 운동코스 조성을 위한 주민
동춘당역사공원 내
1

운동코스 조성

공론장 운영
- 동춘당역사공원 내 주민을 위한

10,000,000

운동코스 조성

우리 동네 작은 영화관
2

운영

- 테마가 있는 우리 동네 작은
10,000,000

영화관 운영
- 주민참여형 문화프로그램 운영
- 주민자치 위원 및 지역주민

3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자치역량 강화 교육

5,000,000

- 선진지 답사

2
연번

2023년 區주민자치예산 지원사업
구분

내용

사업비(원)

- 송촌동 대표축제를 통해 주민
1

송촌동 마을축제

화합과 마을 활성화 도모
-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참여형
마을축제 개최

10,000,000

<붙임2>

2022년 송촌동 주민총회 회의록
□ 개요
○ 일

시 : 2022. 7. 9.(토) 14:00~15:40

○ 장

소 : 송촌초등학교 다목적강당(동춘당로54번길 35)

○ 참

석 : 송촌동 주민 200여명

○ 진 행 자 : 1부 송영진(자치회 부회장) / 2부 임용무(전문MC)
○ 내

빈 : 최충규(대덕구청장), 박영순(대덕구 국회의원),
대전시의회 의원, 대덕구의회 의원, 송촌동 자생단체장 등

□ 진행순서
○ 개회
○ 국민의례
○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환영사
○ 내빈소개 및 축사
○ 기념사진 촬영
○ 송촌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
○ 송촌동 주민자치회 활동영상
○ 2023년 송촌동 마을의제 발표 및 투표
○ 최종 투표결과 집계 및 발표
○ 송촌동 주민자치계획 선포 및 폐회

□ 회의내용
(개회)
사회자(송영진)

○ 주민총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송촌동 주민총회 1부 사회를 맡은
송촌동주민자치회 부회장 송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인사)
○ 무더운 날씨에도 많은 주민들이 자리해주셨는데요,
오늘 주민총회는 우리 송촌동을 더 살기 좋고 멋진 동네로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토론하며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즐겁게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특히 1부 주민총회를 마친 후 2부에 즐거운 자치운동회,
실내 명랑운동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재미있는 게임과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의례)
사회자(송영진)

○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예를 갖춰주셔도 좋습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음악 / (음악종료 후) /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성원보고)
자치회 부회장(이정희) ○ 안녕하십니까? 송촌동 주민자치회 부회장 이정희 입니다.
오늘 송촌동 주민총회 개회를 알리기에 앞서, 사전투표 참여인원과
현장투표 의사정족수를 적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번 온라인 사전투표에는 564명의 주민이 참여해주셨고,
현장 참여 주민이 170명으로 송촌동 인구는 지난 5월 30일 기준
26,869명으로 운영세칙에 명시된 0.5%이상 참여 기준인 135명 이상이
되어 성원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회선언)
자치회 부회장(이정희) ○ 지금부터 2022년 송촌동 주민총회가 개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환영사)
사회자(송영진)

○ 개회선언에 이어 송촌동 주민자치회 이재연 회장님의 환영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회장(이재연) 안녕하십니까?
송촌동 주민자치회 이재연 회장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비대면 총회를 2번이나
치렀고, 이렇게 마스크 착용을 했으나 대면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마을공동체에는 많은 공적조직, 민간조직을 망라한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당사자 주민조직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에서 제기되는 제반 일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참여 없이는 의미가 없다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 등 구성원들로부터 제안되는 각종 민원과 공공성을 가지는
마을의제들을 모아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민주적으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오늘 주민총회의 의의일 것입니다.
폭염의 날씨에 총회 준비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준 자치위원과 변순주
동장님을 비롯한 동 행정에 감사드리며, 특별히 우리 총회를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하여 자리하신 최충규 구청장님과 박영순 국회의원님, 시
구의회 의원님, 자생단체 회장님들과 회원 여러분, 대덕구 각 동
주민자치 회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민자치회 등 공동체 주민조직의 활성화 여부는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와 활동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마을을
바꿉니다.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빈소개 및 축사)
사회자(송영진)

○ 이재연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오늘 주민총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 오신 내빈소개가
있겠습니다. 호명된 내빈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최충규 구청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순 대덕구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대전시의회 이용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대덕구의회 조대웅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대덕구의회 전석광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대덕구의회 김기흥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대덕구의회 김홍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대덕구의회 유승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대덕구의회 박효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대덕구의회 양영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촌동의 여러 단체에서 함께 하셨는데요,
○ 보령아파트 경로당 김입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통장협의회 장은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새마을부녀회 서현숙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새마을문고회 이영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새마을지도자회 정규복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윤기성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복지만두레 최상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자율방재단 김미자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자원봉사회 서명숙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원봉사회에서는 오늘 1층에서 시원한 음료와 과일을 준비해주셨습
니다. 감사합니다.)
○ 송촌시장 상인회 박동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선비마을4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조동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덕구 주민자치회장님들도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주셨습니다.
○ 대화동주민자치회 조한경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비래동주민자치회 장용봉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중리동주민자치회 이경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법2동주민자치회 김영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신탄진동주민자치회 구자성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석봉동주민자치회 김도목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목상동주민자치회 박서용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마지막으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빈인 우리 송촌동 주민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서로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 이외에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으나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그럼 최충규 구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취임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큰 함성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최충규)

인사말씀 마친 후 (회장님이 꽃다발 증정)

사회자(송영진)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영순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박영순) 인사말씀

(사진촬영)

사회자(송영진)

○ 함께 참석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신 내빈들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내빈들께서는 안내에 따라 앞쪽으로 이동해주시고,
주민들께서는 그대로 무대 정면 사진사를 향해 주시면 됩니다.
기념사진은 3번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촬영)
○ 기념촬영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정상 먼저 이동하셔야 하는 내빈들이 계셔서 잠시 배웅하고
장내정리 후 본격적인 의제발표와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임용무 사회자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보고)
사회자(임용무)

○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주민토론과 투표를 진행할 사회자

임용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 의전행사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총회를 시작할까 하는데요,
먼저 송촌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보고는 박진희
감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박진희)

안녕하십니까? 송촌동 주민자치회 전 감사 박진희입니다. 2021년
송촌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활동보고 영상시청)
사회자(임용무)

○ 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 다음은 송촌동 주민자치회 활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출범한 지 올해 4년차를 맞이하는데, 어떤 활동을
해왔을까요? 2년 연속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송촌동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활동영상 시청 후)
○ 어떠세요? 직접 참여해보신 것도 있고, 오늘 새롭게 알게 되신
것도 있으시지요? 송촌동의 발전과 화합을 응원하며 제가 송촌동!
하면 다함께 파이팅! 한번 하실까요?
(사회자) 송촌동! (전체) 파이팅!

(2023년 마을의제 발표 및 투표)
사회자(임용무)

○ 자 이제부터 오늘의 하이라이트~ 송촌동에서 내년도에 진행할
마을계획을 선정할텐데요. 오늘은 주민자치회 5개 분과에서 의제별로
발표하고, 투표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안된 의제는 구 주민자치 사업 1개를 포함하여 총 8개입니다.
○ 오늘은 주민 여러분의 선택이 특히 중요한데요,
제안된 8개 의제 중에 여러분의 투표에 따라 전체 예산을 감안하여
3~4개의 의제만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선호도가 낮은 사업은 부득이 탈락하게 됩니다. 의제 발표를 잘
들으시고,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사회자(임용무)

○ 첫 번째로 발표할 분과는 자치운영분과입니다.
자치운영분과는 1번 ‘우리 동네 작은 영화관 운영’과 2번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재미있게 연극으로

준비했다고 해서 기대가 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자치운영분과
(이병록 분과장 외)

○ 자치운영분과 발표(패러디 연극 형태)

사회자(임용무)

○ 네~ 재미있는 연극으로 의제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의제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텐데요, 의제 투표에 앞서
투표기 사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투표기 사용법 안내 및
연습 사용)
○ 의제 1번. 우리 동네 작은 영화관 운영 / 의제 2번.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투표 진행(1점~3점까지 점수를 눌러주세요)
○ (전체 투표 종료 후)
○ 네~ 투표 결과는 마지막에 발표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분과의
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분과는 3번 ‘청소년 플로깅’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 분과도 옷차림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교육청소년분과
(김서영 분과장 외)

○ 교육청소년분과 발표(PPT 발표)

사회자(임용무)

○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의제 3번. 청소년 플로깅 투표 진행(1점~3점까지 점수를 눌러주세요)
○ (전체 투표 종료 후)
○ 네~ 역시 투표 결과는 마지막에 발표합니다.
다음은 건강복지분과의 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복지분과는 4번 ‘동춘당역사공원 내 운동코스 조성’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송촌동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지요.
어떤 내용인지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건강복지분과
(김현숙 분과장 외)

○ 건강복지분과 발표(영상 및 나레이션 발표)

사회자(임용무)

○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의제 4번. 동춘당역사공원 내 운동코스 조성
투표 진행(1점~3점까지 점수를 눌러주세요)

○ (전체 투표 종료 후)
○ 네~ 역시 투표 결과는 마지막에 발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분과의 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분과는
5번 ‘동춘당 아카데미 운영’과 8번 ‘송촌동 마을축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8번 의제는 구 주민자치예산 지원 사업으로 단일
제안사업이라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문화예술분과
(석서임 분과장 외)

○ 문화예술분과 발표(연극 형태)

사회자(임용무)

○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의제 5번. 동춘당 아카데미 운영
투표 진행(1점~3점까지 점수를 눌러주세요)
의제 8번. 송촌동 마을축제 / 투표진행(찬성, 반대)
○ (전체 투표 종료 후)
○ 네~ 역시 투표 결과는 마지막에 발표합니다.
마지막 순서는 안전환경분과입니다. 안전환경분과는 6번 ‘대양초 주변
안전 환경개선’과 7번 ‘아이스팩 재활용 수거함 시범설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긴 시간 대기하셨는데 더욱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전환경분과
(서명자 분과장 외)

○ 안전환경분과 발표(PPT 형태)

사회자(임용무)

○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의제 6번. 대양초 주변 안전 환경개선
의제 7번. 아이스팩 재활용 수거함 시범설치
투표 진행(1점~3점까지 점수를 눌러주세요)
○ (전체 투표 종료 후)
○ 모든 의제 발표와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투표가 집계되는 동안
오늘 참석하신 주민 몇 분의 의견이나 소감을 들어볼까 합니다.

주민(3명)

○ 주민 3명(여1, 남1, 청소년1)

사회자(임용무)

○ 결과 발표에 앞서 오늘 총회를 위해 물심양면 도와주신 분들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동장은 없었다~ 송촌동에

멋쟁이 변순주 동장님과 행정복지센터 직원 여러분! 공동체지원센터
자치팀! 오늘 송촌동까지 12개동의 주민총회를 지원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 그럼 변순주 동장님 모시고 인사말씀 짧게 듣겠습니다.
송촌동장(변순주) 인사말씀
(투표결과 발표)
사회자(임용무)

○ 이제 송촌동 주민 분들의 마음을 알아볼 시간인데요,
주민 여러분의 투표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부득이
올해 사업으로 진행되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정기회의를 통해 오늘
투표결과를 반영해 예산 및 사업을 확정할 예정임도 알려드립니다.
○ 오늘 결과는 사전에 온라인으로 진행된 사전투표 결과와
오늘 현장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공개될 예정입니다. 6월 20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564명의 주민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 투표결과
순위

의 제 명

사전

현장

최종

1

동춘당역사공원 내 운동코스 조성

1,459

267

1,726

2

우리 동네 작은 영화관 운영

1,284

264

1,548

3

대양초 주변 안전 환경 개선

1,263

256

1,519

4

청소년 플로깅

1,258

238

1,496

5

아이스팩 재활용 수거함 시범 설치

1,245

238

1,483

6

동춘당 아카데미 운영

1,237

236

1,473

7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1,155

195

1,350

8

(區 주민자치예산) 송촌동 마을축제

(찬)522

88

610

(반) 42

22

64

○ 자~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 여러분들의 찬성으로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에 녹색과 빨간색 카드가 있습니다. 찬성하신다면
녹색카드를 들어 승인의 의사를 표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카드를 들어주세요. (카드 투표 후)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치계획 선포 및 폐회)
자치회장(이재연) ○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재연 자치회장님 나오셔서

송촌동 마을계획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 투표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 투표 결과에 따라 2022년
송촌동 마을계획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자(임용무)

○ 지금까지 2022년 송촌동 주민총회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민총회의 폐회를 선언하겠습니다. 폐회선언은
이재연 자치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치회장(이재연) ○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송촌동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며, 더 나은 송촌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4회 송촌동 주민총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사회자(임용무)

○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총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장내 정리 후 바로 자치운동회,
명랑운동회가 개최됩니다. 신나는 게임과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두 함께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사진

□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