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  의  록

1. 개  요

2. 회의내용

 일  시  2021. 10. 14(목 ) 18:00~20:30  장  소 장성읍 행정복지센터(2층,회의실)
작 성 자  간사 김유민 작 성 일 2021. 10. 20.
참 석 자  장상읍 주민자치회 위원 25명  중 25명  참석(참석자 등록부 별첨)
 안  건

1안) 주민총회 결산 및 주민투표에 따른 2022년 장성읍 주민자치회 주요추진 사업 

결정의 건

2안) 기타 보고의 건

회의내용

[개회 및 국민의례]

사 회 자

(사무국장)

2021년 장성읍 주민총회에 참석해 주신 기관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민총회는 개회 및 국민의례, 위촉장 전수식, 축사, 주민

자치회 의제 발표, 투표결과 발표순으로 진행 되겠습니다.
먼저 기세연 장성읍 주민자치회장님의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주 민 자 치

회 장
지금부터 2021년 장성읍 주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 회 자

다음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한 경례 -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빈소개]

사 회 자

다음은 내빈소개가 있겠습니다. 
유두석군수님, 임동섭의장님, 박종호읍장님, 차대준이장협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위촉장 수여]

사 회 자

다음은 장성읍 주민자치회 신규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수식이 

있겠습니다. 
전수는 군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신규위원인 김미경, 김인옥 위원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수여 -



[환영사 및 축사]

사 회 자

다음은 기세연 장성읍 주민자치회장님의 환영사와 유두석

군수님과 임동섭 군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주민자치회장 환영사 -

-축사(군수) -
-축사(의장) -

[기념촬영]

사 회 자

다음은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

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촬영 -

[2021년 주민자치회 현황보고]

사 회 자

다음은 2021년 주민자치회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는 사무국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현황보고 -
[2022년 자치계획 의제설명]
사 회 자

다음은 각 분과위원장님들로부터 2022년 분과별 의제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 · 홍보

분과위원장

-의제 설명 -
     ① 기삼연 의병장을 기리는 역사 재현 사업

② 장성읍 중앙로 가로등 아열대 조형물 디자인 사업

문화 · 교육

분과위원장

-의제 설명 -
     ① 마을별 어린이 놀이터 설치

지역활성화

분과위원장

-의제 설명 -
     ① 집주소 문패 리뉴얼 사업

     ② 장성호 둑방 바람개비 언덕 추진 사업

주 민 복 지

분과위원장

-의제 설명 -
     ① 매화동 지하보행로 언덕 추진 사업

[투표결과 발표]

사 회 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지난 10월 7일부터 이동장님 협조

하에 사전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투표 결과 발표에 앞서 개표에는 주민자치회 감사 2분과, 회장, 
사무국장, 위원3분과 함께 공정성을 위하여 군청에서 1명, 읍사무소

에서 1명이 참여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92분이 투표해주셨습니다. 



  안건 내용 투표 결과
1) 기삼연 의병대장 기리는 역사 재현 사업 323 (40.8%)
2) 장성호 둑방에 바람개비 언덕 추진 사업 455 (57.4%)
3) 장성읍 중앙로 가로등 아열대 조형물 디자인 사업 301 (38%)
4) 집 주소 문패 리뉴얼 사업 490 (61.9%)
5) 마을별 어린이 농리터 설치 289 (36.5%)
6) 매화동 지하보행로 벽화 그리는 사업 255 (32.2%)

[의제 결정]

주 민 자 치

회 장

총 투표 인원 792명
투표권을 가진 장성읍 거주 만 18세 이상 11,344명 중 7%가 참여를 

했다는 대단한 결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6가지 의제 중 과반수를 득표한 4호 안건(집 주소 문패 리뉴얼 사업)과 

2호 안건(장성호 둑방 바람개비 언덕 사업)이 2022년 장성읍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월례회의 협의때 3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었기 때문에 조례

에는 과반수 찬성으로 되어 있으나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고 하면 

1호 안건(기삼연 의병장 역사 재현 사업) 또한 진행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조례에 따라 오늘 주민총회 결과는 회의록과 함께 홈페

이지에 30일 동안 공개할 예정입니다.
장성읍 주민자치회가 더 발전 할 수 있도록 큰 성원 부탁드립니다.

[폐     회]
사 회 자 이상으로 2021년 장성읍 주민총회를 마치겠습니다.

주 민 자 치

회 장

10월 월례회의는 이번 주민총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거나 말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전원 동의 -

없으시면 주민총회 및 10월 중 월례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사항

❍ 신입위원 위촉 : 김미경, 김인옥위원

❍ 2022년 장성읍 주민자치회 추진사업 확정

 - 1) 집주소 문패 리뉴얼 사업 

 - 2) 장성호 둑방 바람개비 언덕 추진사업

❍ 협의후 진행할 사업

 - 기삼연 의병대장 기리는 역사 재현 사업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위드코로나)시 1박2일 선진지 견학 

향후일정 ❍ 주민총회 결과 읍 홈페이지 공개 및 확정된 사업 협의



3. 사진대지

신규위원 위촉 신규위원 위촉

군수 축사 군의장 축사 

2021년 주민총회 단체사진 2021년 제1회 장성읍 주민총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