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공 덕 동

주민자치회 임원회의 회의록

일시
승인안건
보고안건

2021.10.21.(목)
장소 공덕동주민센터 2층강당
18:00~18:40
2022년 공덕동 자치회관 운영계획(안)
2021년 알콩달콩 마실축제 추진(안)
주민자치회 회의세부내용 요약

간사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1년 10월 21일 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공덕동 자치회관 운영계획(안) 심의건으로 긴급하게 임원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그
럼 최봉진 주무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봉진 주무관의 설명 :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자치회관 운영계획
안에 대해 질문사항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배건희 위원 : 내년에 프로그램 운영할 때 자치회관은 공간이 부족하니 공덕1동경로당 2층
이나 동네 활용가능한 다른 시설을 확보해 진행했으면 합니다.
부회장 : 내년에는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제가 아는
지인이 하는 병원에서 원장님이 우리동 주민 대상으로 온라인 건강 강좌를 하고 싶어 하십
니다. 내년 진행사업과 부합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차후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간사 : 다른 의견 없으시면 2022년 공덕동 자치회관 운영계획안을 승인해주시겠습니까?
회장 : 반대가 없으므로 자치회관 운영계획안에 대해 승인하겠습니다.
위원 일동 : 네.
간사 : 이어서 권경환 회장님의 인사말씀 및 보고안건 설명하시겠습니다.
회장 :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예정된 사업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 가운
데 우리동 제일 큰 사업인 ‘알콩달콩 마실축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어 대면 행사와 비대면 행사를 병행해 진행할까 하는데 날짜는 11월 19일
(금)로 가일정을 잡았습니다. 행사의 특징은 각 부대행사를 하나씩 분과에서 맡아 책임감있게

주민자치회 회의세부내용 요약
운영하고 행사 진행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할 예정입니다. 프린트물에 나와있는 축제 추진
안을 확인하시고 각 분과위원들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주까지 개별안을 사무국에
제출 협조 부탁드립니다.
간사 : 행사가 11월에 해야 하므로 일정이 촉박합니다. 이번 행사 컨셉은 마을 공간을 활
용한 주민 소통의 축제입니다. 위드 코로나이긴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주민이 몰리면 안되
므로 부대행사를 한꺼번에 진행하지 않고 시간차를 두고 한 개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떤
행사든 홍보가 중요하므로 다음주까지 행사안을 확정하고 11월 첫째주부터 홍보를 대대적
으로 할 계획입니다. 분과장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저희 단톡방에 게
시하겠습니다.
회장 : 바쁘신 가운데 참여해주신 임원분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음 회의때 뵙겠습니다.
□ 회의 사진

참석임원

권경환 회장, 김도연 부회장, 이덕기 교육분과장
배건희 환경분과장, 서재순 간사
자 치 회 장 : 권경환 (인)
자치부회장 : 김도연 (인)
간
사 : 서재순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