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순천시
Ⅰ. 주민자치사업 관련 지원현황
1. 주민자치사업 관련 지원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주민자치 풀뿌리사업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주민자치 1읍면동 1사업 (5백~15백만원)
기간제근로자 1명 및 운영비 지원

청년명예주민자치
위원제도 운영

순천대와 협약 행정학과 학생 명예주민자치위원
위촉

주민자치형
자체 구축

특이사항

공공서비스 마을계획 수립, 마을활력소 조성
주민자치회 전환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성립전예산 및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지원
주민자치위원 화합행사와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
주민자치 한마음행사
유(전시체험발표)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 주민자치센터 노후물품 교체 및 신규물품 구입
입(교체)
자치학교 및 센터 운영 마을자치학교 운영
지원
및 위원수당,강사료 등 센터 일반운영비
선진지 견학 지원
전남도 마을공동체 공
모사업
순천시 마을공동체지원
센터 운영

순천형 희망마을만들기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여와 선진지 견학 지원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황전면 주민자치위원회
선정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
원조직 운영
5인이상 공동체 참여로 마을가꾸기와 공동체활성
화 프로그램 운영
읍면동+민간단체가 공동
기획 협치를 통한 마을 만들기

마을계획수립

3개 읍면동 시범실시후 2021년까지 전 읍면동 수
립 완료

읍면동 특화사업

주민자치위원 등 주민의견모아 읍면동 특화사업 발
굴 추진 (88개)

따순마을만들기 사업

Ⅱ. 대표사례
《주민자치 강화》
1. 사업명: 주민자치 강화
2. 추진기간: 2018. 1. ~ 12월
3. 추진주체: 순천시, 주민자치위원회
4. 추진배경 및 목적
- 현 정부의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방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가 명실상부한

대표기구로 자리잡기 위한 강화정책 필요
- 주민자치 의식 향상 교육, 마을공동체사업 중점 추진으로 자치분권 촉진
5. 추진과정 및 내용
① 주민자치회 확대
Ÿ (시범 운영) 총 8개소 : 기존 1 (중앙동) + 계획 1 (덕연동) + 공모 6
행안부 공모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자체사업

중앙동
2013.

지정

덕연동
누계

(

2018.

2)

하반기

자체 공모

전 읍면동 전환

읍면동

시범운영결과평가

누계

(

2018.

6

8)

10.

누계 24)

(

2020.

10.

Ÿ (일정) 조례 개정(9월 ~) → 교육 및 공모 (8~10월)→ 2019 사업비 본예산
반영(10월) → 주민자치회 8개소 시범 운영 ('19. 1월)
② 2018년 주민자치 풀뿌리사업 추진 (1읍면동 1사업)
Ÿ (지원규모) 5백만원(민간경상보조) ~ 15백만원(민간자본보조)
- 24건 205백만원 (프로그램 등 : 8 / 42, 시설비 : 16 / 163)
Ÿ (일정) 사업발굴 제출(1~2월)→심의확정(3월)→사업추진(4~11월)→
정산 및 공유회(12월)
③ 명예 주민자치위원 제도 운영
Ÿ (개요) 2018.3.20 학생 35명 위촉 (6개 읍면동 배치)
* 2017.12.21.협약 체결 (순천시․순천대․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Ÿ (방법) 행정학과 과목에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과정 편성
Ÿ (역할) 주민자치 정책 제안, 공동체 사업 기획지원 ․ 참여
Ÿ (일정) 위촉(3월)→간담회(6월,11월)→결과공유회(2월)/ 2기 추진(2019.3월)
④ 순천형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Ÿ (개요) 2017.9.26 팔마체육관, 800명(주민자치위원, 주민 등),
* 주민자치 한마음행사 병행
Ÿ (내용) 주민자치 우수사례 전시․발표, 마리텔(마을 리틀 텔레비-공동체사업 추
진과정) 상영,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연 ․ 체험, 유공자 표창, 미니체육대회 등
Ÿ (주체) 순천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행정 지원)
- 순천형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지원 근거 마련 위한 조례 개정(3.26)
⑤ 전담부서 신설 위한 조직개편 용역
Ÿ (용역기간) 2018. 3 ~ 10월

* 조직개편 시기 : 2018.11월 또는 2019. 1월

Ÿ (내용) 3개과로 나눠져있던 주민자치에 관계된 업무들을 전담할 수 있 부서 신설
- 현행 : 시민소통과(주민자치,마을만들기),전략기획과(자치분권,주민참여예산),총무과(특화사업)
- 개편(안) : 3개과 업무 통합, 가칭 자치분권(행정)과 신설

6. 성과 및 지역사회 기여
Ÿ 주민자치회 확대에 따른 주민참여 기반 마련, 참여 확대
Ÿ 1읍면동 1사업 추진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결속과 사업 효율성 도모
Ÿ 지역의 학교와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지역인재 양성 기대
Ÿ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높이고 주민대표 기구로서 자리매김하는 초석 마련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자체사업》
1. 사업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자체사업
2. 추진기간: 2018. 1. ~ 2019.6.
3. 추진주체: 덕연동
4. 추진배경 및 목적
Ÿ 100대 국정과제‘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 실질화’실현
Ÿ 시범운영 후 성과 분석하여 확대 운영
5. 추진과정 및 내용
Ÿ 덕연 미래 마을계획 수립
- (개요) 2018. 1. ~ 12월 / 1천만원 / 마을계획 추진단 운영
- (목표) 지역주민과 행정이 협업을 통해 덕연동 미래 발전상(像) 정립
Ÿ 『덕연 온정』마을활력소 조성
- (개요) 2019. 1. ~ 6월 / 3억원 / 연면적 132㎡, 지하 1층, 지상 2층
*지하1층-작업공간 및 점방 운영, 1층-보건+복지서비스 공간, 2층-커뮤니티 공간
- (운영방법) 주민주도형 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탁 운영 /자체 수익모델 개발
- (운영비용) 대관료 등 수익사업을 통해 공과금 등 시설운영비 자체 부담
Ÿ 마을공동체『덕연 온정협동조합』운영 (조합원 13명)
- (사업영역) 복지,교육,경제,안전,육아,환경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영역
- (사업계획) 자전거 수거수리 및 저가 판매, 순천형 아트바이크 임대,여행가방 보관업
Ÿ 주민자치회 지정 (위원회→자치회)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위상) 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쉽 구축, 권한과 책임 강화

6. 성과 및 지역사회 기여
Ÿ 시범 운영결과 평가 공유 및 확대운영 방안 검토 (2019. 9)

《마을계획 수립》
1. 사업명: 마을계획 수립
2. 추진기간: 2018. 1. ~ 12월
3. 추진주체: 읍면동 10개소 (신규 6,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자체-덕연동 1, 기수립 3)
Ÿ 사업비: 82백만원 (개소당 10백만원, 2017년 3개소 보완)
4. 추진배경 및 목적
Ÿ 지역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마을 만들기 중장기 계획 필요

Ÿ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와 사업 추진 시 근거 활용 및 마을목표 공유・공감
5. 추진과정 및 내용
2017년
개 읍면동

3

2018년
개 읍면동
(누계 10)

7

Ÿ 마을계획 수립 공모 (6개소) : 2018. 8.

2019년
개 읍면동
누계 18)

8

(

2020년(완료)
8개 읍면동
(누계 26)
* 2개 출장소 포함

- 공모계획 수립 ~ 공모 ~ 선정

- 2017년 3개 읍면동 완료 (황전면, 향동, 중앙동) / 사업비 개소당 1천만원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자체 구축 사업 덕연동 마을계획 추진중
Ÿ 읍면동 마을계획단 운영 : 2018. 8. ~ 2019. 7.
Ÿ 평가 분석 : 2019. 8.
- (인센티브) 우수 읍면동 시상, 희망 마을 만들기 등 공모사업 가점
- (연계) 부서별 시책사업, 각종 공모사업, 마을 만들기 등 근거 자료
6.성과 및 지역사회 기여
Ÿ 2020년까지 출장소 포함 26개소 마을계획 수립 완료

Ÿ 읍면동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이 계획하고 주도하는 체계적인 마을만들기 기대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업 추진》
1. 사업명: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업 추진
2. 추진기간: 2018. 1. ~ 12월

3. 추진주체: 따순마을 만들기- 5인이상 공동체, 순천형 희망마을 - 읍면동+민간단체
4. 추진배경 및 목적
Ÿ 지역자원을 최대 활용하여 신규 공동체 사업 발굴지원
Ÿ 마을공동체에 대한 주민 관심과 참여를 확대 및 마을리더 발굴
Ÿ 읍면동과 지역 자생조직의 협업으로 따뜻한 순천 ‘마을 만들기’실행
5. 추진과정 및 내용
Ÿ 따순 마을학교 운영 (1~2월, 100명-새내기반,성장기반, 2개과정 각 7강)

- 마을공동체 기초교육→마을일감 찾기→사업구체화 컨설팅 등
- 따순 마을학교 70명 수료 (따순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가산점 제공)
Ÿ 아이디어 톡 운영 (2월, 20팀)
- 마을공동체를 꿈꾸는 시작단계 모임 또는 공동체 네트워킹 활동비 지원(20만원씩)
- 아이디어 톡 운영 결과 우수 아이디어 5팀 수상(포상금 지급)
Ÿ 희망마을 아이디어 페스티벌 개최
- 따순마을학교 수료식, 아이디어톡 활동사례 발표 공유(전시) 등
Ÿ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업 공모 및 선정
- (따순마을 만들기) 5인이상 공동체 참여, 단체당 150~300만원 지원
- (순천형 희망마을 만들기) 읍면동과 민간조직 협업, 개소당 2천만원까지 지원
- 선정결과
구분
공모접수
선정결과

따순마을 만들기
171 / 592
139 / 320

순천형 희망마을 만들기
25 / 522
19 / 365

Ÿ 회계교육 실시 ( 4. 18. ~ 20. <총 6회>, 160개 단체)
Ÿ 사업 평가 및 사례 공유회 개최 (12월, 사업비 1천만원)
6. 성과 및 지역사회 기여
Ÿ 공동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대폭 증가

(단위 : 건/백만원)
비고
현장심사 및 심의위원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