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경상북도 예천군)
Ⅰ. 일반현황
1. 주민자치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특이사항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등
이불빨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불빨래방 운영

가구를
주관으로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이불빨래방』을 설치·운영

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수지침 봉사

시간)

14:00(2

마을경로당을 순회하며 수지침 봉
사

2.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운영
-> 월례회 개최시 공문 및 문자 발송, 회의 후 회의록 작성
-> 4개의 분과위원회(주민자치, 프로그램, 소득증대, 재해대책)에서는 수시로 의견 교환 및
소통으로 다음연도 각종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시 자치위원회 의견 및 주민 의견 수렴
후 반영
-> 자치위원회 회의를 거쳐 예산 집행 및 매년 말 결산
-> 자체감사를 통해 투명한 예산집행 여부 확인 및 자치위원회 운영결과 연초 보조금 교부
기관에 제출
-> 8개의 동아리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센터 및 인근 초등학교 체육관을
이용하여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음
->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 위촉 및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단,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Ⅱ. 대표사례
1. 사 례 명 : 이불빨래방 운영
2. 추진기간 : 2018. 4. ~ 현재
3. 추진주체 : 지보면 주민자치위원회
4. 추진배경 및 목적
->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등 이불빨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이불빨래방을 설치·운영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
5. 추진과정 및 내용
-> 추진과정
- 2017. 12월 : 재경지보면민회 송년회에서 출향인 성금 협조
- 2018. 1월 : 예천군 이불빨래방 신축 사업비 지원건의 및 재배정
- 2018. 2월 : 수도, 전기, 건축공사 계약 및 착공
- 2018. 3월 : 공사 준공 및 시험운영(세탁기, 건조기 시험가동)
- 2018. 4월 : 본격 운영(24개리, 마을별 월 1회)
- 2018. 8월 : 192가구 582채의 이불빨래
※ 출향인 및 주민 성금모금(49,150천원)
-> 내용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불빨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마을별 이장, 부녀회원 협조하에 마을별(24개리) 월 1회 지정된
날짜에 경로당 및 거동불능 가구의 이불빨래를 수거하여 주민자치센터 옆 이불빨래방에서
세탁 후 전달
6. 성과 및 지역사회 기여
-> 관내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조손가정, 장애인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줌

<사업 사진>
(이불빨래 수거)

(이불빨래)

(이불빨래방에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