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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재원별 기간별 진행률
신규 계속 예산 비예산 임기 내 임기 후

100%○ ○ ○  

진 행 단 계

미착수 완료 이행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부진) 보류 폐기

 사업개요

❍ 사업대상: 6개동 주민자치위원회

❍ 주요내용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체제 개선

- 자치법규 개정을 통한 민주적 제도 기반 마련

- 주민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주민자치 활성화

❍ 사업기간: 2018년 ~ 2020년

❍ 연차별 투자소요액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비 480 0 30 150 150 150

 연도별 성과지표 

최종목표  주민자치위원회 자율적, 민주적 운영방안 마련(2020년 6월)

연도별 추진계획 비중(%)

2018년  ○ 주민자치위원 간담회 개최
 ○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정(1차)

20

2019년

 ○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계속)
 ○ 주민자치 아카데미 개설(계속)
 ○ 주민자치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 마을(동)별 마을계획 수립
 ○ 주민자치 마을사업 공모
 ○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정(2차)

60



연도별 추진계획 비중(%)

2020년
 ○ 주민자치 마을사업 시행
 ○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보고회 실시

20

2021년 ○ 지속 운영 -

2022년 ○ 지속 운영 -

 추진실적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인력 수요 제출(행안부): 2018. 10. 17.
     ※ 주민자치 확대(주민자치회 중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실시 등 읍면동 

공공서비스를 주민 중심으로 개선

❍ 주민자치위원협의회 간담회 실시: 2018. 11. 5.
     ※ 조례 주요 개정내용 설명, 주민자치 발전방향(주민자치회 전환 추진) 안내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2018. 11. 9.

❍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구성: 2019. 1. 7. ~ 1. 8.

❍ 주민자치위원협의회 구성: 2019. 1. 21.

❍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추진 계획 수립: 2019. 1. 23.
     ※ 특성화 사업비 교부: 2019. 1월 이후

❍ 주민자치 교육 프로그램안 마련: 2019. 2월

❍ 주민자치위원 교육일정 협의(주민자치위원협의회): 2019. 3. 8.

❍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계획 수립: 2019. 3. 21.

❍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실시(1·2차): 2019. 4. 10. / 5. 13.

❍ 마을리더 공동체 아카데미(1기) 수강생 모집: 4. 17. ~ 5. 10.

❍ 주민자치센터 운영 개선방안 마련 회의: 2019. 5. 9.

❍ 마을리더 공동체 아카데미(1기) 실시: 2019. 5. 21. ~ 6. 11.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3차) 및 수료식: 2019. 6. 26.

❍「주민자치 마을사업」추진 사전 안내(6개동): 2019. 7. 12.
     ※ 문화‧복지‧편익증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발굴 협조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개정: 2019. 8. 1.

❍ 마을리더 공동체 아카데미(2기) 실시: 2019. 10. 22. ~ 11. 12.



❍ 주민자치 마을사업 지방보조금 심의 완료: 2019. 10. 31.
     ※ 2020년 주민자치 마을사업 지원: 91,706천원 

❍ 주민자치 마을사업 추진 계획 수립: 2020. 1. 20.

❍ 주민자치 마을사업 보조금 교부: 2020. 1 ~ 5월
    ※ 2020년 주민자치 마을사업 시행: 연중

❍ 주민자치회 추진 로드맵 수립: 2020. 6. 23.

❍ 주민자치회 실시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2020. 7. 13. ~ 7. 15.

❍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동 선정(오전동, 내손2동): 2020. 9. 25.

❍「의왕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조례」제정: 2020. 9. 29.

❍「의왕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정: 2020. 11. 16.

❍ 주민자치 기본교육 실시(3회): 2020. 11. 10./13./21.

❍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오전동, 내손2동): 2020. 12. 14.

❍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결과보고: 2020. 12. 22.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개정: 2020. 12. 28.

❍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오전동, 내손2동): 2021. 1. 1.

❍ 의왕시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실시(3회): 2021. 6월/11월/12월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개정: 2021. 8. 9.

❍ 의왕시 주민자치회 주민총회(오전동, 내손2동): 2021. 9. ~ 10.

❍ 2022년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확정(오전동, 내손2동): 2021. 12.

 예산확보액 및 집행액
(단위: 백만원)

구분
확보액 집행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269 269 203 203

2019년 24 24 20 20

2020년 120 120 89 89

2021년 125 125 94 94



 향후계획

❍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 실시: 2023년 이후

[자치행정과]
직 과장 팀장 담당자

성명 주종수 원선아 소은정
연락처 345-2580 345-2581 345-25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