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문화복지분과 회의록

[별지 제6호서식]

일

시

2019. 7. 23.(화) 10:00~12:00
재적위원

참석

불참

14

9

5

참석상황

안

건

장

소

3층중회의실

(불참위원)
권00, 신00, 이00, 이00, 이00

- 2019년 제안사업 및 부서의견(반영,미반영) 검토
- 2019년 제안사업 재검토 제안사업 논의
- 2019년 제안사업 우선순위 심의

 회의내용
① 2019년 제안사업에 대한 부서의견 검토 결과
○ 문화복지 분과위원회에 제안된 14개 사업 중 2020년 반영 3건, 불가 4건,
장기과제 7건으로 심의 함
- 찾아가는 성교육 사업은 부서의 의견대로

중·고생까지 확대해서 시행하며,

내년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제안을 해 보는 것으로 결정 함
(장00 위원)
· 성문화센터에서도 하는 사업이며, 요즘 맞벌이 부모들은 시간이 없어서
누구나 참여 할 수 없는 사업이라 효과성이 떨어짐
(직 원)
· 성문화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라 수정반영한 사업으로 기존에 초등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것을 중·고생까지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이며,
학부모와 같이 교육을 받으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없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서의 의견도 있었음
(강00 위원)
· 직장이 있는 엄마들도 교육시간이 2시간이라 월차등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교육에
참여 할 수 있음
(홍00 위원)
· 교육대상을 학부모와 같이 확대해서 시행했으면 함
(김00 위원장)
· 학생들 대상으로 시행해보고 내년쯤 학부모들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제안 함

- 동네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불가의 의견을 재검토 하였으나 부서의 의견을 존중
하기로 결정 함
(장00 위원)
· 도서관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반영 하였으면 함
(김00 위원)
· 작은 도서관에서는 프로그램이 컴퓨터설치만 되어있는데, 공간이 작다보니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임
(강00 위원)
· 부서의견을 존중하여 불가한 사유를 듣고 싶음
(직 원)
· 작은도서관은 한사람의 사서가 순회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함
· 프로그램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사서를 고용하여야하며, 인건비증액 부분과
프로그램이 주변 사설 학원과 겹치면 충돌이 예상된다는 부서의 의견이 있음
- 장애인 인식개선 체험 교육 활성화 사업은 청소년이 제안한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 함
(장00 위원)
· 듣는 교육을 하는 것 보다는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하는 것이 좋음
· 짧은 시간에 교육을 하는 것은 효과성이 떨어지는 수업 임
(김00 위원장, 강00 위원)
·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보고 앞으로 효율적이면 확장해 보는 것이 좋겠음
② 현장방문 : 14건 중 현장방문 불필요로 결정
③ 우선순위 심의 : 반영되는 사업이 3건으로 전체동의 순위 결정

(단위: 천원)

우선
순위
3
1
2

사 업 명
찾아가는 성교육
부평구 청소년 장애 인식개선
체험교육 활성화
Sign Language Travel(수어여행)

부서검토의견

관리번호

56,000 일부반영

문화복지-04

4,000 수정반영

문화복지-13

11,000 수정반영

기획행정-14

 회의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