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동 제2018-00호

통장 모집 공고(29통)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 2항에 의거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할 참신한 통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인원 : 1명
통 명
29통

관 할 구 역

비고

만성동 1164-1～63. 1278-1. 1279-1～7. 1280-1～8. 1281-1～10.
1282-1～12. 1283-1～12. 1284-1～12. 1285-1～4. 1286-1～11.
만성동 1265-2～12. 1266-1～6. 1268-1～6. 1269-1～16. 12701～18.1271-1～10.1272-1～12. 1273-1～12. 1274-1～20. 1276-2.
1277-1～5.

* 주민추천 서명부
: 7세대 이상

2. 통장임무(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제6조)
❶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

❷ 각종사실 확인 및 사건·사고 보고

❸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❹ 지역 환경정비 및 청소업무 협조

❺ 재해·재난 발생시 주민대피 및 피해상황 조사 협조 ❻ 각종 고지서 송달 협조
❼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요망사항의 보고 등

3. 통장우대 : 통장활동보상금 및 고등학생자녀 장학금 지원
❶ 통장활동보상금 : 기본수당 월 200천원,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천원(월 2회)
❷ 고등학생자녀 장학금 : 공납금전액(단,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있음)

4. 자격요건(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2항)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통 관할구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평상시 거주하는 30세
이상인 자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5. 제출서류
❶ 지원신청서 1부
❷ 자기소개서 1부
❸ 주민추천자 서명부 1부(해당 통 전체 가구수의 1/10이상의 연서, 만 19세 이상 세대당 1명)
❹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❺ 봉사활동 확인서(해당자, 최근 5년 이내,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인증센터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❻ 수상내역서(해당자,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❼ 학력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 재직중인 통장이 공개모집에 참여할 경우 주민추천자 서명부 생략 가능
* 지원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http://dongsan.jeonju.go.kr) “우리동소식”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공고 및 접수 기간 : 2018. 10. 30(화) ~ 2018. 11. 09(금)
7. 접수장소 : 동산동 주민센터(전주시 덕진구 여암2길 9)
8.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근무시간 내 : 평일 09:00～18:00]
9. 위촉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후 선발 위촉(면접심사 일정 별도 통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산동 홈페이지(http://dongsan.jeonju.go.kr) 및 ☎279-7384로 문의 바랍니다.

2018. 10. 30.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