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05월 26일 23시 59분



2
3
3
3
4
4
4
4
4
5

목차목차

목차
소개

주민자치센터 YEOSU
주민자치센터란?
여천동 지역센터현황
여천동 자치센터현황

시설현황
주민자치위원
운영요원
개방시설 및 시간



주민자치센터 YEOSU

여수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여러분께 유익하고 다양한 문화, 교육 등의 자치의식 함양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복지 및 편익시설 등을 선정 운영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앞서가는 정
보화 기능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한 21세기형 문화복지 공간입니다.

주민자치센터란?

현대의 사회가 정보화, 도시화, 산업화 등의 사회로 변화되어 감에 따라 시대의 조류와 효율성에 입각하여, 단순 행정 중계 기
관화된 읍 ·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의 기능을 탈피, 커뮤니티의 성이라는 차원에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새
로운 개념의 읍 ·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게 됨에 따라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민원발급, 사회복지,
민방위재난관리 등의 민원업무는 현재와 같이 읍 ·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계속 수행토록 하되, 시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도로, 교통, 건설, 환경 등 광역성이 있는 일반행정사무는 시청으로 이관하여 수행토록 하는 등 읍 · 면 사무소, 동 주
민센터의 업무를 축소 조정하여 21세기 사회환경 변화에 맞추어 읍 ·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주민위주의 민
원복지 기능으로 재편하고 사무소와 주민센터의 여유시설과 공간을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복지,편익시설로 꾸며 다양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의 주민들이 서로 만나 공동의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공
동체 의식을 향상시켜 나가는 자치활동의 구심체입니다.

 >  > 주민자치센터 여천동 소개소개

(http://www.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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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쁜 일상생활 속에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들과 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
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이에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어우러져 마을의 공동문제를 함께 도와서 해결하는 주민을 위한 주
민들의 광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유익하고 다양한 문화, 교육 등의 자치의식 함양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복지 및 편익시설 등을 선정 운영함으
로써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앞서가는 정보화 기능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한 21세기형 문화복지 공간입니다.

여천동 지역센터현황

본청사 : 전남 여수시 무선로 190(선원동) / 가곡청사 : 전남 여수시 가곡길 70 (선원동)
전화번호 : 061)659-1645
일반현황 : 인구 20,694 / 38통 285반 / 공무원(정21 / 현21)
본청사 : 4층/ 연면적 1,256.13㎡ / 건축년도 2013.10.15
가곡청사 : 2층/ 다목적실(2층 활용) / 연면적 193.54㎡ / 건축년도 1986년도

여천동 자치센터현황

시설현황

구분 층별 시설명 시설내역

본청사

3층 소회의실 각동회의, 취미프로그램

3층 다목적실 노래교실, 라인댄스, 발마사지

3층 체력단련실 헬스 및 건강관리

3층 샤워실, 화장실 등 샤워, 탈의실, 화장실

4층 대회의실 각종회의, 요가, 라인댄스교실

가곡청사

2층 다목적실 탁구교실

2층 물리치료실 체력강화, 건강관리

2층 탈의실겸 화장실 샤워, 탈의실, 화장실

비고 총면적 본청사 210.33㎡ / 가곡청사(별관) 182.6㎡ / 자치센터 개소일 2004. 12. 17

주민자치위원

구성일 : 2004. 1. 1.(최초)
위원수 : 24명 (남 12 / 여 12)

운영요원

상근자원봉사자 : 1명
자원봉사자 : 2명

(http://www.yeosu.go.kr)



개방시설 및 시간

시설명 :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운영시간 : 평일 09:00~20:00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http://www.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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