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농동 제2022 - 10호

통장 모집 공고
「용인시 통장･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기흥구 서농동 농서2통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7일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장

6. 선발방법
○ 주민추천을 받은 후보자

1. 모집대상 : 농서2통
v 관할 구역 (농서2통)
- 농서동 344~347, 352~354, 391~394, 396~423
- 농서동 425~427, 436~437, 438

※ 복수추천(후보자)발생의 경우 통장 임명
심사기준표에 따라 선정

○ 선발 결과 개별통지

- 농서동 433, 439~441

7. 제출서류
- 농서동 443, 449~459
가. 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나. 주민 추천자 서명부
2. 접수・공고기간 : 4. 7.(목) ~ 4. 20.(수) [14일간] 다. 자기소개서
※ 접수시간은 동 근무시간 내 (평일 09:00～18:00) 라. 그 밖에 사회봉사활동 실적서, 상훈 등 증명서류
- 농서동 428~431, 444~447

※ 신청서 또는 추천서는 동 민원실 비치 및 홈페이지

3. 접수장소 : 서농동행정복지센터(☎324-6681)
4. 지원자격
가. 공고일 현재 해당 통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주민(재외국민 제외)
나.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공지사항 붙임 파일 다운로드

8. 통장의 임무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제2조
가. 동장의 업무 지원
나.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
다.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라.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5. 신청 및 추천방법

바. 주민에 대한 행정시책의 홍보
사. 주민등록 거주 사실 등 해당 주민에 대한 각종

가. 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사실의 확인

나. 주민추천방법
○ 해당 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세대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추천
구 분

총 세대수
(4.4.기준)

추천자수

653세대

131세대 이상

아. 전시홍보 및 주민지도(전시에 한함)
자. 전시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차.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와 동 행정
지원 및 수행에 필요한 사항

9. 그 밖의 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반드시 본인 도장으로 날인하거나 자필 서명하고 나. 기 제출서류의 경력 및 자격 등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명 후라도 해임함.
동일후보에 대한 추천은 세대별 1명에 한정하며,
다. 그 밖에 문의는 서농동행정복지센터
연서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함.
(☎324-6681)로 하시기 바랍니다.
농서2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