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7기 공약사업  

 시민 참여 및 소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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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주민참여학교 운영 주민자생력강화 주민자치 컨설팅(2020.8.)

□ (2-2) 성폭력 전담대응시스템 구축 및 (2-4)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성폭력대응민관협력체간담회(2020. 6.) 성인형극 예방교육

성폭력대응민관협력체간담회(2021. 8.) 성폭력대응민관협력체간담회(2021. 12.)

공약사업 시민 소통 현장(20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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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사회적경제열린대화마당(아사달인)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강화사업 설명회(2020.3.)

□ (2-12) 노인·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확대지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발대식(2019. 2.) 장애인 일자리지원업무협약(2020. 5.)

장애인 일자리지원업무협약(2021. 3.) 장애인 일자리지원업무협약(202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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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업무협의 간담회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 (1-8)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및 중앙정부 사무 지방정부 이양 노력

민간단체 자치역량강화 토론회 개최(2019) 자치분권협의회 회의 개최(상·하반기)

□ (3-1) 문예회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주민공청회 개최(201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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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1인 1악기 갖기 운동’ 지원

1인 1악기 ‘찾아가는 음악선생님’ 동아리 간담회 아산시 문화예술사업 설명회(2020.)

□ (3-5) 아산둘레길 조성 및 (3-24) 용화체육공원 조성 추진

둘레길 자문단회의(2019.11.) 용화체육공원 주민설명회

□ (4-21) 쌍죽소하천 정비추진

주민설명회(2018) 주민설명회(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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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확대를 통한 안심마을 조성

주민설명회 주민워크숍

□ (5-23) 둔포 구도심 안심마을(CPTED,범죄예방환경디자인) 조성조성

민간전문가 자문 주민워크숍

□ (5-2(1)) 도시재생 추진(장미마을 주변 온천동 일원)성

주민설명회 민간전문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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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2)) 도시재생 추진(배방 모산역 도시재생 일원)성

배방 원도심 한마음축제 주민시범사업(컵타공연)

□ (5-3) 아산탕정 해제지역 신도시 재추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 (2-23)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

건축설계용역 착수회의 및 

주민설명회 개최

설계서포터즈(1차) 회의 

민간전문가 

서포터즈 위촉 및 자문

안전기원제 개최(202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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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친환경급식 확대

설명회 및 의견수렴(2018. 11.) 관련단체 관계자 설명회(2020. 1.)

□ (4-16) 청년농 월급제 등 청년창농 지원책 실시

청년창업농 모니터링단 1차(2019. 9..) 청년창업농 모니터링단 2차(2019. 12..)

□ (2-18) 청소년문화의 집 완공 및 진로코칭센터 운영

진로코칭센터 컨설팅(2020.1) 진로진학전문가 양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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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음봉지역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주민설명회(2019. 7.) 설계서포터즈 회의(2019. 11.)

□ (5-26)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장 확대조성

설계서포터즈 회의(2021. 1.) 착공식 개최(2021. 12.)

□ (3-23) 아산문화공원 시민문화공간 조성 추진

착공식 개최(2021. 63)



- 10 -

□ (3-3) ‘1인 1생활체육’ 추진

배방스포츠센터 개관식(2021. 7.) 올바른 걷기 트레킹 행사

□ (3-4) ‘1인 1악기 갖기 운동’ 지원

동아리 운영(아코디언) 동아리운영(난타)

□ (4-13) 로컬푸드 확대, 지역 내 도농교류 촉진

기업체 간 업무협약

□ (4-3) 청년일자리 매칭기능 강화

청년기업협의회 간담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