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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투표 2. QR코드 투표

노은1동 행정복지센터 1층

(뒷면 투표지 투표 후 제출)

3. 상설투표소 방문 투표

노은1동 주민총회

여러분의 참여가 

행복한 마을을 

만듭니다. 

2021년 노은1동

주민총회

• 투표기간 2021년 8월 2일(월) ~ 8월 11일(수)
• 투표자격 만 11세 이상 노은1동 주민 또는 생활주민(직장인, 학생) 누구나
• 문      의 ☎ 042) 601-6743~4
• 투표방법 온라인 투표 또는 노은1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투표

 “유튜브에서 노은1동 주민총회를 검색하세요”노은1동 주민총회

온라인 또는

방문투표
(1인 3투표)



노은1동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후보 목록 
투표결과에 따라 2022년 실행할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이 배정됩니다.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비고

1 수먹문 열린마당
• 내용: 수먹문(수공예, 먹거리, 문화공연) 열린마당 개최 지원 
• 위치: 노은역 동광장 10

2
노은역 동광장 꽃 

보식사업
• 내용: 노은역 동광장 인도 녹지대 정비
• 위치: 노은cgv에서 노은역 동광장까지 22

3
주민공간 확보 및 
프로그램 운영

• 내용: 어르신을 위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
• 위치: 노은1동 행정복지센터 유휴공간 3

4 LED 전광판 설치
• 내용: 동 LED 전광판 교체
• 위치: 노은1동 행정복지센터 외부 8

5 무단투기 개선 캠페인 • 내용: 청소년들과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캠페인 진행 3

6 스마트 솔라트리 설치
• 내용: 솔라트리 설치로 편안한 쉼터 제공
• 위치: 노은역 동광장 일원 30

7 노은제로마켓
• 내용: 제로웨이스트 체험, 친환경 마켓, 로컬푸드 행사 지원
• 위치: 노은역 서광장 일원 6

8 클린화단 관리
• 내용: 클린화단 관리
• 위치: 죽궁이어린이공원, 창뜰어린이공원 3

9 한여름밤의 버스킹공연
• 내용: 버스킹 등 문화공연 개최
• 위치: 노은역 동광장 일원 15

10 정신건강 분석기 설치
• 내용: 뇌파, 스트레스, 두뇌건강을 측정하는 정신건강 분석기 설치
• 위치: 노은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10

11 노은 한마음 문화제
• 내용: 노은1동 대표하는 주민 대상 마을 문화제
• 위치: 은구비공원, 노은역 동광장 15

12 스마트그늘막 설치
• 내용: 자동개폐식 그늘막 설치(1개 )
• 위치: 노은cgv 맞은편 10

13 사랑의찬스(饌s)
• 내용: 지역사회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매월 밑반찬 봉사 및 
          명절맞이 떡 나눔  8

< 투   표   권 >

◎ 2022년 노은1동에서 꼭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사업 최대 3개(연번 또는 사업명)를 선택해주세요.

 선택사업

 인적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비동의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법정동까지) 대전 유성구                                    (연락처/자율기재)

※ 귀하의 개인정보는 선거인명부 작성 통계처리, 결과 안내 등 주민총회 용도로 사용되며 개인정보의 비밀은 절대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선택1 선택2 선택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