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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지방자치의 구현

1. 자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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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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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생활

1)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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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불명등록제 시행

1) 인감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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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감증명 제도개편



제5절∙지방자치의 구현 

                                                         제2편∙분야별 주요 성과와 계획│139│

1) 피해신고 접수 및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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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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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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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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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결과

□ 개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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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별 후보자별 득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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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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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봉사 기반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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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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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원봉사자 인정․보상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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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1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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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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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운동 단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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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 발전 및 자원봉사 유공자 포상

4)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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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민여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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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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