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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여수시장, ‘여수, 새로운 100년을 열다’ 시민 소통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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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여수시장, ‘여수, 새로운 100년을 열다’ 시민 소통 행보
2021.11.23 조회수 316 담당부서 시민공감담당관 담당자 정은경 연락처 061-659-3082

오는 30일 오후 4시 현암도서관 자료실서 ‘시민공감 이야기마당’ 개최

온-오프라인 시민 패널 100여 명과 지역 현안 및 미래 과제 등 논의

권오봉 여수시장이 오는 30일 ‘여수, 새로운 100년을 열다’를 주제로 시민공감 이야기마당을 펼친다. 

현암도서관 자료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 시민 패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식전공연, 영상상영, 이

야기 한마당 등으로 꾸며진다. 

시민 패널은 노인, 여성, 청소년, 청년, 문화계를 대표하는 시민과 경제계, 산단, 농업, 수산, 축산, 소상공인 등 30명이 현

장 패널로 참석하고 27개 읍면동을 대표하는 시민 7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지역 청년예술인의 바이올린 선율로 문을 열고, 국제도시, 미래 스마트 도시, 친환경 수소산업 도시 등 지난

3년간 여수의 성장과 변화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본격적인 이야기 한마당은 ‘들어가는 말’, ‘새로운 변화’, ‘앞으로의 여수’로 진행된다. 

‘들어가는 말’에서는 ‘시민이 사랑하는 여수’와 ‘시장이 사랑하는 여수’를 통해 우리의 추억 속에 자리 잡은 여수를 생각

해 본다. 

‘새로운 변화’에서는 시민이 말하는 여수시의 새로운 변화와 시민 중심 정책, 분야별 주요 정책의 의미를 시민들과 공유

하는 시간을 갖는다.

‘앞으로의 여수’에서는 인터뷰 영상을 통해 시민이 바라는 여수를 확인하고, 새로운 여수 미래 100년의 청사진을 그려

본다. 

시 관계자는 “여수 시민이면 누구나 페이스북과 유튜브 ‘여수이야기’에서 실시간 생중계로 참여할 수 있다”면서 “여수

의 새로운 변화와 더 큰 도약을 위한 화합의 장이 될 이번 행사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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