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생활권(해밀리) 마을명칭 변경을 위한 설문조사
1. 설문조사 참여 방법
1) 설문기간 : ‘19년 4월 5일∼4월 19일 까지
2) 참여방법 : 인터넷 접속주소 문자 발송 예정
3) 관련문의 : 044-300-5931∼4, 양선목, 김두환, 심선혜(세종시청 주택과)

2. 설문조사 내용
본 설문조사는 6-4생활권(해밀리)의 마을이름인 ‘올목마을’의 명칭을 변경하고
자 입주예정자 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는 설문결과를 확인하
는 것 이외에 개인 신상과 관련된 어떤 자료도 수집하지 않습니다.
행복도시의 마을이름은 도시명인 ‘세종’의 의미를 부각시키면서 도시에 공동
체 문화 형성을 유도하며 동시에 아파트에 건설사 브랜드 홍보를 하지 못하도
록 제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마을 이름은 순우리말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그 지역에서 전래되
어 온 명칭을 최대한 활용하여 법정동과는 별도로 제정하였습니다.
“6-4생활권(해밀리)의 마을이름은 아래와 같이 ‘올목마을’로 정하였으나, 발음
이 좋지 않고 그 뜻도 입주예정자 사이에서 부정적이어서 법정동 명칭으로 통일
하면 부르기 쉽고 찾기 쉽다”라고 입주예정자협의회와 다수의입주예정자로부터
건의되어 세종시청 주택과에서 “마을명칭변경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입주예
정자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본 설문조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설문기간 :
‘19년 4월 5일∼4월 19일 까지)
<법정동명․마을명 명명근거>
①

이지역 고유어 전래명칭 ‘아랫갱이들, 올목고개, 텃논, 해지개’ 중에서
조음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올목고개’를 활용함
(올목고개[고개]) 갈운리에 위치한 고개이며, ‘오리목처럼 생긴 고개’로 중요
하고 좁은 곳을 의미
② (해밀리) 법정동(리)명칭, ‘비가온 뒤 맑게 갠 하늘’이 있는 주거지역
(올목마을)

▪

※ (설문조사관련 문의) 044-300-5931∼4, 양선목, 김두환, 심선혜(세종시청 주택과)

- 설 문 항 목 1. 분양받으신 동호수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대별 한번만 응답)
* (예) 101동 1004호는 “101-1004”로 기입
(응답예시) 101-1004
2. 공정성을 위해 계약자 생년월일을 8자리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1969년 7월 10일생은 19690710
(응답예시) 19690710
3. 현재 사용중인 올목마을의 이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찬성 하십니까 ?
* (사유) 발음이 좋지 않고 그 뜻도 입주예정자 사이에서 부정적이어서
법정동 명칭으로 통일(해밀리 올목마을 ⇨ 해밀리 해밀마을)하면 부르
기 쉽고 찾기 쉽다
가. 찬성( )

나. 반대( )

4. (변경에 찬성하신 분만 응답) 다음 명칭은 대안입니다. 마을 이름을 법정동
명칭인 해밀마을로 변경한다면, 찬성하십니까 ?
가. 찬성(

)

나. 반대(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