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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남길현사무국장발표자료.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남길현사무국장발표자료.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남길현사무국장발표자료.

1. 관광자원+가치(생태관광,공정여행,지속가능발전)  
- 지자체최초공정여행컨셉도입

2. 힘없는관광자원간의네트워크로관광자원역량강화
3. 참가비 1% 기부 (여행이곧지역에기여함)
4. 화성시의긍정적이미지홍보,기후변화대응교육효과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남길현사무국장발표자료.

지속가능관광

여행경비가현지주민에게

환원되는여행

지역문화를존중하고
사람과관계를맺는여행

일회용품사용자제와

자연생태에피해를

주지않는여행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사무국)

참가자모집

안내자역량관리

코스개발

방문지간담회

(주민)

환경과 지역문화

보존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행정)

예산수립

홍보

지역자원관리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남길현사무국장발표자료.



지자체최초생태관광, 공정여행컨셉도입
사람,환경,문화보존 ,지역의지속가능발전실천전략

-화성시
생태관광자원홍보효과

-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
한교육효과

지역의다양한
관광자원발굴과
네트워킹으로
지역역랑강화

화성시의긍정적
이미지전환에기여

생태관광

자원

홍보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지속가능발전

목표이행

이미지

전환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남길현사무국장발표자료.







성북구. (2014). <성북구마을만들기공모사업활동보고서>, p. 8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59787



자료: 후지요시마사하루. (2016). <이토록멋진마을>. 황소자리. p.16



http://m.blog.daum.net/oneshot1022/1082, 후지요시마사하루. (2016). <이토록멋진마을>. 황소자리. P.15, 19

“일본에서가장빨리중국에당한곳입니다.”

‘이미끝났다.’가아니라 ‘먼저시작했다.’

http://m.blog.daum.net/oneshot1022/1082


풍요지표(신국민생활지표)에서의성과

거주한다.
일한다.
치유한다.
논다.
소비한다.
기른다.
공부한다.
교류한다.
8개분야 159개항목



출처: 이코노미 조선, 장우정 기자,  발굴하고 키우고 가르친사람들이 모두한가족 “10년간 같은포지션으로 호흡하며 팀워크 극대화”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0&t_num=13091



출처: 이코노미 조선, 장우정 기자,  발굴하고 키우고 가르친사람들이 모두한가족 “10년간 같은포지션으로 호흡하며 팀워크 극대화”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0&t_num=13091



출처: 이코노미 조선, 장우정 기자,  발굴하고 키우고 가르친사람들이 모두한가족 “10년간 같은포지션으로 호흡하며 팀워크 극대화”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0&t_num=13091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265116



에코뮤지엄이란무엇인가?

게시일: 2015. 10. 23. (https://www.youtube.com/watch?v=7s_b65S-
f8E)
이비디오에서우리의에코뮤지엄에대한정의를보이고자한다. 보편적인것을
추구하려는것이아니라우리자신의경험과관점에바탕을두고있다. 
http://www.laponte.org 에서도볼수있다. 오수길번역

https://www.youtube.com/watch?v=7s_b65S-f8E
http://www.laponte.org/


유럽에코뮤지엄네트워크에따르면, 
공동체가지속가능발전을위해

자신들의유산을
보존하고해석하며관리하는

역동적인방법입니다.



사람들….
선조들이발전시켜온
땅에서살고있죠.

그곳에는역사적으로만들어진풍경과는별개로
풍부한문화유산도있습니다.



전문가든비전문가든이웃이든이곳주민일부가 이유산을
사회적으로활용하자고주장합니다.

참여

공동체



사람들이모여공동의작업공간을정하고,
행정, 교회, 이웃 등 서로 다른 소유주들과
합의하여 이 유산을 스스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세웁니다.



일단합의가이뤄지면,이유산을결합시키는
다양한요소들이대중에게공개되고
경로와주제가있는여정으로고려됩니다.

초가집

고인돌, 교회…

풍차



여기에서얻은자원으로고용이창출
되고, 서비스가개선되고,
연구와교육이장려되며,
이렇게 하여 이 유산의 보전과 유지
에기여한다.

에코뮤지엄은
생각하고행동하고
사회화하고연구하며
참여할수있는실험실이다.

이렇게하여활기없는자원이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활동을창출하는요소가된다.

요약하자면,
어떤지역의
어떤공동체에서
어떤유산을
발전시키는
어떤프로젝트



https://tour.jeonju.go.kr/index.9is?contentUid=9be517a76714cdd001689d5857ae17f3



https://sonhosdeumaandorinha.blogspot.com/2018/01/london-landmarks-map.html



https://www.thinglink.com/scene/805352559081422850



https://www.doylecollection.com/blog/a-guide-map-for-london-boutique-shopping



https://www.activitysuperstore.com/food-and-drink/london-craft-beer-map



http://www.christiantate.co.uk/?p=317



https://secretldn.com/adorable-illustrated-map-london/



https://www.mirror.co.uk/news/uk-news/new-healthy-london-tube-map-22437764





포괄성

연계성

형평성

안전성

신중성

시간적으로미래를포함, 
공간적으로지구생태계를고려

모든정책에서경제, 사회, 환경을동시고려

세대간, 세대내, 생물종간의
정의, 형평성, 기회의균등

재해및생태계한계로인한물리적안전, 
인권민주적참여권한의유지

정치, 사회, 기술적의사결정에서
시민참여를통한신중한결정

오수길. (2020). 환경행정으로서의지속가능발전거버넌스. 환경행정연구회저. <환경행정학>, 개정판. 고양: 대영문화사. p.24



https://www.washingtonpost.com/blogs/capital-weather-gang/post/the-killer-london-smog-event-of-december-1952-a-reminder-of-deadly-smog-events-in-us/2012/12/19/452c66bc-498e-11e2-b6f0-e851e741d196_blog.html

https://www.britannica.com/event/Great-Smog-of-London, https://www.theverge.com/2017/12/16/16778604/london-great-smog-1952-death-in-the-air-pollution-book-review-john-reginald-christie

https://www.washingtonpost.com/blogs/capital-weather-gang/post/the-killer-london-smog-event-of-december-1952-a-reminder-of-deadly-smog-events-in-us/2012/12/19/452c66bc-498e-11e2-b6f0-e851e741d196_blog.html
https://www.britannica.com/event/Great-Smog-of-London
https://www.theverge.com/2017/12/16/16778604/london-great-smog-1952-death-in-the-air-pollution-book-review-john-reginald-christie


https://www.washingtonpost.com/blogs/capital-weather-gang/post/the-killer-london-smog-event-of-december-1952-a-reminder-of-deadly-smog-events-in-us/2012/12/19/452c66bc-498e-11e2-b6f0-e851e741d196_blog.html

https://www.britannica.com/event/Great-Smog-of-London, https://www.theverge.com/2017/12/16/16778604/london-great-smog-1952-death-in-the-air-pollution-book-review-john-reginald-christie

https://www.washingtonpost.com/blogs/capital-weather-gang/post/the-killer-london-smog-event-of-december-1952-a-reminder-of-deadly-smog-events-in-us/2012/12/19/452c66bc-498e-11e2-b6f0-e851e741d196_blog.html
https://www.britannica.com/event/Great-Smog-of-London
https://www.theverge.com/2017/12/16/16778604/london-great-smog-1952-death-in-the-air-pollution-book-review-john-reginald-christie


https://www.washingtonpost.com/blogs/capital-weather-gang/post/the-killer-london-smog-event-of-december-1952-a-reminder-of-deadly-smog-events-in-us/2012/12/19/452c66bc-498e-11e2-b6f0-e851e741d196_blog.html

https://www.britannica.com/event/Great-Smog-of-London, https://www.theverge.com/2017/12/16/16778604/london-great-smog-1952-death-in-the-air-pollution-book-review-john-reginald-christie

https://www.washingtonpost.com/blogs/capital-weather-gang/post/the-killer-london-smog-event-of-december-1952-a-reminder-of-deadly-smog-events-in-us/2012/12/19/452c66bc-498e-11e2-b6f0-e851e741d196_blog.html
https://www.britannica.com/event/Great-Smog-of-London
https://www.theverge.com/2017/12/16/16778604/london-great-smog-1952-death-in-the-air-pollution-book-review-john-reginald-christie


http://video.pbs.org/video/2365077442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etlife55&logNo=220929085337&proxyReferer=http%3A%2F%2Fwww.google.co.kr%2Furl%3Fsa%3Di%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images%26cd%3D%26ved%3D2ahUKEwiP_6T
XkbTmAhWYxYsBHZJJCuoQjRx6BAgBEAQ%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getlife55%252F220929085337%26psig%3DAOvVaw29h0iTNJQRJ8Eo0NfwDmMF%26ust%3D1576378493097344

http://video.pbs.org/video/2365077442


http://video.pbs.org/video/2365077442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etlife55&logNo=220929085337&proxyReferer=http%3A%2F%2Fwww.google.co.kr%2Furl%3Fsa%3Di%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images%26cd%3D%26ved%3D2ahUKEwiP_6T
XkbTmAhWYxYsBHZJJCuoQjRx6BAgBEAQ%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getlife55%252F220929085337%26psig%3DAOvVaw29h0iTNJQRJ8Eo0NfwDmMF%26ust%3D1576378493097344

http://video.pbs.org/video/2365077442


자연에서는그어느것도혼자존재하지않는다.
–레이첼카슨

https://fourminutebooks.com/silent-spring-summary/



http://brachysclereid.rssing.com/chan-1610545/all_p1.html
https://ko.wikipedia.org/wiki/%EC%9D%B8%EB%94%94%EB%9D%BC_%EA%B0%84%EB%94%94

가난이최악의오염이다.

만약여러분이해결책의일부가아
니라면, 문제의일부입니다.

http://brachysclereid.rssing.com/chan-1610545/all_p1.html
https://ko.wikipedia.org/wiki/%EC%9D%B8%EB%94%94%EB%9D%BC_%EA%B0%84%EB%94%94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
607



http://www.ohmynews.com/NWS_Web/Tenman/report_last.aspx?CNTN_CD=A0002049320



https://news.joins.com/article/23909788,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80422/89742893/1

https://news.joins.com/article/23909788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80422/89742893/1


https://news.joins.com/article/23909788,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80422/89742893/1

https://news.joins.com/article/23909788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80422/89742893/1


https://www.downtoearth.org.in/cartoon/simply-put-climate-change-shrinks-india-s-economy-66273,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903

https://www.downtoearth.org.in/cartoon/simply-put-climate-change-shrinks-india-s-economy-66273


https://www.downtoearth.org.in/cartoon/simply-put-climate-change-shrinks-india-s-economy-66273,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903

https://www.downtoearth.org.in/cartoon/simply-put-climate-change-shrinks-india-s-economy-66273


https://slideplayer.com/slide/2476658/, http://www.thegreenmarketoracle.com/2016/02/dr-brundtland-mother-of-sustainable.html
http://www.yes24.com/Product/goods/1522920

미래세대의필요를충족시키기위한잠재력을훼손하지않으면서현세대
의필요를충족시키는발전

https://slideplayer.com/slide/2476658/
http://www.thegreenmarketoracle.com/2016/02/dr-brundtland-mother-of-sustainable.html
http://www.yes24.com/Product/goods/1522920


https://www.bbc.com/korean/news-46395491



미래세대의필요를충족시키기위한잠재력을훼손하지않으면서
현세대의필요를충족시키는발전

오수길. (2020). 환경행정으로서의지속가능발전거버넌스. 환경행정연구회저. <환경행정학>, 개정판. 고양: 대영문화사. p.32



우리부서의임무는
차량이빠르게다닐수있도록
도로를넓히는것입니다.

(교통과)

우리부서의임무는
노인과장애인이안전하게다니도록

인도를넓히는것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
서비스의
총합은?



전통적정책추진방식으로는문제해결에한계

정책분야의연계부재와부서간칸막이속개별정책

담당부서, 분야별연계성없는제로섬정책을양산

효과

정책
사회(1) 문화(2) 경제(3) 환경(4)

사회(A) A1

문화(B) B2

경제(C) C3

환경(D) D4

zero-sum

정책
non zero-sum

정책

낭비요인

&

가치충돌

사일로이펙트(Silo Effect):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6). <지속가능한지역발전을위한지방의제21의새로운전략과재작성지침개발>.



OO동에주민센터를새
로지어야하는데….

(총무과장)
그동네엔노인인구가많으니 1층
엔보건지소를만드는게어때요? 

(보건소장)

청소년들도꽤있어요.
강당은음악실겸용으로
만드는게어때요? 

(청소년과장)

직전
주민센터는

3층에
회의실 2개
강당 1개로
지었지…



위기진단, 정책전환인식, 법제도장치구축

각분야의유기적인연계

칸막이행정의극복과협력적지속가능발전정책의산출

효과

정책
사회(1) 문화(2) 경제(3) 환경(4)

사회(A) A1 A2 A3 A4

문화(B) B1 B2 B3 B4

경제(C) C1 C2 C3 C4

환경(D) D1 D2 D3 D4

zero-sum

정책

non zero-sum
정책

정책갈등에서

정책통합으로

총체적인접근방법(Holistic Approach):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6). <지속가능한지역발전을위한지방의제21의새로운전략과재작성지침개발>.



전주비빔밥판매그릇수
60만그릇 70만그릇

전주경제가좋아지려나...
(시민)

식품위생단속을좀더
강화해야겠다.

(보건소장)

한옥마을방문외국인수
3500명 7000명

이참에영어를좀더
배워볼까?

(시민)

평생교육센터장과
통역교육확대를
논의해봐야겠다.

(관광과장)



https://if-blog.tistory.com/5540
https://www.youtube.com/watch?v=xnzzn8V4u7Y

https://if-blog.tistory.com/5540
https://www.youtube.com/watch?v=xnzzn8V4u7Y


https://www.youtube.com/watch?v=Esz8wj2xe7c





세계차원의지구환경보전에대한관심

1992년리우회의(UNCED), 지구정상회담

의제21(Agenda 21)

환경보전과지속가능발전을위한행동계획을담은정책지침서

전문을포함한 40개의장

- 사회경제부문

- 자원의보존및관리부문

- 주요그룹의역할강화부문

- 이행수단부문

NGO들의지구환경회의(Global Forum 92)

UNCSD(1992. 12), 의제21 국가실천계획(1996. 8), PCSD(2000.9)

국가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2006. 8)



지방의제21(1992)

지구차원으로생각하고지방차원에서행동하라

지방의제21의 9개주요그룹

지속가능하고평등한발전을위한전세계여성활동

지속가능발전에서아동과청년활동

의제21 제28장지방정부의역할: 파트너십, 지역실정에맞는의제

기업체및산업체의역할강화

과학기술분야

원주민및그공동체에대한인식및역할강화

지속가능발전의동반협력자로서 NGO의역할강화

의제21 실천을위한지방정부의주도적역할

노동자및노동조합의역할강화

농민역할강화



지속가능발전의단계

단순모형

약한
지속가능성

강한
지속가능성

이상적인
모형

경제의역할과
성장의성격

지리적초점

자연

기술정책과부문의
통합

제도

정책수단과
도구

재분배
시민사회

철학



https://www.amazon.com/Agenda-21-Summit-Nations-Programme-ebook/dp/B00BOEX1GQ
https://news.un.org/en/story/2012/06/414502

https://www.amazon.com/Agenda-21-Summit-Nations-Programme-ebook/dp/B00BOEX1GQ


Rio + 20회의 (2012)

노인

지역공동체

이주민

유엔총회 (2013)

민간자선단체

교육및학술단체

장애인

재단



http://unsdn.org/2016/01/06/be-part-of-reviewing-new-sustainable-development-agenda/

http://unsdn.org/2016/01/06/be-part-of-reviewing-new-sustainable-development-agenda/


http://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







http://sdgtoolkit.org/tool/sdg-birthday-cartoon/



https://www.stockholmresilience.org/research/research-news/2017-02-28-contributions-to-agenda-20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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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nitationandwaterforall.org/news/new-infographic-how-wash-influences-other-sdgs/



https://uwaterloo.ca/canadian-index-wellbeing/community-users/manulife



현안 1

………

현안 2

현안 N



지속가능발전대학

………

사회복지협의체 SDGs

주민자치회마을계획

청년 SDGs



https://www.vectorstock.com/royalty-free-vector/person-do-exercise-to-healthy-lifestyle-vector-15408347

목표:
9988234

성과관리:
1일 30분운동
음식조절

건강지표:
근육량



https://www.vectorstock.com/royalty-free-vector/person-do-exercise-to-healthy-lifestyle-vector-15408347
http://www.roadpress.net/%EC%A2%85%EB%A1%9C%EA%B5%AC-%EC%9D%BC%EC%83%81-%EC%86%8D-%EA%B1%B7%EA%B8%B0-%EC%8B%A4%EC%B2%9C-41%EA%B0%9C-%EA%B1%B4%EA%B0%95%EC%82%B0%EC%B1%85%EB%A1%9C-
%EC%84%A0%EC%A0%95/

목표:
건강하고행복한웰

빙도시

성과관리:
운동하는도시실현

(걷기좋은길발굴건수)

지속가능발전지표:
생활습관병유병률

https://www.vectorstock.com/royalty-free-vector/person-do-exercise-to-healthy-lifestyle-vector-15408347


https://pixabay.com/ko/images/search/%EB%93%B1%EB%8C%80/

지속가능발전지표
(예시: 실업률)

내년에는중소기업
인턴십협약사업을

해볼까?
(경제부서)

(예시: 경제부서)
단위과제: 재취업희망자

교육
성과지표: 교육생수

우리도환경일자리를만들만한
일을찾아보자.

(환경부서)

















이유진, 지역사회기반그린뉴딜, p.25.



https://blog.naver.com/twn1224/22146268823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47&aid=0001963071

https://blog.naver.com/twn1224/22146268823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47&aid=0001963071


https://blog.naver.com/twn1224/22146268823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47&aid=0001963071

https://blog.naver.com/twn1224/22146268823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47&aid=0001963071


https://blog.naver.com/twn1224/22146268823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47&aid=0001963071

https://blog.naver.com/twn1224/22146268823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47&aid=0001963071


❖자전거를위한실시간교통상황판을자전거도로에설치(2017)

❖ 390km: 막히지않는길, 목적지까지의남은거리, 공사상황

❖ 2016년자전거 26만5,700대 > 자동차 25만2,600대

❖ 41%의시민, 국회의원 63% 출퇴근, 통학수단으로이용

❖ 1970년자전거 10만대 < 자동차 34만대

❖ 2005년이후자전거인프라구축에 1,694억원을투자

❖ 17개의자전거전용다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1&aid=000930935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1&aid=0009309356


https://annehidalgo2020.com



https://plan.lamayor.org



이유진, 지역사회기반그린뉴딜, p.52.



❖반딧불이서식처복원활동(2000,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자연친화적인생태연못조성사업(2000, 삼성전자신우회)

❖길동자연생태공원모니터링(2000, 생태보전시민모임)

❖용암동담장허물기생울타리조성(2001, 푸른청주)

❖승기천살리기운동(2001, 인천의제)

❖해안사구및사구생태계보전(2001, 푸른신안)

❖온천천살리기운동(2001, 녹색도시부산)

❖철도폐선부지푸른길조성(2002, 광주광역시)

❖담장허물기(2002, 대구사랑시민회의)



❖지역통화, 한밭레츠(2002, 한밭레츠)

❖도심한평(일평)공원만들기(2002, 서울의제)

❖계양산관찰일수모니터링(2002, 인천의제)

❖자전거이용활성화(2003, 푸른희망군포)

❖불투수층걷어내기통한생태연못조성(2005, 성남의제)

❖도심습지살리기(2006, 전주의제)

❖자연친화형생활하수처리시설(2006, 푸른충남)

❖솔방죽습지생태공원(2006, 청정제천)

❖보행환경모니터링(2008, 푸른광명)



❖우리동네그린맵(2012, 푸른경기)

❖도시숲미래, 앞산뒤산네트워크(2012, 푸른광주)

❖지구를위한차없는거리(2014, 맑고푸른대구)

❖폐소각장에서문화플랫폼으로(2015, 부천지속협)

❖베리어프리를통한무장애도시만들기(2015, 푸른천안)

❖지역이학교다지속가능발전청소년포럼(2016, 원주지속협)

❖기업과함께하는푸르미시민실천단(2016, 시흥지속협)

❖대전차방호시설공간재생(2017, 서울도봉구)

❖SDGs를위한사람책도서관(2018, 경남도, 경남지속협)



❖지구온난화방지를위한서울온도1도낮추기(2005, 녹색서울시

민위원회, 서울의제)

❖자전거마일리지(2007, 맑고푸른대구)

❖에코아일랜드연대도(2009, 푸른통영)

❖탄소포인트제참여확대와소등실천(2009, 창원)

❖주택에너지효율개선사업(2012, 원주지속협)

❖대학생햇빛발전소(2012, 맑고푸른대구)

❖바이오디젤시범마을운영(2012, 푸른아산)

❖시흥시민햇빛발전소(2012, 맑고푸른시흥)



❖영유아유기농급식모델발굴을통한친환경농산물소비촉진

운동(2004, 전주의제)

❖도시농업활동활성화(2012, 대전환경연합, 대전의제)

❖저탄소식생활교육및식생활강사양성(2014, 김포)

❖농민과소비자가행복한로컬푸드(2017, 화성지속협)

❖착한여행-하루화성시티투어(2011, 화성의제)

❖시민공동체활성화를통한사회적경제의선순환가능성확대(울산

시, 울산마을기업지원단)



❖용암동녹색마을만들기(2002, 푸른청주)

❖주민과함께가는마을의제21(2003, 푸른광주)

❖오봉제고니마을만들기(2004, 맑고푸른당진)

❖통학로개선및생울타리조성(2004, 청주지속협)

❖전주동문거리공동체거리디자인(2004, 전북의제)

❖마을어린이도서관만들기(2006, 대전의제)

❖행궁동역사문화마을만들기(2009, 수원의제)

❖친환경아파트가꾸기(2010, 제주특별자치도)

❖사라지는도마다리동네(2015, 군포)



❖생활환경센터운영(2001, 푸른광주)

❖자원재활용백화점(2002, 그린순천)

❖영농폐기물수거운동(2002, 그린장성)

❖아파트폐식용유수거운동(2003, 푸른경기)

❖생활쓰레기자원화(2004, 그린순천)

❖클린2704 나눔장터(2005, 그린순천)

❖단독주택재활용활성화(2005, 전주지속협)

❖버려지는자전거새생명찾기(2015, 거제지속협)

❖빗물활용주말농장생명텃밭(2017, 제주특별자치도)



❖그린뉴딜의적소(niche)는지역이다.

❖도시인프라와생활SOC 구축을확대하자.

❖지역내로컬그린뉴딜네트워크를구축하자.

❖SDGs와그린뉴딜을연계하자.

❖도시의제에집중하자.

❖지역주민의지혜를모으자.

❖전환마을을선도하자.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제를연결하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60432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604322





https://uwaterloo.ca/canadian-index-wellbeing/community-users/manulife



분야 핵심쟁점 실천사업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자립

정책에대한

필요성과

인식부족

 공용부지내태양광패널등설치로시설확충

 업사이클등홍보시설등을견학코스로하여교육과홍보

 에너지관련교육홍보, 에너지전담부서를통한제도화와관리

 적극적대면홍보,포인트지급(이음: 지역화폐)

 통장교육을통한홍보확대전달교육실시

자원순환
 재활용쓰레기분리수거개선을위한재활용정거장사업

 자원재활용을위한벼룩시장, 자원나눔장터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골목일자리
 지역주민이일하는마을카페,마을식당운영

 골목화단및텃밭을관리하는골목정원프로젝트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

 빈집을활용한다양한주민공간조성

 주민들이참여하는마을계획수립

 도시재생사업(랜드마크)활성화로젊은세대유입증가

 주민들과의소통부재극복

 도시재생대학등다양한방식의교육홍보를통한주민의식개선



분야 핵심쟁점 실천사업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골목공간의문제

 편하고안전하며가족단위로이용하기쉬운공공녹지공간조성
 골목길주차감소를위한대중교통확대와주차공간조성
 인도의노점상금지와인도확보
 장기방치차량과대형화물차주차문제해결
 마을자원과연계한걷고싶은골목길조성
 주민스스로계획하는마을계획수립및마을활동가양성
 나눔과소통, 주민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는마을회관마련
 주거안정

분리수거문제

• 조기교육
• 찾아가는교육
• 홍보및분리수거에대한분류규정마련
• 주택빌라가많은골목에공동분리수거장설치
• 주민자치위원회와의연계참석

이웃주민과의
공동체의식제고

방안

• 커뮤니티공간활용및마을공동체기금마련을위한마을카페운영
• 골목특색을활용한소규모골목축제
• 독거어르신이나아동등안전과소통을위한골목반상회
• 다양한채널(유튜브,블로그, SNS)을통해홍보를지속적으로알림

도시공동체
홍보부족

• 흥미유도를위한아이디어개발, 홍보를위한아이디어공모전등
• 연령층에따른홍보채널의다양화(SNS, 게시판)
• 미추홀구홈페이지와동주민센터연계
• 방범용 CCTV를통한방송



분야 핵심쟁점 실천사업

빈곤퇴치

(복지)

취약계층이많고

근로가능인구가

부족하여소득이

낮음

• 기초수급자선정기준완화

•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장애인, 노인)에게 일반적인 미디

어매체(문자메시지, 통지문등)를이용하여정보를제공

깨끗한물과

위생

심각한쓰레기문제

해결로도시환경미관

개선

• 분리수거함을골목길배치

• 재활용정거장배치(주안3동시범, 노인일자리창출)

• 공공근로 활동을 동 주민 위주로 2명을 확보해 과태료 부과 요원

으로임명

교육

(평생학습)
예산부족

• 타부서또는타기관과협업하여강사풀, 프로그램을다양화

• 교육분야를컨트롤할수있는단위, 교육분야플랫폼을구축

• 유료서비스확대

• (재능기부등) 예산을효율적으로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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