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1동 주민자치위원회
(광주광역시 서구)
Ⅰ. 일반현황
1. 주민자치사업 현황
사업명
두 런두런 밥 상나눔 두 번째이 야기
벚꽃마을의 정원이야기 세번째이야기
농 성 마 을
배 움 터
자 원 순 환 구 축 마 을 만 들 기
벚꽃마을 지역 협치 성장학교
벚꽃마을 거버넌스학교 두번째이야기
농성골 고샅에 녹색 냉을 피우다 두번째이야기
손 잡 고 G O
마 을
路
지 속 가 능
마 을 학 교
운 영
도시재생벚꽃마을학교 운영
배
워
락
(
樂
)
벚꽃마을의 정원이야기 네번째이야기
농성골 고샅에 녹색 냉갈을 피우다 세번째이야기
벚꽃마을 e - 멤버 r e - 멤버

사업내용
텃밭활용, 친환경 생활과제 실천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미니정원 조성
교육공동체와 학생, 주민이 마을 만들기
환경단체와 협업 업사이클링 주민리더교육
마을공동체네트워크구축마을문제해결및공동체발굴·육성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
골 목 내
환 경 개 선
마을자원과 역사를 파악 생활속의 실천활동
지속가능한 공동체 복원 생활 실천 방안 교육
도시재생 뉴딜사업 확보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
공동체, 주민, 학생이 연합으로 힐링캠프 운영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미니정원 조성
골목내 환경개선(시화 그리기 추가)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조화로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특이사항

도시재생사업 확정

5년 지속사업 선정

2.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 월례회의 : 매월 둘째주 화요일 개최, 서기가 회의록 기재, 임시회 의안 발생시 수시 개최
¦ 분과운영 : 기획조정, 화합문화, 사회복지, 생활환경 분과 운영
¦ 자치활동 : 벚꽃마을 바자회, 마을만들기, 벚꽃마을 소식지발행, 주민총회, 마을워크샵 등
사업의 방향 설정, 사업 추진 계획 등 사전에 주민 욕구를 반영하고 논의한 결과를 사업 추진함
¦ 프로그램 및 동아리 : 3개(요가, 한춤, 노래교실), 3개(교육, 마을역사, 친목)
¦ 자치활동 공간 : 주민자치센터 내 대회의실,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북카페 등 공간 공유
¦ 자생단체 회장이 당연직으로 가입되어 있어 마을 현안 공유 및 사업 추진 용이

Ⅱ. 대표사례
1. 《사 례 1》
2. 추진기간 : 2017.7.1.∼2018.6.30
3. 추진주체 : 농성1동주민자치위원회, 주민협의체, 자생단체 공동추진
4. 추진배경 및 목적
¦ 마을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마을문제에 대하여 주민이 참여하여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고,
지속가능 발전 마을의 목표를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자 마을발전 계획 수립
¦ 마을공동체 거버넌스 구축을 통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주거환경이 취약한 마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사업과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 방안 마련 필요
5. 추진과정 및 내용

【 추진과정 】
마을문제 인식
▸마을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공공체
활동의 필요성 제기

마을교육기획단 구성
▸마을비전아카데미
커리큐럼 구성
및 강사진 섭외

마을공동체 업무 협약체결

지속가능 마을 학교 운영

▸내·외부기관 마을사업
공동 추진 및 지원

▸학습을 통한 중·장기
마을 발전계획 수립

주민총회 및 워크숍 개최
▸‘18사업 설명
및 의견수렴

마을네트워크 회의 개최
▸분기별, 수시 간담회
▸내‧외부 26개 단체

마을사업 우수사례견학
▸마을공동체 협업으로
우수사례 벤치마킹

도시재생활성화 마을학교 운영
▸주민역량강화교육
▸주민협의체 발족

【 추진내용 】
¦ 마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마을조사, 과제 발굴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실천계획 수립
⇀ 도시재생, 주거, 문화,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마을계획 수립
¦ 마을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학습활동을 통하여 공동체정신 함양 및 주민 자치역량 강화
⇀ 주민 주도의 마을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 배려와 나눔문화 확산
Story1 지속가능 마을만들기 “마을학교” 운영 (2017.∼현재)
¦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활동을 통하여 중‧장기 마을 발전계획 수립
¦ 총 16강 운영으로 연인원 455명(평균 매회 29명) 참여 및 수료
※ 지속가능발전 마을만들기 5개년 사업 공모 선정(2017.9월)
Story2 도시재생활성화 “벚꽃마을 학교” 운영 (2017.~현재)
¦ 마을문제를 일부의 공동체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거버넌스 구축으로 해결하고 마을의
도시재생(뉴딜)추진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벚꽃마을 학교” 운영(교육, 워크숍, 체험 등)
¦ 총 12회 운영으로 연인원 386명(평균 매회 33명) 참여, 수료 / 주민협의체 구성
※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선정(2017.12.31.), 소규모도시재생 공모 사업 선정(2018.7.4.), 도
시재생 뉴딜사업(주거지지원형)선정(2018.8.31.)
Story3 주민총회 개최(2016.~현재)
¦

도시재생(뉴딜)

및 지속가능발전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방향

제시

등 주민들의

희망사항을 반영 공공성과 효과성에 중점을 둔 사업을 우선순위 선정하여 사업 발굴 추진
〈사업사진〉

지속가능 마을만들기 ’마을학교’ 운영

도시재생활성화 ’벚꽃마을학교’ 운영

주민총회

6. 성과 및 지역사회 기여
m 마을 공동체학교 운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방안 마련 및 비전 실현

m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으로 새로운 공동체 활동모델 발굴
⇀ 주민 소모임 성격의 동아리 ‘좋은생각’ 과 ‘광합성’ 등 마을에서 교육기회 제공, 마을사업 참여
m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미래지향적 지속가능한 마을정책 마련
※ 5개년 지속가능 마을만들기 사업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1. 《사 례 2》
2. 추진기간 : 2017.7.1.~2018.6.30.
3. 추진주체 : 농성1동주민자치위원회, 주민협의체, 자생단체 공동추진
4. 추진배경 및 목적
¦ 구도심 주택의 노후화로 급격한 인구 감소, 공·폐가 발생 등 불법 쓰레기 투기 문제 대두.
¦ 쾌적한 환경을 위해 마을 특성을 살려 골목별 테마가 있는 걷고싶은 마을 조성
5. 추진과정 및 내용
【 추진과정 】
실

실행준비

행

사업성과

• 주민총회 및 워크숍

• 시화가 있는 꽃담길 조성

• 서구으뜸마을자랑대회 우수상

• 마을 문제점 공유

• 벚꽃마을의 정원 조성

• 공동체 협업 모범사례 발표

• 네트워크 회의(분기)

• 계단벽화 협업 조성 (민·관·학)

•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 추진내용
【 추진내용
】 】• 셔ᅭ
¦ 마을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마을문제에 대하여 주민이 참여하고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아
골목 환경을 개선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마을, 서로 배려하는 마을문화 확산
¦ 쾌적하고 밝은 환경속에서 희망을 품고 변화된 마을의 미래에 대하여 꿈꾸는 계기 마련
Story1 시화가 있는 꽃담길(2016∼2018)
¦ 낡은 콘크리트 담장에 산뜻한 색을 입히고 화초와 볼거리가 있는 골목길을 조성 방부목 화분으
로 직접 제작, 설치하고 낡은 담장에 시화를 그려 환경개선(’16년부터 연차별 구간 확장 추진)
Story2 벚꽃마을의 정원이야기(2016∼2018)
¦ 골목을 따라 대문앞에 또는 담장 밑에 초화박스를 비치 미니정원으로 조성 꽃과 나무가 있는 생태문
화마을 조성(’16년부터 연차별 구간 확장 추진)
Story3 계단벽화 그리기(2018)
¦ kt&g, 호남대학교, 지역공동체, 주민이 함께 낡고 불편한 계단 환경을 정비하고, 벽화와
LED 조명으로 마을을 브랜드화 하기 위한 벚꽃을 주제로 자연친화적인 골목 환경 개선

〈사업사진〉

시화가 있는 꽃담길

벚꽃마을의 정원이야기

계단벽화 그리기

6. 성과 및 지역사회 기여
m 4개 구간 640미터, 꽃담장 및 골목길 생활정원, 쌈지텃밭 조성에 참여를 유도 관심도 증가
⇀ 마을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여 마을 커뮤니티공간 활용 방안, 마을기업 유치를
위한 아카데미 수료 등 마을에 대한 애착 강해 짐
1. 《사 례 3》
2. 추진기간 : 2017.7.1.~2018.6.30.
3. 추진주체 : 농성1동주민자치위원회, 주민협의체, 자생단체 공동추진
4. 추진배경 및 목적
¦ 지역 특성상 노령층과 영세서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복지정책 및 제도권 내에서 보호할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 및 서비스 누수 요인이 많은 지역임.
¦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하여 이웃을 돌봄으로써 관계망을 형성하고 소통하는 나눔문화 확산
5. 추진과정 및 내용
【 추진과정 】

【 추진내용 】
¦ 마을 내 ‧ 외부 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하여 제도권 밖 저소득층 주민 복지사각지대 해소
¦ 마을네트워크 및 복지나눔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우리이웃은 우리가 돌보는 나눔문화 확산
Story1 더불어 나눔(2011∼현재)
¦ 벚꽃 개화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 마을공동체 협업으로 ‘벚꽃바자회’ 운영, 먹거리
판매를 통하여 마을기금 조성 및 이웃돌봄 실천
¦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불우이웃 생활지원, 서구장학재단 기부금 지원 등
⇀ 2018. 4월 3,000천원(광주광역시서구장학재단), 2017. 4월 5,000천원(광주광역시서구장학재단)

Story2 3세대 어울림 밥상나눔(2016∼현재)
¦ 마을텃밭 운영으로 모든 연령층의 주민들이 텃밭을 매개로 나눔 및 공동체 문화 복원 및 확산
¦ 텃밭 3필지 1,643㎡, 계절채소 나눔(경로당11개소, 유치원, 저소득층 가정 등)
¦ 저소득 양파, 열무 나눔, 어르신 건강기원 닭죽봉사, 양푼이 비빔밥 나눔, 사랑의 김장나눔 등
Story3 미세먼지 제로(Zero) 공기 청청기 제작 나눔(2018)
¦ 자원순환마을 및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환경보전 활성화를 위해 환경단체와 주민이 공기
정정기를 공동 제작하여 경제적 취약층 가정에 나눔
Story4

우리동네 수호천사(2015∼현재)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장, 동주민센터와 네트워크 형성으로
후원자 및 착한가게 발굴, 관내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가정에 복지나눔 실천
⇀ 2017 : 후원자 85명(636건 6,998천원) / 착한가게 61개소(522건, 16,940천원) ⇒ 나눔 실천 : 25건 1,433명 / 34,677천원
⇀ 2018 : 후원자 82명(388건 7,692천원) / 착한가게 47개소(280건, 8,720천원) ⇒ 나눔 실천 : 12건 890명 / 16,450천원

※ 착한가게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원하는 영업점(매월 3만원이상 후원)
〈사업사진〉

더불어 나눔(벚꽃바자회)

3세대 어울림 밥상

미세먼지제로(Zero)공기청정기나눔

우리동네 수호천사

6. 성과 및 지역사회 기여
m 나눔활동을 통하여 ‘함께’와 ‘참여’에 대한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확산하는 소통의 장 마련
⇀ 지속가능한 마을발전을 위한 협약체결 : 마을 자영업주, 마을대표, 행정이 네트워크를 구축,
외부자원을 유치하고 발생한 수익금을 마을기금으로 기탁
m 마을텃밭을 통하여 세대간, 이웃간 관계망 확.대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경로당 11개소 어르신과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이 텃밭 체험 참여
⇀ 건강한 친환경 먹거리 문화 확산을 위한 외부자원 연계 : 농업기술연구소, 친환경농업교육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