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 숙의토론
1차 오픈테이블 (시민/자원봉사자 분야 I)
○ 날짜: 2020. 06. 10
○ 참석자: 세종시 자원봉사센터 6인, 세종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3인, 세종시 참여공동체과 2인
○ 주제: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세종살이 적응과정_원도심 자원봉사자
○ 내용: ① 자원봉사활동의 동기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제 사례
②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과 참여성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2차 오픈테이블 (사회적경제 분야 I)
○ 날짜: 2020. 06. 10
○ 참석자: 사회적경제 기업인 10인, 마을과복지연구소 2인, 사회적경제연구원 1인, 세종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1인, 세종시 참여공동체과 2인
○ 주제: 사회적경제인으로서 주체적인 세종살이_세종시 사회적경제 기업의 실패 원인
○ 내용: 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화 지원(인적/물적) 사업
② 사업체 설립 시 단계별 밀착형 보육지원
③ 사회적경제 신뢰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④ 행정과 소통할 수 있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소통 창구의 필요성
3차 오픈테이블 (마을공동체 분야 I)
○ 날짜: 2020. 06. 17
○ 참석자: 마을공동체 회원 14인, 세종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3인
○ 주제: 공동체 활동을 통한 세종살이 적응 과정
○ 내용: ① 공동주택 내 공동체 갈등의 문제
② 공동체 활동 지속성 문제
③ 공동체 활동을 위한 자생환경 조성의 필요성

4차 오픈테이블 (청년 분야)
○ 날짜: 2020. 06. 24
○ 참석자: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근로자, 예술가 등 청년 25명
○ 주제: 청년들의 세종살이에 필요한 요소_우리가 지역에 정착하지 않는 이유
○ 내용: ① 전공과 연결되는 직종의 다양성 부족
②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
③ 청년을 경쟁상대가 아닌 상생으로의 인식전환의 필요성
④ 청년이 만나고 어울릴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의 필요성
⑤ 지역 내 취·창업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의 필요성
5차 오픈테이블 (시민/자원봉사자 분야 II)
○ 날짜: 2020. 07. 07
○ 참석자: 자원봉사자 15인, 세종시 자원봉사센터 6인
○ 주제: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세종살이 적응과정_신도심 자원봉사자
○ 내용: ① 자원봉사자 지속성과 참여성을 위한 지원
②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한 홍보의 다각화
③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자로서 정체성과 가치, 활동 관련 역량 증대)
6차 오픈테이블 (사회적경제 분야 II)
○ 날짜: 2020. 07. 08
○ 참석자: 사회적경제 기업인 10인, 마을과복지연구서 2인, 세종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1인,
세종시 참여공동체과 2인, 행정안전부 주민참여협업과 2인
○ 주제: 사회적경제인으로서 주체적인 세종살이_사회적경제인으로서의 실패 원인
○ 내용: ① 사회적기업을 시작하기 위한 사전 교육 및 인턴십 과정 개설의 필요성
②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우선이 아닌 재정지원사업의 혜택을 중요시하는 인식 개선
필요
③ 사회적기업에 대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교육의 필요성
④ 사회적기업 공동체 구축의 필요성
⑤ 사업체 스스로 가치(목적) 실현에 대한 평가 필요

□ 민간자율프로그램
온라인 사생 경연대회
○ 기간: 2020. 07. 20 ~ 08. 26
○ 주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가족의 슬기로운 집콕생활
○ 대상: 세종시 초·중·고등학교 학생
○ 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그린 그림과 그
의미를 세종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업로드, 최종 시상자는 9월 17일
지역박람회인 ‘실패박람회 in 세종’에서 시상
SNS 릴레이 응원
○ 기간: 2020. 06. 29 ~ 09. 17
○ 주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SNS 릴레이 응원
○ 내용: 다시챌린지를 통해 주변 지인을 응원하고 지목받은 사람이 본인의 지인을 응원하는
SNS 릴레이 응원
지역박람회 ‘실패박람회 in 세종’
○ 날짜: 2020. 09.17
○ 장소: 세종시 세종사회혁신센터 (* 각 프로그램별 행사 장소 상이)
○ 대상: 시민, 유관기관 관계자, 토론자, 공무원 등
○ 내용: ① 실패 자산화 토론(숙의토론 엔딩테이블) 및 실패 강연
② 10개 과제 이행 협약식
③ 코로나19 치유상담 및 사회적경제지원
④ 기타 다양한 실패 인식 개선 관련 행사

□ 기관 소개
설립목적
○ 미션: 세종형 마을공동체 조성과 공동체성 함양
○ 비전: 세종시 다양한 마을공동체 조직의 산파
세종시 주민참여, 시민자치, 공동체 활동의 산실

주요사업
○ 마을공동체 발굴 및 성장 지원
○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 자치역량 강화 및 마을활동 지원

행사목적
○ 실패사례 공유·응원·공감을 넘어 재도전을 위한 정책발굴로 실패를 성공의 발판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인식 개선
○ 코로나19로 위축된 공동체 활동을 이어가도록 실패극복, 재도전을 지원하는 긍정적 인식
제고
○ 전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실패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크고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사회활력이 부족한 상황 극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