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이 함께 만드는 자치도시 2-1-7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의 자율성 및 현장성 강화

사업구분 임기 내 계속 총사업비 6,556백만원

❏ 사업개요   

○ 마을공동체 사무의 자율성·현장성 강화를 위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 목    표

○ 시민주도의 공동체 조성과 복원을 통한 마을활성화

- 다양한 공동체 발굴 및 저변 확대로 마을생태계 조성

- 시민자치역량 강화 및 활성화로 공동체 복원

 

❏ 센터의 기본 역할

○ 자치인재·활동가 발굴 및 육성

○ 주민자치 역량 제고 및 활성화 기능

○ 시와 현장간의 중간역할

○ 자치공동체 활동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부문, 지역, 개인 등)

○ 구별, 도시동, 도농복합동별 마을자원조사를 통한 마을의제 발굴 및 지원

○ 주민의 자율적 기획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상시 컨설팅)

○ 시와 센터사업의 성과 분석 및 공유

❏ 센터의 자율성 및 현장성 강화방안

○ 마을공동체 사무 5개년 중·장기계획 수립으로 방향 설정

- 시정연구원과 연계 및 지역 마을활동가·공동체 활동단체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 시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점차적으로 센터에서 계획하게 함으로써 

자율성을 강화하고 시는 행정지원 및 공공서비스 품질관리 역할 충실

공동체 저변확대기 네트워크 구축기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 공동체 발굴·양성
 · 주민 역량강화 
 · 마을활동가 양성 

 · 공동체 공모사업 
 · 마을자원조사
 · 네트워크 페스티벌

 · 마을의제 선정
 · 마을총회
 · 마을계획수립사업 

○ 일반시민 대상 공동체 사업 확대 및 센터에서 양성한 컨설턴트의 상시

컨설팅으로 현장성 강화



❏ 향후 계획

○ 민간위탁기간 만료(2018.12.31.)따라 센터 수탁기관 재선정 시 역량있는

수탁기관 선정되도록 심사기준 강화

-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내부기준 변경 

및 심사항목 세부내용의 법률 검토

❏ 사업기간 : 2018년 7. ~ 2022년 6. (계속)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18.6 ‘19 ‘20 ‘21 ‘22.6월 임기후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의견수렴 기본계획

수립
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 지속 지속 지속

공동체 공모사업 市에서 실시 센터에서 추진 연중 실시 지속 지속 지속

주민자치 역량강화·
네트워크 확산사업

일반시민·
주민자치
위원회 대상

일반시민,
공동체 대상
확대

지속 지속 지속 지속

홍보 및 참여 확대 공동체
백서발간

공동체 백서 및
센터 소식지
발간

지속 지속 지속 지속

❏ 연도별 주요사업비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구분 계 ‘18.6 ‘19 ‘20 ‘21 ‘22.6월 임기후

6,556 1,036 1,090 1,450 1,490 1,490

공동체 공모사업 시비 2,077 334 350 463 465 465

주민자치 역량강화·
네트워크 확산사업 시비 1,547 174 190 383 400 400

홍보 및 참여확대 시비 208 6 40 52 55 55

센터 운영비
(인건비,임대료등) 시비 2,724 522 510 552 570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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