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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 대구광역시 청년희망뿌리단

지자체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 곽재하 053-803-2942 jaeha84@korea.kr

□ 과제 개요

○ (과제명) 청년공간(空間·功幹*) 발굴團

○ (기 간) ’17. 5월~’17. 12월

○ (장 소) 지역 내 공공·유관기관·민간 유휴공간** 중 1개소

○ (참여자) 청년공간 구상·조성·운영의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50여명 정도)

○ (방 법) 청년공간에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팀)을 공모·선정
***
하여

청년스스로가 청년수요를 반영한 공간을 실현하도록 함

- (공간발굴) 유휴공간 중 선호도, 접근성, 임대가 등을 고려해 입지선정

- (공간구상) 對청년프리젠테이션·해카톤식 토론회·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역청년의 공간수요를 반영한 공간 구상

- (공간조성) 청년공간발굴團 + 공간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공간조성

- (공간운영) 청년공간발굴團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
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운영

* 空間: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 / 功幹 : 재주와 솜씨(유의어 재간(才幹)

청년의 재주와 솜씨를 활용하여 청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듦의 의미

** ’17. 2월 현재 활용가능 유휴공간 3개소 정도 발굴(상담소, 치안센터, 면허시험장)

*** 공간 구상, 조성, 운영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공모를 통해 공간의 구상부터

운영까지 청년공간발굴團 스스로가 실현하도록 함

**** 다양한 활동 예시 : 취업카페(이력서 작성, 증명사진 촬영, 취업정보 안내 등),

공작소(영화, 미술, 음악, 사진, 요리 등 예술활동), 인생학교(청년이 원하는 내용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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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3~4월)

공간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50여명)

(5월)

유휴공간발굴,  

입지선정 

(1개소)

(6월)

지역청년의견

반영한 구상

(토론회·설문 등)

(7~8월)

청년공간발굴團, 

공간전문가의 

협업 

(8월 이후)

청년공간발굴團 

구상 테마로

공간운영

청년공간
발굴團

구성·교육

유휴공간

발굴 

공간구상 및

아이디어 선정
공간조성 공간운영

□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사항

○ 활동을 위한 지역자원(지역 내 유휴공간 등) 협조

○ 활동실비
*
, 공간운영비

**
등 일부지원

○ 지역의 관련 전문가 협업·자문 연계

○ 지역언론·홍보매체를 통한 활동 홍보

* 활동을 위한 소모성 물품 구입비, 실비 등 지원 가능

** 공간 조성 후 공간운영을 위한 운영비·인건비 등 지원 가능

□ 기대 효과 및 목표

○ 지역의 청년공간 부족문제 해결 및 청년수요를 반영한 청년공간 조성

○ 참여청년, 공간 활용청년이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제공

○ 청년공간 운영을 위한 파생일자리(공간운영 인력*) 창출

* 조성 된 청년공간 운영을 위한 상시(2∼3인) 및 비상시 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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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 경기도 부천시 청년희망뿌리단

지자체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부천시 인구정책추진단 이재영 2311 likephoto@korea.kr

□ 과제 개요

 ○ 지역 여건

   - (인구 감소) 2010년 890,875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부터 자연인구 감소하기 시작했고 2016년 12월말

851,380명 으로 인구문제 체감

   - (청년 감소) 청년 선호 일자리 부족, 청년정책 미흡으로 떠나는 청년

* 청년인구 ’12년 288,233명 → ’16년 269,776명(18,457명 6.4% 감소)

   - (저출산・고령화) 2007년부터 출산율은 전국 평균 이하로 계속 하락*,  
노인 인구 지속적 증가로 2016년 노인인구 비율 10.08%(고령화사회)

  * ’15 부천시 합계출산율 1.07명(전국 192위, 경기도내 31개 시군중 31위)

< 출 산 율  현 황  > <  노 인  인 구  증 가 율  >

○ 과제 수요

- 과제 1)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실태조사

- 과제 2) 청년이 청년을 돕는 일자리 기획

- 과제 3) 청년과 함께하는 진말몽당마을축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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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희망 청년 : 10명

○ 활동방법

- 부천시 인구정책추진단과 연계하여 지역 활동 전개

- 청년정책 기반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청년당사자 의견 수렴

- 청년이 청년을 돕는 일자리 연구기획, 공모, 실행, 평가를 통한

청년일자리 선순환체계 모델링

- 대학과 연계하여 지역 청년이 참여하는 마을축제 기획 및 지원

□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사항

○ (교육 중 현장조사 지원) 교육기간 중 청년이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사전자료를 조사할 경우에 행정적 협조

○ (모임 공간 제공) 활동 기간 중 모임 공간 제공

○ (현장활동 지원) 현장활동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 재정적 지원

○ (지속가능한 활동기회) 지역희망뿌리단 종료 후 청년정책위원회(가칭)

참여기회 제공

○ (성과 홍보) 보도자료,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한 청년활동 성과 홍보

□ 기대 효과 및 목표

○ 청년 당사자를 중심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정책 개발·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 접근성, 지속성, 통합성, 현실성 있는 지자체 청년일자리 모델링

○ 청년과 마을이 만나는 지역축제 활성화로 세대 간 교류 활성화 및

지역문화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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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강원도 정선군 청년희망뿌리단

지자체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정선군 자치행정과 한영현 560-2156 han93455
@korea.kr

□ 과제 개요

○ 백오담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 과제내용

ㆍ지역의 로컬푸드를 활용한 특색있는 먹거리 레시피를 개발하여

체험마을내 농가레스토랑 혹은 길거리 음식을 개발 운영한다.

ㆍ전문적인 레크레이션 기법으로 수학여행 / 야외결혼이벤트

/ 기업 워크샵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ㆍ지역의 특산품 포장디자인 개발 / 마을쇼핑몰직접운영

ㆍSNS마케팅, 입소문마케팅등으로 마을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ㆍ마을전체의 컨셉을 잡아 마을의 특색에 어울리는 마을꾸미기

사업을 진행한다.

- 모집희망청년수 : 총 5명(귀농귀촌에 관심이 많은 청년)

ㆍ한식 / 중식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청년 2명(남2)

ㆍ레크레이션 관련학과 혹은 관련직종 청년 1명

ㆍ컴퓨터활용능력우수 청년, SNS 활용가능 청년 1명

ㆍ마을꾸미기 관련 공간디자인 감각이 있는 청년 1명

- 지역의 여건

ㆍ정선읍 덕우리는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체험마을이나 현재

거주하는 청년들의 노동력으로는 발전 한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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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덕우리는 2012년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받아 현재 운영 중

이며 최근 tvN “삼시세끼 정선편”, 원빈·이나영의 결혼등으로

전국적인 이목을 끌고 있으며 연산의 아들 ‘이황’이 유배되어

생을 마감한 역사적 사건이 있는 마을이고 마을의 관광객들도

다른 마을에 비하여 월등하게 많은 지역임.

ㆍ체험마을은 현재 송어체험, 떡메치기, 맷돌커피체험, 냅킨아트

체험, 옥수수양말꾸미기 체험을 진행하고 있음.

ㆍ체험마을내 식당시설이 준비되어 있으나 상시 근무할 근무자가

없어 지속적이고 일관된 음식이 나오지 못하고 있음.

ㆍ덕우리는 현재 사과, 더덕, 황기, 곤드레, 옥수수, 고추, 콩 등이

경작되고 있으나 마땅한 판로가 없어 농협수매로 판매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 농민들의 소득이 낮은 상태임.

ㆍ덕우리는 경관이 수려하나 그에 걸맞는 마을 꾸미기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ㆍ덕우리는 현재 정덕분교체험장 관사동, 로하스타운 관리동 2곳

에서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음.

- 구체적 과제 활동 방법

ㆍ체험마을일에 참여하고 지역의 유ㆍ무형의 자원을 찾아내어

상품화 시킨다.

ㆍ수학여행, 기업워크샵등의 행사를 직접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ㆍ지역의 농특산물 및 가공품류를 모아 쇼핑몰 운영을 책임지고

특산물에 맞는 포장디자인을 개발한다.

ㆍ덕우리 전역을 다니면서 마을을 스케치 해보고 요소요소 태양열

인테리어 조명등 등 적당한 시설물등의 보강을 추진하여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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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고 이쁜 마을을 직접 만들어 본다. 이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정부관련 부처 공모사업을 통하여 사업계획서를 만들어보고

진행해본다.

ㆍ덕우리마을은 학교부지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어 이곳에 직접 농사를

지어보고 수확한 작물로 직접 요리를 개발해 본다.

ㆍ필요하다면 업무관련 교육에 참여 하여 능력을 개발 시킨다.

ㆍ월 2회 정도 마을 주민의 경작지에 투입하여 농사도 배우면서

마을 주민들과 교감을 갖도록 노력한다.

□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사항

○ 지역 일자리사업 및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요건을

충족할 시 대상자 선정 가능함.

○ 마을활성화 및 지역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전국 내 지역

출향단체와 연계하여 판로 확보 지원

□ 기대 효과 및 목표

○ 지역내 수려한 관광자원 및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있는 마을로

젊고 추진력 있는 청년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면 지역경기 활성화

및 전국적인 관광 메카 마을로 발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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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 강원도 정선군 청년희망뿌리단

지자체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정선군 자치행정과 한영현 033)560-2156 han93455
@korea.kr

□ 과제 개요

○ 정선곤드레마을(산촌생태마을) 활성화

- 모집희망 청년수 : 7명

- 과제내용

· 지역농산물 및 가공상품 판매 활성화 : 온라인 판매 사이트 구축 및 유지관리

· 지역 추진사업인 임종체험 관광상품 연계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 여행사 협력을 통한 지역 관광상품 개발(수제 장류 만들기 체험, 무료숙박 가능)

· 발효식품(장류, 짱아치 등) 판매 및 찾아가는 현장체험학습 추진

- 정선곤드레마을은 정선군 화암면 몰운리에 소재한 마을로 그림

바위 마을로 소개할 정도로 수려한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마을내 2006년에 조성한 산촌생태마을로 민박·펜션 및 농특산물

판매가 가능한 조건을 갖고 있음. 특히 지역 대표 농특산 가공

식품인 장류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한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사항

○ 지역 일자리사업 및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요건을

충족할 시 대상자 선정 가능함.

○ 마을활성화 및 지역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전국 내 지역

출향단체와 연계하여 판로 확보 지원

□ 기대 효과 및 목표

○ 지역내 수려한 관광자원 및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있는 마을로

젊고 추진력 있는 청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면 지역경기 활성화

및 전국적인 관광 메카 마을로 발전 가능함.



- 13 -

Ⅲ-3. 강원도 양양군 청년희망뿌리단

지자체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양양군 자치행정과 박정호 033-670-2233
forward8615
@korea.kr

□ 과제 개요

○ 지역 사회를 알리는 홍보 활동 전개

- 활동지역 : 양양군 전역

- 모집인원 : 적당인원

- 사업기간 : 청년 모집 후 현장 활동 시작시점부터

- 사업효과 : 양양군을 알리고 소개하는 활동을 통해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를 창출 지역의 이미지 향상 및 군정홍보 역할에 이바지

- 활동방법 : 양양군 각지에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니면서 지역의 홍보와 각종 현안 사업들을 알리면서 양양군의

명예 홍보대사로서 활동

□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사항

○ 초기 1~2년간 청년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 경우

정착을 유도하여 꾸준한 수익이 가능한 일자리 사업으로 협력 추진

○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교육

받고 안정적인 활동을 추진하도록 관련부서와 지원체계 구축

□ 기대 효과 및 목표

○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여건상 청년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창출 효과 증대와 청년들의 도시 유출 방지

○ 사업의 성과가 클 시 다양한 사업의 청년활동 모집을 장려하여

지역의 청년 유입에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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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4. 강원도 철원군 청년희망뿌리단

지자체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철원군 자치행정과 송영미 033-450-4846
sym5014@

korea.kr

□ 과제 개요

○ 마을공동체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사업

- 모집희망 인원 : 적정 인원

- 모집대상 : 일자리 창출, 창업, 컴퓨터 분야 능력을 가진 청년

- 사업기간 : 청년 모집 후 현장활동 시작부터

- 활동방법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창출

․농한기 및 컴퓨터․모바일 분야와 관련한 교육 및 소득증대

아이디어 도출

․빈집, 빈점포 이용 군장병 면회객 대상 카페나 게스트하우스

창업

□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사항

○ 청년회 조직 정비 및 청년회가 없는 마을은 2~3개리 연합

청년회 조직 유도

○ 각종 축제 및 지역 행사에 청년회 참가 권장

○ 귀농 귀촌 시책 홍보 및 예산 등 지원 점차 확대 추진

○ 읍면역량강화 시책 발굴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 2016~2017년 100여개 사업 발굴(60억)

□ 기대 효과 및 목표

○ 접경지역의 농어촌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인구증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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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행사 추진 시 청년의 참가 유도 및 중추적 역할 부여를 통한

지역사회 소속감 확립

○ 군장병 및 면회객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도록 빈집,

빈점포 등을 통한 창업 활동 지원으로 청년층의 도시유출 방지

및 청년 자영업자 벨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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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5. 강원도 양구군 청년희망뿌리단

지자체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양구군 자치행정과 박현정 033-480-2438 miner00@korea.kr

□ 과제 개요

 ○ 예풍경마을 (박수근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Ⅰ. 과제내용

    1. 각종 시설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진행

    2. 각종 홍보 및 이용자 모객

    3. 모퉁이카페 및 펜션 운영 활성화

    4. 농특산품 확보, 관리, 판매

    5. 주민 참여자 확대 방안

    6. 체험마을 운영 분석 및 발전방안

  Ⅱ. 모집희망청년수

    1. 인 원 : 2~4명
    2. 자 격 :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 조리사 또는 바리스타 자격증 소지자 환영

  Ⅲ. 지역여건

  1. 마을현황

    - 마을명칭 : 박수근마을

    - 마을위치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149-16
    - 가 구 수 : 163가구 / 344명
    - 농지면적 : 224ha (전50, 답28, 임야146)
    - 주요농작물 : 쌀, 고추, 곰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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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을의 관광자원

     - 박수근미술관

        2002년 10월 25일 박수근선생의 생가(양구읍 정림리)에
건립된 박수근미술관은 작가의 작품세계와 예술혼을 기리

는 동시에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

다. 박수근화백의 소박한 삶과 작품세계를 연구하고 이를

전시, 교육, 출판사업 등을 통해 재조명하고 있으며, 역량있

는 작가들이 창작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박수근미술관은 박수근선생의

손길이 담겨있는 유품과 유화, 수채화, 드로잉, 판화, 삽화

등 여러 작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를 선별하여 상설 전시

하고 있다. 또한 박수근선생과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근 현

대 한국 화단의 주요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를 기획 전시하고 있다. 

       

     - 양구공예공방

        양구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은 양구읍 정림리 박수근 미술관

인근에 위치한 시설로, 지역 공예인 육성과 공예품 제작 기반

확충을 위해 건립됐다. 양구 공예공방은 입주작가 작업실과 전

시판매장, 체험실습장 등으로 이뤄져 있고 작업 공간을 작가들

에게 제공해 기량을 발휘하고 우수한 공예상품을 개발할 수 있

으며, 전시판매장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고자 했다. 또한 방문객

은 체험실습장에서 공예 체험을 할 수 있어, 박수근 미술관과

연계된 새로운 관광지로서 좋은 호응을 얻어 왔고 공예상품을

구매하고 체험학습을 하는 등 양구 공예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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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 생활공예체험관

        양구공예공방과 연계하여 입주작가들의 목공예 DIY 체험프로

그램진행 및 동아리 연습실등으로 활용

     - 모퉁이카페

        지역 농특산품 및 음료(음식) 판매 및 휴게시설 기능

        

     - 방짜식기전시관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7호 김기찬 방짜수저장의 소장품 전시

관 및 방짜기법으로 직접 수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작업장

겸 체험관, 거주시설을 갖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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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풍경하우스

        마을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1층은 주민 공동공간이며, 2층은

소득사업을 위한 숙박시설(6호)로 되어있음.

     

     - 구) 마을회관 (펜션) 
        마을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소득사업을 위한 숙박시설 3호(1

층 1호, 2층 2호)로 되어있음.

       

  3. 다른 지역과 차별적인 마을의 독특한 자랑거리

     - 세계적인 화가 박수근의 출생지로 박수근미술관이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양구공예공방, 생활공예체험관, 모퉁이카페, 
방짜식기전시관 등 문화자원이 풍부하며, 마을전체가 미술관이라

는 컨셉으로 마을내 아트로드 조성 등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마을로 가꾸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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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구체적 과제활동 방법

    1. 각종 시설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진행

      1) 시설현황

        - 전시시설 : 박수근미술관, 방짜식기전시관, 공예공방, 
        - 체험(강좌)시설 : 박수근미술관, 방짜식기전시관, 

생활공예체험관

        - 숙박시설 : 예풍경하우스(3호), 구)마을회관(3호)
        - 판매(식당)시설 : 모퉁이카페

        - 기타 : 곰취재배지, 감자밭 등

      2) 프로그램 개발

      - 상시체험 : 숙박, 카페, 공예체험, 아트로드탐방, 농산물수확 등

      - 문화시설 연계 프로그램 : 박수근미술관, 공예공방, 방짜식기전시관관람

                                  자작나무숲산책, 문화시설연계 문화강좌

      - 계절 프로그램 : 봄철 곰취 채취
      - 교육 프로그램 : 목공예 및 DIY강좌, 어린이 그림교실

    2. 각종 홍보 및 이용자 모객

      1) 홈페이지 관리 및 SNS 홍보

        - 정보 업데이트, 시설이용 예약업무, 온라인 판매

      2) 마 케 팅 : 수학여행단 유치 등

    3. 모퉁이카페 및 펜션 운영 활성화

    1)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특색있는 먹거리 개발

       예) 민들레라떼, 과일빙수, 곰취·단호박 머핀 등

      2) 머무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4. 농특산품 확보, 관리, 판매

      1) 마을 공동 경작지 경작, 관리, 운영

      3) 판매장(모퉁이카페) 및 온라인 판매 관리

      2) 제철 지역 농산물 수급 및 판매

    5. 주민 참여자 확대 방안

      1) 주민참여 행사 이벤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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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체험마을 운영 분석 및 발전방안 제안

□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사항

 ○ 출향단체와 연계하여 이용자 모객 및 판화 확보 지원

 ○ 지역 일자리 사업 및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요건 충족시에 한함)

□ 기대 효과 및 목표

 ○ 지역의 문화예술적 자원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경제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소

득을 증대하고 찾아오고 머무르고 싶은 예술마을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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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 충청북도 청년희망뿌리단

지자체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충청북도 청년지원과 노태연 043-220-2863 wthorse@korea.kr

□ 과제 개요

○ 홑몸노인 말벗봉사단 운영

- 기 간 : 연중

- 인 원 : 3명(출향인 중심)

- 방 법 : 홑몸노인분들을 위한 가정 방문

- 내 용 : 지역내 홀로 외롭게 지내시는 노인분들의 가정을 방문

하여 생신상 차려드리기 등 말벗활동 수행

□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사항

○ 말벗봉사단 대상자 추천

- 지역내 말벗이 필요한 홑몸노인들 추천(이통장 경유)

□ 기대 효과 및 목표

○ 핵가족 고령화시대의 단면인 홑몸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드리기

위한 지역 현안문제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해결함으로써,

청년-노인 간 세대차이를 극복, 서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계기 마련

○ 이시대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청년, 노년층의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접근방식이 아닌 두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접근방식의 재발견으로 정책전환의 계기 마련 및 지역관심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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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 충청북도 청년희망뿌리단

지자체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충청북도 청년지원과 홍창섭 043-220-2872 hcs123@
korea.kr

□ 과제 개요

○ 도내 전통시장 청년상인 지원사업(청년몰 조성사업,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전통시장 내 “지역희망뿌리단”으로 활동

○ 활동개요

- 모집청년 : 2명(도내 청년몰 2개소/‘16년부터 시행·운영 중)

※ 타시도 전통시장 등 창업 유경험자 및 전문가 위주 선발

- 여 건 : 도내 청년몰은 사업 도입단계로 시장별 사업추진진단 외

타 시·도의 전통시장 및 창업분야 전문가 활동 필요

- 추진과제

· 해당 시장만의 특산품 등을 활용하여 시장별 특성화된 브랜드 개발

· 전통시장 기존 상인들과 신규 입주 청년들이 원활하게 함께 활동

할 수 있도록 “기존상인-청년상인 간 협력 서포터즈”로 활동

· 기타 지역 내 전통시장 현황 조사 실시 등(물가인상 사전조사 등)

□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사항

○ 청년몰 내 입주공간 발생 시 창업지원 우선선발권 부여

□ 기대 효과 및 목표

○ 타 시·도에서 활동한 전문가를 시장에 투입시켜 시장 내 특화상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시장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지역뿌리단이 전통시장 변화의 주축인 청년상인과 기존 상인들과의

화합을 이끌어내 시장발전의 시너지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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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3. 충청북도 청년희망뿌리단

지자체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충청북도 청년지원과 이진규 043)220-2883 ledas83@korea.kr

□ 과제 개요

○ 사업기간 : 2017. 3월 ~ 10월

○ 대 상 : 50명

○ 내 용

-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가정 육아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육아

전문가 육성

※ 육아교육 : 오감발달놀이, 베이비 마사지 등

- 문화서비스가 부족한 농촌지역 등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육아전문가를 파견 하여 아이돌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 4~5가구당 육아전문가 1명 파견

○ 추진절차

참여희망
청년모집 ⇨

육아전문가 교육
(참여희망청년) ⇨ 대상가정 모집 ⇨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3월 4월 5월 6월~10월
              

□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사항

○ 육아전문가(청년) 역량강화 및 보수교육

○ 대상자 모집 및 선정, 대상가구 매칭 등

○ 참여청년 간담회, 피드백, 성과보고 등

□ 기대 효과 및 목표

○ 지역내 양육가정의 유대감 강화 및 역량강화를 통한 자아성취 실현

○ 육아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저출산 극복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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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 충청북도 옥천군 청년희망뿌리단

지자체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옥천군 청성면 김해득 010-2793-6087 khd7172@korea.kr

□ 과제 개요

○ 지역 공공사업 참여 [기조성 사업]

- 기 간 : 연중

- 필요인원 : 권역사업당 3명

- 주요내용

‣ 지역권역사업(예 : 한두레권역사업, 장수전통체험마을 등) 운영에

프로젝트팀으로 참여

※ 청년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업에 신선한 활력을

제공하고, 참여하는 청년에게는 지역개발 참여에 대한 자긍심과

사회진출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기회

□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사항

○ 국비매칭사업으로 인건비 일부 보조

○ 기타 지역활동에 따른 업무 협조

□ 기대 효과 및 목표

○ 기대효과

- ‘지역희망뿌리단’ 도입을 통하여 최근 지역권역사업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일부 해결하고 지역의 청년인력 유입을 통한 젊은 농촌

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음

○ 목표

- ‘지역희망뿌리단’ 도입을 통하여 침체된 지역사업에 대한 재도

약의 기회로 삼고, 참여한 청년인력을 지역에 정착시킴으로써

지역인구정책의 모범적 모델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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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5. 충청북도 옥천군 청년희망뿌리단

지자체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옥천군 청성면 김해득 010-2793-6087 khd7172@korea.kr

□ 과제 개요

○ 지역 공공사업 참여 [공모사업 참여시]

- 기 간 : 연중

- 필요인원 : 사업당 2명

- 주요내용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등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에 팀원으로 참여

※ 청년들에게는 지역에 대한 이해와 사회활동의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에서는 사업 추진인력 부족에서는 오는 어려움과 사업아이템

및 프로그램 개발에 조력을 받을 수 있음

□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사항

○ 국비매칭사업으로 인건비 일부 보조

○ 기타 지역활동에 따른 업무 협조

□ 기대 효과 및 목표

○ 기대효과

- ‘지역희망뿌리단’ 도입을 통하여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일부 해결하고 지역의 청년인력 유입을 통한 젊은 농촌

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음

○ 목표

- ‘지역희망뿌리단’ 도입을 통하여 침체된 지역사업에 대한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 참여한 청년인력을 지역에 정착시킴으로써 지역인

구정책의 모범적 모델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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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6. 충청북도 옥천군 청년희망뿌리단

지자체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옥천군 청성면 김해득 010-2793-6087 khd7172@korea.kr

□ 과제 개요

○ 지역 스토리텔링사업 참여

- 기 간 : 연중

- 필요인원 : 3~10명

- 주요내용

‣ 도지정 문화재인 ‘이성산성’의 국가 문화재 지정을 위한 프로젝트팀

발족으로 지역 스토리텔링사업의 디딤돌사업으로 시행

※ 지역사회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아이템 발굴을 위한 자료

수집과 연구가 등 전통 인문자원에 대한 기초 조사와 자료수집을

통해 지역만의 특색있는 이야기를 발굴

□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사항

○ 국비매칭사업으로 인건비 일부 보조

○ 기타 지역활동에 따른 업무 협조

□ 기대 효과 및 목표

○ 기대효과

- ‘지역희망뿌리단’ 도입을 통하여 지역의 역사적 뿌리와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개발함으로써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목표

- ‘지역희망뿌리단’ 도입으로 지역문화 발굴을 통한 지역 가치의 재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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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7. 충청북도 단양군 청년희망뿌리단

지자체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단양군 문화관광과 장대현 043-420-2553 dobe3435@korea.kr

□ 과제 개요

○ ‘청년 예술가(뮤지션 등) 공연화 사업
"꿈을 펼치고, 열정을 소비한다!"

’ (버스킹: 음악·댄스·연극·마임 등)

- 기 간 : 연중

- 필요인원 : 10명 정도 ※청년유니온*과 연계 가능

- 주요내용

‣ 단양군의 주요 관광지에 청년예술인들에게 공연활동무대를

제공하여 예술 인력으로 성장토록 도움

‣ 관광트렌드에 맞는 차별화된 각종 공연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

단양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 대한민국 최고의 휴양관광도시 단양의 관광콘테츠와 청년예술가

들의 창작콘테츠를 결합하여 일자리창출 플랫폼 구축

< *청 년 유 니 온 >
  청년들이 겪고 있는 노동‧일자리 문제를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해결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세대 노동조합

  인디뮤지션과 청년 음악인들을 위한 정책개선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단체 

‘뮤지션 유니온’ 을 출범(’17. 2. 13.)하기도 함.

□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사항

○ 활동 무대 및 장소 제공 (실내 외 무대, 전통시장 상설 무대 등)

○ 소모성 물품 구입비 홍보비 지원

○ 각종 언론매체 홍보 지원 등

□ 기대 효과 및 목표

○ 상시 공연화 사업으로 새로운 문화+관광콘텐츠개발로 청년예술

창업자 육성

○ 청년예술가들에게 활동무대 제공으로 청년층 지역 유입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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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 유사사례 (신문기사)

•관련 신문기사 링크

― [ http://www.sedaily.com/NewsView/1L1AEOI8DP ]

―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68580&subMenu=article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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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8. 충청북도 단양군 청년희망뿌리단

지자체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단양군 문화관광과 장대현 043-420-2553 dobe3435@korea.kr

□ 과제 개요

○ 관광기념품 제작

- 기 간 : 연중

- 필요인원 : 3명 정도

- 주요내용

‣ 매년 군비로 업무 담당자가 관광기념품 제작 진행

‣ 디자인 및 미술전공 청년들을 대상으로 보다 나은 감각으로 관광

기념품을 제작할 기회 제공

‣ 군에서 관광기념품 제작 필요 시 지역희망뿌리단에 참여자

대상 군과 지속적 검토 단계를 거쳐 최종 제작

□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사항

○ 관광기념품 제작에 필요한 예산

○ 지역희망 뿌리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공간

□ 기대 효과 및 목표

○ 청년층의 지역 유입 정책으로 인구늘리기 추진에 기여

○ 관광기념품 제작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 구성으로 보다

뛰어난 감각의 상품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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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9. 충청북도 단양군 청년희망뿌리단

지자체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단양군 문화관광과 장대현 043-420-2553 dobe3435@korea.kr

□ 과제 개요

○ 단양 스토리텔링 자원화사업

- 기 간 : 연중

- 필요인원 : 10명 정도

- 주요내용

‣ 민담, 설화, 전설, 역사 등의 지역이야기와 관광지, 맛집 등의

스토리텔링 안내책 영상물 제작

□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사항

○ 스토리텔링 정보 수집에 필요한 자문가 연결

○ 관내 관광지 취재에 필요한 행 재정적 지원

□ 기대 효과 및 목표

○ 단양에 소재한 스토리자원에 대한 정확한 교육 자료로 활용은

물론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구성을 통하여 찾아 가 보고 싶은

단양 실현에 기여

○ 청년층의 지역 유입 정책으로 인구늘리기 정책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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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1. 충청남도 당진시 청년희망뿌리단

지자체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당진시 자치행정과 이상현 041-350-3233 lsh1111@korea.kr

□ 과제 개요

 ○ 사업명 : 지역경제 상생 모델의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

  - (가칭) 청년 야시장 ‘달빛쏘나타’
 ○ 사업내용 : 당진 전통시장 야간시간대에 푸드트럭을 이용, 세계 퓨

전음식 장터 조성

  - 야시장 ~ 당진천 ~ 수변공원까지 이어지는 데이트 코스 조성

 ○ 사업주체 : 식음료 전공 등의 청년들이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설립

□ 당진시 지원 가능 사항

 ○ 창업시설(푸드 트럭 등) 및 조리 집기 지원 등

   
 

전주 남부시장 
‘밤’

□ 기대 효과

 ○ 전통시장 재료 구입, 일정 수익 기부, 다문화 여성 채용 등

 ○ 청년이 정책 수요자이자 공급자가 될 수 있는 선순화 시스템 구축

(사회적 경제 연계)
 ○ 청년 창업 지원 및 지역경제 상생모델의 청년 사회적 기업 특화 육성

전주 남부시장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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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2. 충청남도 청양군 청년희망뿌리단

지자체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충남 청양군 행정지원과 최재천 041-940-2752 tez77@korea.kr

□ 과제 개요

○ 지역 스토리텔링 수집 및 기록

- 구전되어 내려오는 설화 등 관내 이야기 등을 수집하고 기록

-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고, 가급적 문헌정보학 등 전공자 우선

- 지역 내부 관심 있는 청년을 우선으로 하되, 외부도 관계없음

- 칠갑산과 칠갑호, 천장호 등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내려오는

설화에 중점을 두며, 지역 특성상 청양읍과 정산면을 중심으로 한

2권역 분리 운영

□ 청양군 지원 가능 사항

○ 지역 스토리텔링 수집을 위한 활동비 지원

- 마을 방문에 필요한 여비 및 사무관리비 등 재정적 지원 가능

□ 기대 효과 

○ 지역 관광 활성화 효과 증대

- 경관 자원 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 문화적 욕구 충족을 통한

관광 수요 증대

○ 주민 정체성 강화

-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알지 못했던 민간 설화나 역사적 사실들을

통한 소속감 증대



- 34 -

Ⅴ-3. 충청남도 예산군 청년희망뿌리단

지자체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예산군 총무과 박철희 041-339-7204 pchjms@korea.kr

□ 과제 개요

○ 청년 상인 육성을 통한 상설시장 활성화

- 노후화되고 빈 점포가 많은 예산상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 내

빈점포를 매입 또는 임대차, 리모델링하여 청년상인에게 제공

-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을 선정, 청년상인 육성·지원

- 중기청 및 충남도의 청년상인 육성사업 공모 병행

□ 예산군 지원 가능 사항

○ 예산상설시장 내 빈 점포 매입 또는 임대차, 리모델링

- 시장 내 빈 점포 5개소를 선정하여 기본공간 설계 후 불필요 부분

철거작업, 천정 도색, 전면유리 등 리모델링 사업 추진

○ 창업 컨설팅 지원

- 예산상설시장 주변의 직장인 층 욕구 파악과 반영으로 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청년상인 창업자의 성공률 제고

○ 청년상인 창업교육

- 창업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에 의한 체계적 교육 실시로 효

율적인 실무 학습으로 현장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역량강화

- 청년상인이 지속적 영업이 가능하도록 주변 상인과의 동화와 협

력적인 커뮤니케이션 유도

□ 기대 효과 및 목표

○ 청년상인 육성·지원으로 쇠퇴해가는 있는 상설시장에 새로운 기운

주입과 관광시장으로의 변모 모색

○ 사업성과에 따라 사업량을 확대, 구도심 공동화 방지 등 기대

○ 청년 일자리 창출로 지역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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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1. 전라북도 정읍시 청년희망뿌리단

지자체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정읍시 총무과 송화주 063-539-5133 wine74
@korea.kr

□ 과제 개요

【정읍대표음식 단풍미락 개발】

○ 개발기간 : 2016. 6 ~ 2016. 11(5개월)

○ 개발기관 :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개발음식 : 3종(귀리떡갈비, 쌍화차삼합, 사과맥적)

○ 소요예산 : 60,000천원

【정읍대표음식 맛집 지정】

○ 지정장소 : 3개소(쌈촌, 옥돌생고기, 서래원가든)

【정읍대표음식 홍보】

○ 주요내용

- 대표음식 3개소 맛집 지정증 수여 : 2016. 11

- 대표음식 3개소 현판식 개최 : 2016. 11

- 홍보용 책자 및 리플렛 제작 배포 : 2016. 12

- 인터넷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 사이트 등록 : 2016. 12

- 스마트폰 앱사이트 및 어플개발 : 2016. 12

【현 운영 실태 및 문제점】

○ 대표음식에 대한 홍보 부족과 청년층에 부합하지 못한 맛으로

개발한 음식을 찾는 시민들의 관심 저조

○ 시민들의 저조한 관심으로 대표음식으로서 위상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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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희망 뿌리단 과제】

○ 우리시에서 개발한 3대 대표음식을 젊은 층에 맞는 음식으로 업

그레이드하고, 신메뉴 개발 등을 통해 정읍 대표음식으로 자리매

김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등

□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사항

○ 공모 선정자에게 창업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빈집 빈점포 소개,

대표음식 개발메뉴 기술이전 및 현장방문 맞춤형 교육

○ 단풍미락 음식점 창업 시 대표음식전문점 및 맛집 지정증 수여

○ 정읍소식지, 전광판, 정읍맛집 홍보용 책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마케팅 지원

□ 기대 효과 및 목표

○ 빈집 빈점포 활용으로 지역 내 주택 상점가 활성화

○ 지역대표음식 메뉴개발로 음식관광객 방문 활성화

○ 안정된 소득과 일자리 창출로 수도권 청년층 지방정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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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2. 전라북도 고창군 청년희망뿌리단

지자체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고창군 자치행정과 류정선 063(560-2312 ljs0308@korea.kr

□ 과제 개요

【고창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 위 치 : 고창전통시장 일원(빈점포, 이동식 판매대)

○ 기 간 : 2018. 1 ∼ 2020. 12.

○ 내 용 :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갖춘 청년상인의

육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현 운영 실태 및 문제점】

○ 상인들의 노령화로 인해, 유통 경향을 따라가지 못하고 새로운

컨텐츠 반영에 대해 거부하고 있음 ex)온누리상품권, 카드 결제 등

【지역희망 뿌리단 과제】

○ 시장 먹거리 및 볼거리 개발을 통한 청년상인 ‘핵점포’ 육성

□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사항

○ 이동식 판매대 지원

○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청년몰 육성사업

등을 연계 추진

□ 기대 효과 및 목표

○ 청년상인 유입으로 인한 전통시장 활력 제고

○ 빈점포 활용을 통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 고창의 특산물과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결합된 먹거리 및 볼거리

개발을 통한 고창 관광 활성화

○ 안정된 소득과 일자리 창출로 수도권 청년층 지방정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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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 전라남도 청년희망뿌리단

지자체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송희경 061-286-6264 shk709@korea.kr

□ 과제개요 : 농산업 분야 청년 창업농 육성

○ 모집인원 : 50명

○ 활동내용

- (창업농 네트워크화) 지역 청년농간 조직화․규모화로 네트워크 구축

     ․ 청년농간 통합 마케팅으로 대형 유통시장에 조직적으로 대응 

     ․ 소규모 생산되는 지역 청년농 농산물을 꾸러미 농산물*  판매

* 소규모 다품종 농산물을 한데 모아 통합 마케팅·판매

     ․ SNS 마케팅을 적극 활용,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상품 개발

- (창업농 역량강화) 농업의 전문화․선진화․첨단화 선도

     ․ 생산, 가공, 유통 등 농업 전반에 관한 정기적인 전문가 강의

     ․ ICT 융합 에너지절약형 스마트팜 및 관련 선진 농업기술 전파

- (예비 창업농의 멘토링 제공)신규 진입 청년, 예비 창업농과 멘토-

멘티 결연, 성공노하우 전수 및 공유로 시행착오 방지

- (농촌의 새일꾼 역할) 고령화된 농촌의 농작업 대행 등 새로운 활력 부여

□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사항

○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지원(50세 이하, 2억원 창업자금 융자)

○ 대학생 농산업 체험캠프 운영으로 창업유도

□ 기대 효과 및 목표

○ 농업 고령화 극복, 첨단화․선진화․전문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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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2. 전라남도 청년희망뿌리단

지자체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전라남도 해양항만과 최소영 061-286-6864 micro88@korea.kr 

□ 과제 개요 : 섬 가꾸기 및 마을기업 창업 희망 청년 육성

○ 모집인원 : 10명

○ 활동내용

- (섬마을 가꾸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섬마을에 활기 부여

     ․  매력 넘치는 섬마을 조성으로 관광 만족도 제고 및 섬주민 삶의 질 향상

     ․  독특한 섬 자원과 문화 특화개발(국내외 우수사례 마을주민과 협력)

     ․  SNS를 통한 섬마을 홍보, 스토리텔링

- (주민소득창출) 온․오프라인 소득상품 개발, 마을 공동브랜드 개발 등

     ․  고령화 등으로 마케팅에 취약한 지역주민의 농수산물 판로 개척 지원

     ․  마을기업 운영 지원 및 사무장 역할을 통해 청년의 창업역량 제고

     ․  인테넷 홈쇼핑, SNS 홍보, 홈페이지 관리 등 지원

□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사항

○ 전남도 역점시책 ‘가고싶은섬가꾸기’와연계, 마을공동수익사업 참여 지원

○ 섬마을 폐가 및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공간 제공

□ 기대 효과 및 목표

○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침체된 섬 지역에 청년 활기 부여

○ 섬마을 주민과 함께 소득창출 및 창업·마케팅 능력 강화

○ 마을 코디네이터 겸 섬 주민으로서 정착 동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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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3. 전라남도 청년희망뿌리단

지자체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전라남도 문화산업디자인과 권재철 061)286-5322 kirk520@korea.kr

□ 과제개요 : 지역 설화 기반 스토리텔러 및 웹툰 창작 전문인력 양성

○ 모집인원 : 50명 내외

○ 주요내용

- 이야기산업의 원형인 지역의 설화(신화, 전설, 민담, 우화 등)와

문화관광이 접목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 고령화로 사라져가고 있는 지역의 설화를 보존하기 위해 ’16년부터 18개

시·군의 설화 발굴 조사 실시(11개 시․군 4,984건 조사 완료)

- 지역 대학(순천대학교 등)과 협업을 통한 예비 창작자 프로그램을

운영을 거쳐 웹툰 전문작가로 활동

□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사항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 구축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및 “스마트 창작터” 입주 우선 지원

     - 사업모델 검증 등을 통해 창업지원금 지원(팀당 3백만원 내외)

○ 예비 창작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웹툰 관련 장비(펜 태블릿)

및 소프트웨어(클립스튜디오) 구축 지원

□ 기대 효과 및 목표

○ 설화를 기반으로 짜임새 있는 스토리를 통한 관광 상품 개발 가능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권 확보가 가능한 가상현실(VR), 증강현실

(AR) 등 “New 콘텐츠 산업”의 파일럿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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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4. 전라남도 청년희망뿌리단

지자체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윤보은 061-286-5465 bboya1000@korea.kr

□ 과제개요 : 대학생 문화재 지킴이 봉사활동단 운영

○ 모집인원 : 200명

- 거주지 및 본적이 전남인 대학생(타 시․도 소재 대학 포함)

- 도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외국인 유학생 포함)

○ 활동내용

-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잡초제거, 풀베기, 배수로 정비 등 전문적인

관리기술을 요하지 않는 분야 봉사활동

- (문화재 보존·관리 아이디어 제공) 효율적인 보존·관리 방안, 문제점 및

개선대책, 관광객 증대 방안 등에 관해 수요자 입장에서 아이디어 제안

- (남도 역사문화유적 탐방) 도내 문화자원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탐방 프로그램 참여, 남도 역사문화유적 홍보 활동

- (문화재 보호 자매결연) 도내 권역별 문화재 및 대학을 연계, 재학생의

문화재지킴이 봉사활동 참여 활성화 등으로 문화재 보호 강화

□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사항

○ 전남 광역연계 투어버스 ‘남도한바퀴*’를 활용한 역사문화유적 탐방 지원

* 저렴한 비용(1인 9,900원)으로 코스당 도내 2～3개 시·군의 8～9개소 주요 관광지(문화재 등) 여행

○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한 ‘문화재 바로알기’ 교육 제공 등

□ 기대 효과 및 목표

○ 문화재지킴이 봉사활동을 통해 문화재 보존·관리의 필요성 인식 확산

○ 지역 문화재 탐방·체험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여 지역 문화자원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향토애와 자긍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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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5. 전라남도 목포시 청년희망뿌리단

지자체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목포시 일자리정책과 김은경 061-270-8771 enen75@korea.kr

□ 과제개요 : 지역 IT 기반조성 창업가 육성

○ 모집인원 : 20명

-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관리 인력, 자료조사·기획 등 기본인력

○ 활동내용

- 지역 상점 홈페이지 구축 및 통합 유지관리 등 IT기반 창업

     ․ 개별 홈페이지․SNS 등으로 분산된 목포지역 상점들의 통합적 정보제공

     ․ 온라인을 통한 제품 판매 확대로 매출 증가

     ․ 스토리텔링형 DB 구축을 통한 관광상품으로 연계 

□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사항

○ 시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 on/off 라인을 통한 희망 청년 모집

○ 청년 활동 교육 및 컨설팅 장소 제공 가능

○ 지역 대학 관련학과, 동아리,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연계 협조 가능

□ 기대 효과 및 목표

○ 지역 상점 통합홈페이지를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제공

○ 정보기술능력과 무관하게 모든 희망 상점의 참여 가능

○ 제품 판매와 관광상품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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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6. 전라남도 여수시 청년희망뿌리단

지자체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전라남도 여수시 지역경제과 정혜경 061-659-3621 jhk7203@korea.kr

□ 과제 개요 : 여수 365아일랜드 청년 유람단 운영

○ 모집인원 : 50명(여수지역 내․외부에 거주 청년)
○ 활동지역 : 여수 관내 365개 섬지역

○ 활동내용

- 관내 365개섬에 대한 월별․테마별 콘텐츠 및 스토리텔링 개발

- 섬을 탐방 및 자연․인물․문화재 조사 등을 통한 이야기책 발간

- 섬 관광루트 기획 및 프로그램 참여, 청년 참여문화 플랫폼 구축

□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사항

○ 현장 활동 지원, 청년 창업공간 및 활동장소 제공

○ 섬여행 전문가 및 문화관광해설사 연계 지원

○ 청년 사회적기업가 창업․육성 지원(창업지원 2천만원/융자 5천만원)

□ 기대 효과 및 목표

❍ 지역 청년들이 고향의 아름다운 섬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생활문화

등을 배우고, 문화·관광·예술 등 재능기부로 지역 스토리텔링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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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7. 전라남도 여수시 청년희망뿌리단

지자체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전라남도 여수시 지역경제과 정혜경 061-659-3621 jhk7203@korea.kr

□ 과제 개요 : 우리동네 보석찾기 청년 기획단 운영

○ 모집인원 : 40명(여수지역 거주 청년, 대학생)
○ 활동지역 : 여수시 22개 읍․면․동
○ 활동내용

- 우리동네주변의아름다운보석(전설, 설화, 자연물, 문화재등) 자료수집및조사

- 우리동네 아름다움 보석 찾기 책자 및 영상물 제작 홍보

- 지역관광 사업과 연계한 스토리텔링 관광 개발

- 지역주민, 어린이, 학교 등에 교육 현장학습장으로 활용

□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사항

○ 청년 활동 교육 및 컨설팅 장소 제공

○ 자료 수집 및 조사 활동 연계지원(문화원, 지역사회연구소 등)

○ 활동 결과물 책자 및 영상물 제작 지원

□ 기대 효과 및 목표

○ 지역 청년들이 지역 활동 체험 기회 부여 및 생활 주변의 추억

이야기 발굴로 고향의 자긍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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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8. 전라남도 순천시 청년희망뿌리단

지자체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전남 순천시 시민소통과 이재환 061)749-5615 jameslee2232
@korea.kr

□ 과제개요 : 청년 점포 창업가 육성

○ 모집인원 : 10명

○ 활동내용 : 창업 지원 및 취업안내 서비스

- (청년점포 조성) 원도심 내 빈 점포를 활용해 도시재생 및 청년

창업을 위해 6개 점포 청년창업 운영자 모집․선정, 외부 청년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희망뿌리단 운영

- (취․창직센터) 청년간 교류를 통해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실행

시킬 수 있는 미닫이 창업소 5개소 조성계획, 다양한 문화컨텐츠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실행 청년 모집

① 지역 IT기반/IT자원 관리 : 순천 전지역 숙박시설 관리 및 홍보

② 융복합유통센터 운영 : 지역 농산물, 마을․사회적기업 등 모든 제품 판매

③ 공유경제 유통망 관리 : 차, 집, 택배, 공간 등 공유가 가능한 분야

④ 창․취업컨설팅 : 창업아이디어, 이력서․면접․메이크업․복장등지원

⑤ 문화 콘텐츠 개발 : 지역 축제․행사 콘텐츠 개발 및 관광 기획 등

⑥ 그 외 지역청년과 희망뿌리단이 협력하여 창업 아이디어 발굴 등

□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사항

○ 청년정책협의체(청년통-53명)와 네트워크 교류활동 지원 : 월 2회

- 총회 및 운영위원회(짝수달), 분과위원회(매월), 네트워크 파티(홀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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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청년센터 조성 후, ’17. 9월 예정)

- (목적) 고립된 청년들의 상호 교류와 미래사회 주체로서 성장 도모

- (기간) ’17. 3월 ~ 12월

- (공간) 취·창직 지원, 면접 실습, 창업소, 고민상담소, 휴게공간 등

- (프로그램) 일자리 상담, 취업 멘토링, 진로․고민상담, 청춘 팟

캐스트 운영, 청년활동 실록사업, 청년정책 홍보, 청년과 만남의 날,

청년문화누리단, 청년 서로학교, 1939 마음 약방문, 청년 이색올림픽,

청춘포럼, 청년 생태문화 컨퍼런스 개최 등

□ 기대 효과 및 목표

○ (상호교류) 지역 청년과 희망뿌리단 교류을 통해 활성화 기반마련

- 청년 현장활동,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참여와 소통창구 등

○ (지역정착) 활동 참여자 중 80%이상 활동분야에서 일자리 연계 정착

○ (도심활력) 청년의 성장 에너지를 지역문제 해결 동력으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청년 혁신 생태계로 지속가능 도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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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9. 전라남도 순천시 청년희망뿌리단

지자체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전남 순천시 도시재생과 김승연 061)749-5941 ialuice@korea.kr

□ 과제 개요

○ (창업․취업) 청년 사회적 기업과 청년 창업자를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원도심 상권 활성화

- 인근 도시에 대형 아웃렛 및 쇼핑몰 오픈에 따른 상권 변동(쇠퇴), 빈 점

포 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으로 청년 창업 공간 마련

- 미취업 청년 및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청년 창업 챌린지 숍 지원 사업, 빈 집 뱅크제와 연계 운영

○ 고용 창출 인원 및 수혜도

- 청년 (만19세~39세)일자리 창출 : 10명, 확대 시행 시: 300명(150점포×2명)

-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통한 주민 수혜도 : 50,600명 / 일평균

○ 희망 청년수 : 5명

□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사항

○ 청년 사회적 기업과 청년 창업자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

- 창업 교육,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시 홈페이지, SNS를 통한 홍보 지원

○ 빈 집, 빈 점포를 조사 관리하여 공간 확보 및 임대료 지원

○ 순천시, 상인회, 건물주, 주민협의체, 청년 창업자간의 MOU를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

□ 기대 효과 및 목표

○ (일자리 창출)청년 사회적 기업과 청년 창업 육성 및 기반 조성

-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개발, 청년의 사업적 기반 및 청년 문화 공간 확보

○ (지역정착) 청년 인구 유입 및 지역정착, 지역 상권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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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0. 전라남도 광양시 청년희망뿌리단

지자체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광 양 시 전략정책
담당관 서진숙 797-1964 jinjum1@

korea.kr

□ 과제개요 :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양성

○ 모집인원 : 5명

○ 활동내용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참여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공모사업 발굴 및 참여

    ∙ 공동체 형성과 활성화를 위한 주민 역량교육, 주민교류 및 활동지도

- 마을공동체를 견인할 리더 발굴 및 육성

    ∙ 신규 인력 양성 교육 및 기존 인력 역량강화 교육

□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사항

○ (아카데미 운영) 권역별 마을리더 양성 교육 지원

○ (워크숍) 마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함께 찾을수 있는 행사 개최

○ (벤치마킹) 우리와 비슷한 마을을 견학하여 우수 사례 탐방

○ (현장활동 지원) 광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지원센터에서 현장활동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 재정적 지원

□ 기대 효과 및 목표

○ 마을 주민이 모여 마을에 필요한 것과 마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여 지역공동체 모델 정립 및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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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1. 전라남도 광영시 청년희망뿌리단

지자체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광양시 관광과 정인숙 797-2857 sugar724@
korea.kr

□ 과제 개요

○ 광양학연구소와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스토리 발굴

- (기간) ’17. 3월 ~ ’17. 12월

- (내용) 5명의 청년으로 구성된 1개 팀이 지역의 스토리 발굴할 수

있도록 현장 답사, 인물취재, 기존 기록 수집 등 지원

○ 광양을 알고, 알리는 청년리더 육성

- 기존 관광지, 역사 유적지의 의미부여

- 광양의 역사와 의미를 아는 청년리더의 육성

□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사항

○ (발표회) 발굴내용 발표회 개최(광양학연구소 주관)

○ (현장활동 지원) 광양시 유적지, 관광지, 관련 인물 탐방 등

현장활동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 (결과물 기록) 활동 결과물을 설화, 민담 관련 책자 등으로 기록

□ 기대 효과 및 목표

○ 잘 알려지지 않은 설화나 위인 등을 발굴을 통하여 지역민들에게

자긍심을 키우고 이야기가 있는 문화광광도시 이미지 부여

○ 광양시 청년정책 일자리창출 성공모델로 자리매김, 성공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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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2. 전라남도 곡성군 청년희망뿌리단

지자체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전라남도 곡성군 행정과 손선미 010-2226-5005 sonsm467@korea.kr

□ 과제 개요

○ 지역내 빈창고, 빈점포 등을 활용한 특색있는 창업

- (카페·음식점 등) 빈창고(양곡창고 등) 및 빈점포를 활용한 복합

예술카페(체험+전시+카페) 또는 테이크아웃 음식점 등 창업

□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사항

○「곡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근거한 청년창업으로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천만원 지원

- (대상) 만 15세 이상 49세 이하로,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두고 거주한 사람

- (내용) 사무실 내부수선비 등 창업자금 및 창업기업 청년인턴 채용 지원

※「곡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정 중(상반기 공포 예정)

□ 기대 효과 및 목표

○ 시대에 걸맞는 특색있는 창업으로 상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청년들의 정착에 따른 인구 증가 및 관광객 유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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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3. 전라남도 구례군 청년희망뿌리단

지자체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김 한 모 061-780-2072
hansari123@

korea.kr

□ 과제개요 : 명품 친환경농업도시 디자이너 육성

○ 모집인원 : 8명

○ 활동내용

- 외부 농업마케팅, 디자인, 농업경영 전공의 청년을 모집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 주체들을 품목․지역별로 네트워크화

- 양보다 질위주의 상품 차별화 전략과 시장 지향형 농업경영

- 농업의 1.5차화(농업과 타산업을 연결 고부가가치화) 전략 수립

○ 필요성

- 농산물 브랜드 가치 대비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마케팅 전략 부족

- 웰빙 등 안전농산물 수요 증가로 구례 청정 농산물 마케팅 필요

- 영세농, 고령농에서 농기업, 농산업 전환을 통한 경쟁력 확보 필요

- 농특산물 상품 차별화 전략과 경영자 능력을 갖춘 농기업가 양성

□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사항

○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 귀농인에게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10개월 체류 공간제공과 농업창업 희망분야 중심 영농기술교육, 실습,

체험 등을 통해 안정적 농촌정착과 창업 기회 제공

□ 기대 효과 및 목표

○ 청년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기존 농업인에게는 취

약점 보완 및 상생 협력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쇠퇴해 가는 우리 농업에 젊은 활기를 불어 넣어 미래 농업의

새로운 비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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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4. 전라남도 진도군 청년희망뿌리단

지자체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진도군 투자마케팅과 이소영 061-540-3810 sinbi21@korea.kr

□ 과제개요 : 포장디자인 및 디스플레이 전문인력 육성

○ 모집희망 청년수 : 3명(디자인 전공자 배치)

○ 과제내용 : 상품 포장디자인 개발 및 상담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 필 요 성 : 농어촌 특수성으로 인해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

인지도가 낮고, 대도시권과 거리가 멀어 디자인 개발 애로

○ 활동 방법

- 소비트렌드에 맞는 포장디자인 개발 및 상담

- 지자체에서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박람회, 직거래행사시 전시 및

판매상품 디스플레이 디자이너 역할 수행

□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사항

○ 농어민, 지역기업의 포장디자인 개발 및 상담 활동비 지원

○ 박람회, 직거래행사 참여 실비보상

□ 기대 효과 및 목표

○ 지역 상품 이미지 고급화로 판매를 촉진시키고 경쟁력을 높여

농어민의 실질적 소득증대 향상

○ 지역기업 발굴 육성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소비트렌드 방향을 읽고 소득과 직결되는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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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1. 경상북도 안동시 청년희망뿌리단

지자체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안동시 평생교육과 장용호 840-5587 mcjjang999@korea.kr

안동시 동네대학 추진계획

지역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활용한 지역 청년 참여주도 청년학교 조성

다양한 학습문화를 즐길 수 있는 청년 허브 구축 및 진로디자인 거점 활성화

□ 추진배경

○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기회가 부족한 중소도시 청년들에 스

스로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학습의 장 마련

○ 양질의 강사 섭외와 동시에 개인이 쌓아올린 지식을 공유하여

공동체로써의 지역 공감대 형성

○ 1회성·주입식 강의 위주가 아닌 토론·워크숍과 같은 적극적이고

다양한 학습문화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디자인 거점 활성화

○ 지역 인사 및 지역의 단체 등을 활용하여 풍성한 프로그램을 제

공함으로써 시민의 학습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커뮤니티와 배움으로 재미있게 사는 디자인 워크숍

<동네 한비퀴>

- 관련 영상시청, 책 읽기, 커뮤니티 디자인 특강, 토론, 포럼 등

으로 구성, 함께 공유하고 학습

- 유휴 공간을 살려내는 리모델링, 골목 미술, 업사이클링 문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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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예산학교, 커뮤니티 디자인 워크숍 활동을 묶어 책으로 편집

‣ 개개인에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고취, 지역 공동체 복원토대

‣ 취업난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 세대의 지역 경제 참여 활성화 기대

‣ 지역 인사 및 지역 단체 등의 인력 적극 활용

‣ 청년 기획자 그룹을 구성하여 주민 참여형 워크숍 운영 방안 강구

‣ 전문적인 커뮤니티 디자인 인력 양성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 청년 밀착형 학습공동체로 학습문화 조성 및 진로디자인의 장 제공

‣ 청년 학습기회 확대와 후속 문화기획 등으로 지역민 삶의 질 향상

‣ 작지만 의미있는 청년들이 참여,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

획과 같이 문화와 일자리가 결합할 수 있는 활동장려

- 취업난을 겪는 지역 청년 세대가 경쟁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형성, 커뮤니티경제 활성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육성

○ 개인의 삶과 지역공동체를 이어주는 청년예산학교

<머니? 머니!>

- 학습과 실천 필요성을 발굴하고, 관심 있는 학습자를 모아 소모임

결성, 연구자료 발표 등과같이 구체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

도록 후속 활동 장려

- 지역 민주주의 기초를 다지고, 지역 사회를 발전시킬 수 원동력이

될 청년 역량 강화

1회성, 주입식 강의 활동한 자료를 책으로 출판

청년 커뮤니티 부족  후속 활동과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

지역탐구의 공간부족 도시재생 구역 빈공간을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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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향

○ 지역청년의 동내대학 개강

- 함께 공유하고 배우는 학습공동체 조성

- 유관기관 및 협조요청 기관 등에 사전업무 협조 요청

- 프로그램 개발, 강사섭외 및 학습자 모집을 위한 홍보

- ‘동네한바퀴’, ‘머니? 머니!’ 등 프로그램 추진

○ 청년이 만들어가는 학습공동체 개최

- 커뮤니티와 배움으로 재미있게 사는 커뮤니티 디자인 워크숍

- 링커파티하우스 및 안동의 구도심 구역 내 유휴 공간 활용

- 지역 인사 초빙, 청년 참여, 상시토론 및 포럼 개최

○ 개인의 삶과 지역 공동체를 이어주는 청년예산학교

-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 발전에 대한 청년들의 의식 고취

- 지역민주주의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높이고 소모임 결성

- 연구자료 발표 등과 같이 구체적인 후속 활동 장려

□ 기대효과

○ 지역공동체 활성화

- 경쟁이 아닌 커뮤니티 기반 청년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발적인

청년 참여 전개

- 적극적인 후속활동을 통해 공동체 문제 해결을 주도적으로 해

결해 나갈 수 있는 인력 양성

- 청년의 지역 참여를 통한 세대 간 통합 및 지역 활력 증진

○ 일자리 창출

- 다양한 지역 청년들의 가능성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지역의 문화적, 사회적 현안을 해소하는 비즈니스 모델 발굴



- 56 -

- 분야별 전문가 집단을 연결하여 상생의 창업 활동 유도

○ 협치 강화

- 실제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례를 통해 지역청년 시점 탐구 및

생존가능성 모색

- 청년들의 주도적 참여를 바탕으로 긍정적 지역인식 변화 유도

및 지역 정착 장려

- 민, 관 협력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범 사례 발굴

및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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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1. 경상남도 김해시 청년희망뿌리단

지자체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김해시 아동보육과 권희정 055-330-6753 kookie98@korea.kr

□ 과제 개요

○ 과 제 명 : 지역아동센터 학습지원 청년 활용

○ 활동내용

- 주 1회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국어, 수학, 미술 등 학습지도

- 상담을 통해 아동들의 욕구 파악 → 향후 종합지원계획에 활용

○ 지역여건

- 2017년 2월말 현재 33개소

- 이용아동 987명

○ 모집인원 : 학습지도 가능한 청년 6명

※ 조건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없는 자 중 읍ㆍ면지역 근무 가능자

□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사항

○ 지역아동센터 홍보 및 협조

○ 미술 등 학습준비물 지원

□ 기대 효과 및 목표

○ 읍ㆍ면 지역아동센터의 교사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 아동들과의 상담을 통한 욕구 파악으로 현실적인 지원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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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2. 경상남도 거제시 청년희망뿌리단

지자체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거제시 관광과 한힌샘 055-639-4163 skyfly2023@korea.kr

□ 과제 개요

○ 과 제 명 : 거제관광 알리미(써포터즈) 구성·운영

○ 활동목적

- 지역 주력 산업인 조선업 침체로 부각된 관광산업 활성화

- SNS를 이용한 트렌디(trendy)한 홍보활동으로 마케팅 효과 극대화

- 시민주도 지역관광홍보활동으로 민관(民官)이 상생하여 지역위기극복

○ 구성계획

- 모집인원 : 청년 5명

- 지원자격 : 블로그, SNS 등 소셜미디어 활용에 능숙한 청년 거제시민

- 선정기준 : 홍보 관련 활동 경력, 시정관심도, 블로그 포스팅 능력

○ 활동내용

- 온 라 인 : 주간관광 포스팅(블로그), 실시간SNS(인스타그램) 활동

- 오프라인 : 정기간담회, 관광홍보캠페인, 여행주간행사, 공모심사 참여

□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사항

○ 활동 인센티브(incentive) 제공

- 관광홍보 포스팅 작성자 인센티브(원고료) 지급

○ 관내 팸투어 실시

- 관내 주요관광지 팸투어를 통한 관광지 자료 수집 지원

○ 유료관광지 이용료 지원

- 포스팅 작성을 위해 방문한 유료관광지 이용료 지원

□ 기대 효과 및 목표

○ 지역 청년 참여로 다양하고 색다른 지역관광 콘텐츠 발굴 확대

○ 시민 주도적 홍보활동 실시로 민관(民官)의 소통 기회 확대

○ SNS의 파급력을 이용한 실시간 관광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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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3. 경상남도 함안군 청년희망뿌리단

지자체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함안군 행정과 김경미 055-580-2105 naraola@korea.kr

□ 과제 개요

○ 과 제 명 : 청년 자원봉사(마을동무)

○ 활동내용

- (하굣길 길동무) 결손가정이나 다문화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하굣길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 (방과 후 학습동무) 마을경로당을 활용하여 방과 후 학습이나 학교

숙제 등 부모의 손이 못 미치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생활지도

- (마을동무 역할 수행) 지역사회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세대 간 가교역할을 하며, 수요 있는 마을별로 청년 1~2명

배정되면 특색 있는 자체프로그램 개발하여 실시

○ 모집대상 : 내·외부 거주자 모두 가능

□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사항

○ 결손가정 및 다문화가정 수요조사

- 해당 프로그램 수요(결손 및 다문화 가정) 및 참여 경로당 파악

□ 기대 효과 및 목표

○ 마을 세대 간 유대감 강화

- 청년봉사자들이 결손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는 마을동무로서 안

전한 방과 후 시간을 보장하며, 농촌 노령인구와 초등학교 저학

년 학생 간 가교역할로 세대 간 유대관계를 강화시킴

- 청년 봉사자들의 자체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마을 노년층과 아이

들의 만족도와 참여율을 평가하여 마을동무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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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4. 경상남도 고성군 청년희망뿌리단

지자체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고성군 행정과 최선호 055-670-2634 espoir200502@korea.kr

□ 과제 개요

○ 과 제 명 : 월이 선양사업 및 봉사단 운영

○ 활동내용 : 고성이 간직한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널리 전파하는데

출향인과 지역청년이 “함께”하는 프로젝트 추진

- 고성이 나은 의기 “월이” 선양사업(홍보 및 공모사업 참여)

- 출향인과 지역 청년 연계한 가칭 “월이 봉사단” 구성 등

□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사항 : 총괄 운영

○ 공공프로젝트분야 : 지역스토리텔링→SNS 홍보 및 공모사업 참여지원

- 지역전승 “월이” 설화 적극 홍보위해 지역청년 참여유도

ㆍ공룡나라 SNS 기자단 연계(2016년 대한민국 SNS 대상 수상)

- 공모사업 참여위해 지역스토리텔링 등 경험 있는 청년모집

ㆍ한국콘텐츠진흥원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사업

ㆍ경남문화예술진흥원 문화우물사업(마을문화공동체지원 사업)

○ 자원봉사분야 : 출향인과 지역청년을 연계한 “월이 봉사단” 출범

- 자연보호, 저소득 군민 노약자 돕기 등 고향사랑 봉사활동 전개

- 고성향우와 지역민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ㆍ26개 재외고성향우단체 또는 출향인 기업 참여유도

ㆍ지역청년 중심『고성군 120자원봉사 합동순회 봉사단』등과 연계 봉사

□ 기대 효과 및 목표

○ 기존 향우단체 노령화를 지역희망뿌리단 활동으로 개선하면서 지역

역량을 결집하고 청년참여유도로 지역활성화 동력 조성

- 출향인사와 출향기업의 참여 유도(간담회 개최 등)

- 고성의 기존 키워드인 “공룡” 이외에 “월이”를 가치 있는 브랜

드로 개발하여 지역발전과 청년 지역정착과 참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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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항포해전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선조

25년(1592년)과 27년(1594년) 두 차례에 걸쳐

왜선을 격파한 해전

※ 월이 설화 요약

고성에 숨어든 일본의 밀정을 만난 월이가

조선의 해로와 육로까지 상세히 그려져 있는

지도를 보고 일본이 조선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된 지도라 눈치 채고

붓을 꺼내들어 지도를 조작함

그 후 그 지도를 갖고 조선을 침략한 왜선은

엉뚱한 길을 들어서면서 고성군 당항포에

고립되어 조선의 수군에 무너짐

진주에 논개가 있다면 고성에 월이가 있다는

말이 있을 만큼 월이는 고성을 대표하는

역사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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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5. 경상남도 하동군 청년희망뿌리단

지자체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하동군 행정과 장용석 055-880-2155 cys7604@korea.kr

□ 과제 개요

○ 과 제 명 : 지역청년 진로지원

○ 활동내용 : 하동군 역점추진사업을 지역출신 대학생들에게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향후 취업 등 진로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 부여

- 근무기간 : 상반기 1월~2월 / 하반기 7월~8월

[대학생 방학기간 활용(아르바이트 개념)]

- 근 무 처 : 전공 활용 가능한 부서 사업장 배치

- 모집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 휴학생

□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사항

○ 하동군 주요 문화․관광․산업․생산시설 견학 추진

- 하동군청 사업부서 관리시설 미리 견학체험 기회 부여 (하동 녹차

가공시설, 농공단지, 시설하우스, 관광지 등)

○ 자원봉사활동 연계 추진

- 향우, 자원봉사자와 연계 관내 어려운 세대 지원활동 전개

□ 기대 효과 및 목표

○ 지역출신 대학생 등 청년에 사회생활 선행경험을 제공해 취업의

어려움을 체감하게 하고 다양한 일자리 수행경험을 간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향후 성공적인 진로설계와 준비의 학습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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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6. 경상남도 합천군 청년희망뿌리단

지자체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합천군 기획감사실 서한재 055-930-3022 shj0718@korea.kr

□ 과제 개요

○ 과 제 명 : 청년 지역축제 지원

○ 활동내용

-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지역축제 테마에 맞는 창의적 아이디어 제공

(전시, 체험, 먹거리, 공연, 입장권 판매 등 다양한 분야)

- 축제행사 자원봉사 : 체험, 안내, 외국어 등 자원봉사 실시

※ 모집대상 청년 : 지역 거주 청년, 지역에 거주하다가 현재 외부거주청년

<합천군 참여 대상 축제>

 ❍ 축 제 명 : 대장경 세계문화 축전 

 ❍ 기    간 : 2017. 10. 20(금) ~ 11. 05(일) / 17일 간

 ❍ 장    소 : 대장경테마파크, 해인사 일원

 ❍ 주요내용 : 개·폐막식, 전시·공연, 학술심포지엄, 홍보, 이벤트 등

 ❍ 주최/주관 : 합천군, 해인사/합천군

□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사항

○ 아이디어의 창의성, 현실성에 따른 지원

- 높은 관광객 유인효과 기대, 체류시간 향상 가능성 등 아이디어

수준에 따른 체험코너 운영 등 지원 가능

○ 축제행사 자원봉사 시 식비 등 실비 지원 가능(관련 내부 규정에 따름)

※ 청년 지원가능사항은 청년역량, 축제담당부서 필요성 등에 따라 유동성 예상

□ 기대 효과 및 목표

○ 청년참여로 청년층 니즈를 축제에 반영하여 관광객 유도 등 지역발전도모

○ 귀농에서 탈피한 청년 활동 공간 조성으로 청년활동 인식 전환



- 64 -

Ⅸ-7. 경상남도 합천군 청년희망뿌리단

지자체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합천군 기획감사실 서한재 055-930-3022 shj0718@korea.kr

□ 과제 개요

○ 과 제 명 : 합천 영상테마파크 운영 지원

○ 활동내용

- 주말 테마파크 관람객 볼거리를 위한 이벤트(마술, 풍선아트) 활동

(이벤트 및 문화체험 활동 시 시간, 내용 등은 담당부서와 협의 후 시행)

※ 모집대상 청년 : 가능한 지역출신 청년으로 이벤트 재능(마술, 풍선아트) 있는 청년

- 테마파크 청년층 방문객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 제공

- 테마파크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 현장 활동 체험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 위 치 : 합천군 용주면 합천호수로 757

❍ 주요시설 : 시대물 영화촬영 테마파크, 청와대 세트장 등

❍ 방문인원 : 518천명(2016년)

□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사항

○ 이벤트 활동 공간 제공 및 경험축적 지원

- 자율적인 재능 발휘 가능하도록 행정 지원

□ 기대 효과 및 목표

○ 청년 활동(이벤트)이 가시적인 관람객 만족도 증가로 확인 될 시

장기적 활동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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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8. 경상남도 창녕군 청년희망뿌리단

지자체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 김선중 055-530-1406 iamtjswnd@korea.kr

□ 과제 개요

○ 과 제 명 : 독거노인 어르신 방문 및 배달전문일자리사업

○ 사업목적 : 창녕군 읍·면별 기동력 있는 청년 2~3명을 배치하여 식사

및 우유 배달하며 본질적으로 어르신 안전망 확충

○ 사업내용 : 창녕군 읍·면별 기동력이 되는 청년 2~3명을 배치하여

독거노인 안전 확인(식사배달 및 우유배달) 수행

○ 소요예산 : 672,000천원(2,000천원 × 12월 × 28명)

○ 소요인력 : 28명(향후 14개 읍 면 각 1명 추가지원 검토)

○ 문 제 점

- (안전확인 수행 어려움) 수혜대상이 800명(식사230, 우유570)이나

식사 주1회, 우유 주2회 배달 원칙이라 자원봉사자만으로 역부족

- (기동력 있는 배달인력 부족) 노인일자리 활용하여 배달사업 추

진코자 했으나 기동력 부족으로 수혜대상 확대 어려움

□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사항

○ 식사 우유 배달과 청년일자리 사업 연계 등 행정지원

○ 청년일자리 인력, 식사배달 등 안전 확인 전반 체계적 관리

□ 기대 효과

○ 독거노인 생활상 안전도 향상으로 살기 좋은 지역조성

- 청년일자리 활용한 사업추진으로 내 고장 안전망 신뢰도 향상

- 각계 물품(쌀, 김치, 내의 등)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수혜계층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