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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소개

네트워크 소개

01 

01 

2018 네트워크 주요활동02 
 결 성

 2009년 6월, 대한민국 창원시

 의장단

 ● 의장도시 : 대한민국 창원시

 ● 운영도시 : 대한민국 군산시, 대구 수성구

 주요활동

 ● 실무자 회의 : 매년, 업무 담당자와 IAEC 회원활동 정보 공유

 ● 소식지 발간 : 연1회, 아태지역 내 국외도시와 공유

 ● 지역회의 개최

   - 격년 개최, 아·태 회원도시 순차 개최, 8회 개최(2009~2017)

    - 주요내용 : 기조강연, 우수사례발표, 학습탐방, 비회원도시 설명회 등

 ● 국제교육도시의 날(International Day of the Educating Cities) 공동 개최

 회원도시 현황 : 6개국 29개 도시

 ● 대한민국(24) :  창원, 순천, 광주, 군산, 구미, 파주, 여수, 대구 달서구, 안동,  

                             대구 수성구, 거창, 진천, 하동, 제천, 김해, 울산 중구, 부산 사하구, 

       부산 영도구, 경산, 횡성, 담양, 당진, 부산 금정구, 포항

 ● 호주(1) : Adelaide           ● 팔레스타인(1) : Bethlehem

 ● 네팔(1) : Bhimeshwor     ● 태국(1) : Phuket

 ● 필리핀(1) : Caluya

  IAEC 아·태 네트워크 실무자회의 개최 : ’18. 2. 23., 창원시
 ● 대한민국 회원도시 24개 중 18개 도시 참석

 ● 2018 주요활동사항 안내 : IAEC 정례회의·세계총회·국제교육도시의 날 등

 창원시-유네스코 공동 국제교육회의 참석 : ’18. 3. 14. ~ 3. 15.
 ● 우수사례 발표

   - 부산 사하구 : ‘사하에코문화 탐방’

                              (Saha Eco-Cultural Exploration)

   - 대구 수성구 : ‘관광을 위한 교육이 아닌 교육을 통한 관광’

                            (Tourism by Education, not Education for Tourism)

 ● 학습탐방 제공

     - 창원시 : ‘창원의 집’ ⇡ 200년 전통가옥,

                      ‘주남저수지’ ⇡ 철새도래지, 생물다양성의 보고

    - 사하구 : ‘감천문화마을’ 

                 ⇡ 2016 IAEC 우수교육도시상 시상, 

                           한국전쟁 피난지의 원형 보존 + 주민 참여 통한 마을 재생

 2018 IAEC 정례회의 참석 : ’18. 3. 15., 창원
 ● 12개 도시 참석 : 안동, 창원, 군산, 김해, 경산, 제천, 부산 사하구, 

                          대구 수성구, 당진, 울산 중구, 포항, 부산 금정구

 ● 시장단 토론(Local Authorities Panel) 참석

    : 창원(부시장), 부산 사하구(구청장), 부산 영도구(부구청장), 대구 수성구(구청장 대행)

 2018 우수교육도시상(Educating Cities Awards) 신청
 ● 군산, 여수, 진천, 안동       ※ 군산시 : 2018 우수교육도시상 수상

 제15회 IAEC 세계총회(International Congress of Educating Cities) 참석
 ● 군산(시장), 당진(시장), 제천(부시장), 안동(부시장), 창원, 진천

네트워크 소개



  

사업배경

•2017년 8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11.8%로 창원시도 고령화 사회 진입

•노인 구직자 취업지원 및 일자리 제공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사업목표

•노인일자리 5만개 창출 : 2018~2022 5년간

•공익형(단순노무) 및 시장형(제조판매) 일자리 창출

2018 실적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채용 : 45명

•실버카페(시장형 사업) 운영 : 19개소

•일자리 창출 및 제공(공익형 사업, 시장형 사업) : 6,289명

•찾아가는 취업상담소 운영 : 월 2회 방문상담, 연 250명 취업연계

•취업교육 실시 : 교육비 지원(436명), 컴퓨터 활용법 교육(480명)

주요성과
•2017 노인일자리 사업평가 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

 창원시 우수시책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대한민국 최초의 계획도시인 창원시는 정돈된 도시 공간, 풍부한 산업시설, 쾌적한 도시 환경 등으로 인해 살기 

좋은 도시로 국내외 인정을 받아왔다.

2010년 인근의 세 도시(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하여 창원으로 새롭게 탄생하였으며, 각 도시의 특성을 살려 

마산해양신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창원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진해복합스포츠 시설 조성 등을 시정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창원시는 2004년에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으며, 2006년 IAEC 가입 후, 2008년부터 상임이사도시 

2009년부터 아·태 네트워크 의장도시를 역임해 오고 있다.

 창원시 소개 (면적 747.67㎢, 인구 1,072천명)

▶창원-유네스코 공동 국제교육회의 개최 : ’18. 3. 14.~3. 15.

▶2018 IAEC 정례회의 개최 : ’18. 3. 15.~3. 16.

▶2018 IAEC 우수교육도시상 심사 : ’18. 5.~7.

▶창원RCE 캄보디아 희망의 물품 기증 : ’18. 8. 22.

   (창원시 3개 초등학교 90학급 2,200여명 의류·학용품·생필품 등 850㎏ 기부)

▶2018 창원 평생학습 & 과학축전 개최 : ’18. 10. 6.~10. 7.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 ’18. 10. 25.~10. 27.

▶사이버 평생학습원 운영

  : 자격증, 외국어, 컴퓨터 과정 등 605 강좌 25,500명 수강

 2018 창원시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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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담당자

창원시 교육법무담당관 정지영

 055-225-2406

 gidday20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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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문해교육지원조례 제정(부산시 최초) : ’18. 2. 14.

▶창원-유네스코 공동 국제교육회의 참석 : ’18. 3. 14.~3. 15.

   (우수사례발표, 국외참가자·IAEC 관계자 감천문화마을 방문)

▶2018년 찾아가는 평생학습 홍보·체험관 운영 : 1차(4. 7.), 2차(4. 18.)

▶평생학습 통합 워크숍 개최 : ’18. 9. 12.~9. 13.

▶제3회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개최 : ’18. 10. 27.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 ’18. 10. 25.~10. 27.

   (외부박람회(감천문화마을) 운영)

 2018 사하구 주요활동

▶33만 주민이 거주하는 사하구는 대단위 산업단지가 소재하는 부산산업의 중심지

▶ 산, 강, 바다, 습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뛰어난 자연환경을 자랑하며,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지리적 환경 덕분에 

풍부한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보유

▶주요 관광지로는 다대포 해수욕장, 을숙도 철새도래지, 감천문화마을, 장림포구 등이 있음

 사하구 소개 (면적 40.94㎢, 인구 333천명)

 
사하구 담당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과 이지인

 051-220-4807

 ji0215@korea.kr

사업배경

• 사하구는 신평·장림 산업단지가 소재한 부산 대표 산업단지 지역으로 단지 내 직장인들은 근무시간으로 인해 

평생 학습 참여가 어려운 새로운 학습소외계층이기도 함

• 이러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 2013년부터 

학습하는 일터, 행복한 근로문화 형성을 목표로 기업으로 찾아가는 근로자 맞춤형 평생학습을 제공

주요내용

•공단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는 한글교실을 운영하여 문해 교육을 통한 사회 참여를 견인

•또한 관내 기업 CEO 특강(매년 2회)을 통해 CEO의 평생학습 마인드 함양교육을 실시하여 기업의 학습활동을 장려

•사하구 ‘기업! 학습으로 꽃피우다 프로젝트’로 교육을 통한 기업-지역 발전의 상호 협력체계의 기반을 마련

2018 주요 실적

 [상반기(3~7월)]  

•9개 기업 25개 프로그램 542명 참여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 동기 충족’ 응답 92%

 사하구 우수시책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 기업, 학습으로 꽃 피우다!’

 [하반기(9~12월)]

•5개 기업 15개 프로그램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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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배경
•어르신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통한 행복한 노후생활 영위

주요내용
•포항시 관내 6개 경로당을 “찾아가는 동네경로당 대학” 지정, 어르신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치매예방 주산교육, 노래교실, 건강체조 등)

2018 주요 실적
•2018년 찾아가는 동네경로당 대학 운영(6개 경로당, 120명 어르신 참여)

•2015년부터 현재까지 10개 동네경로당 대학 지정

   ☞ 향후 100개 경로당까지 “찾아가는 동네경로당 대학” 으로 지정

 포항시 우수시책 : ‘찾아가는 동네경로당 대학’

사업배경
•지역 내 새로운 학습공간 발굴을 통하여 근거리 학습망 구축 및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
•시민 소유의 학습공간을 제공받아 민·관이 함께 만들어 가는 평생학습 사회 구현

주요내용
•길거리 교실 발굴 : 카페, 식당, 빵집 등 개인소유의 사업장
•5인 이상의 시민이 원하는 강좌를 개설 후 강사 파견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서비스 제공으로 안동시 평생학습 저변 확대

2018 주요 실적
•길거리 교실 명패 전달식 및 운영자 간담회 개최
•길거리 교실 5개소 선정 시범사업 운영
•길거리 교실 맞춤형 프로그램 20개 운영 : 퀼트공예, 프랑스 자수, 외국어 회화수업, 수채화 교실 등

 안동시 우수시책 : ‘찾아가는 평생학습 서비스 「길거리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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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평생학습원 출범(조직 확대개편) : ’19. 1. 1.

▶제3기 안동시민대학 입학식 : ’18. 3. 13.

▶2018 안동시 평생학습어울림마당 개최 : ’18. 4. 7.~4. 8.
   - 시민 5만명 참석

▶2018 안동시 찾아가는 한글배달교실 통합개강식 : ’18. 7. 5.

▶2018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개최 : ’18. 9. 28.~10. 7.

▶제6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 ’18. 10. 5.~10. 7.

▶제1회 안동시 문해골든벨 대회 개최 : ’18. 10. 22.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 ’18. 10. 25.~10. 27.

▶2018 안동시 문해시화전 개최 : ’18. 11. 27.~12. 14.

 2018 안동시 주요활동▶창원-유네스코 공동 국제교육회의 참석 : ’18. 3. 14.~ 3. 15.

▶2018년 포항시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 ’18. 2 .6.~4. 10.

▶2018년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 ’18. 8. 8.

▶제6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 ’18. 10. 5.~10. 7.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 ’18. 10. 25.~10. 27.

   (경상북도 통합부스 운영)

 2018 포항시 주요활동

대한민국 산업근대화를 이끈 포항제철이 있는 대표적인 철강도시로써 

포항시는 철강도시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통해 친환경도시, 해양관광도시, 평생학습도시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음

 포항시 소개 (면적 1,128.76㎢, 인구 519천명)

▶ 안동시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로 잘 알려진 전통문화의 도시로 각 시대별로 다양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고장이자 민족정신 문화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곳으로 1963년 시로 승격되었으며,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이다.

▶ 안동시는 2003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고, 2010년 국제교육도시연합(IAEC)에 가입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안동시 소개 (면적 1,522㎢, 인구 163천명)

 
포항시 담당자

포항시 평생교육과 노종철

 054-270-4434

 rokmc14@korea.kr

 
안동시 담당자

안동시 평생학습원 평생교육과 진재경

 054-840-5578

 loveandong@korea.kr

통해 친환경도시, 해양관광도시, 평생학습도시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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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담당자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과 배서진

 062-613-2732

 bsj5631@korea.kr

 광주광역시 우수시책 

      ‘퇴직전문직 활용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업배경

•은퇴한 전문가의 재능공유를 통한 사회적 가치 재창출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아동, 장애아동 등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 제공

주요내용

•사업기간 : 2018. 1.~12.(상·하반기 연 2회 운영)

•사업내용 : 전문직 은퇴자를 활용한 아동 대상 방과 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사업규모

  - 참여자 : 아동지도에 의지를 가진 전문 능력 보유 광주시 거주 퇴직자

  - 수혜대상 :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자녀, 장애 아동 등 소외계층

  - 활동처 :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복지실 및 돌봄교실, 다문화센터 등

2018 주요 실적

[상반기(3~7월)]

•광주평생교육진흥원-교육청-지역아동센터연합회-지역아동센터지원단 MOU 체결 및 간담회

•교사 등 전문직 은퇴자 17명 / 25개 기관 파견(275명 수강)

•사전교육 및 월별 워크숍 운영 : 총 5회, 75명 참석

[하반기(8~10월)]

•교사 등 전문직 은퇴자 21명 / 36개 기관 파견(407명 수강)

•사전교육 및 월별 워크숍 운영 : 총 2회, 36명 참석

▶광주광역시 문해교육센터 지정 : ’18. 6. 20.

▶2018 광주평생학습주간 개최 : ’18. 10. 11.~10. 12.

▶2018 제3회 광주 문해의 달 기념행사 : ’18. 10. 11.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 ’18. 10. 25.~10. 27.

   (광주광역시 통합부스 운영)

 2018 광주광역시 주요활동

▶ 호남지방(湖南地方) 최대의 도시로 행정구역은 5개 자치구에 95개 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산지지역과 평야지대의 접촉지에 자리함으로써 군사ㆍ행정ㆍ교역상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음

▶ 자동차, 광산업, 로봇, 가전산업, 그린에너지산업, 금형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연구와 생산이 어우러진 

미래성장동력 기반이 확고한 생산도시임

▶ 최근에는 시민참여형 광주비엔날레 개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바탕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기반을 굳건히 다짐

▶5ㆍ18민주화 기록물을 UN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여 세계속의 인권도시임

▶ 5개 자치구가 모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고, 2008년 국제교육도시연합(IAEC)에 가입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사업을 펼쳐오고 있음

 광주광역시 소개 (면적 501.25㎢, 인구 1,489천명)

맞는 평생교육 사업을 펼쳐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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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군산시

 
군산시 담당자

군산시 인재양성과 양경승

 063-454-2604

 skysilkroad@korea.kr

사업배경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동네 문화카페에서 평생교육 및 문화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주민 교육 문화 수준 향상과 

골목상가 수입 증대

•골목상권에서 누리는 일과 삶의 균형으로 평생교육 및 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주요내용

•사업기간 : 2018. 9~12월

•사업내용 : 1개 문화카페 당 주 1회 문화교육과정 운영

  - 과정 내용 : 문화교육(평생학습 강좌, 공연, 학습 성과물 전시 등)

  - 5인 이상 희망 시 강사은행제 등록된 강사 파견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매니저 파견

2018 주요 실적

•동네 문화카페 모집(400개소) 및 평생교육매니저 모집 완료(35명)

•동네 문화카페 강사 및 매니저 교육실시

•동네 문화카페 시범운영 실시(’18년 10~12월)

 - 캘리그라피, 업사이클링 상품만들기, 퀼트공예 등

 군산시 우수시책 

      ‘우리들의 소확행 학습문화 공간!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발달장애인 전용 평생학습관 개관(대한민국 최초) : ’18. 6. 22.

   - 시범운영(’18. 7~12월)

▶2018 군산시 평생학습한마당 개최 : ’18. 10. 19.~10. 20

▶제1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 ’18. 10. 25.~10. 27.

▶지역 특성

   - 세계 최장(33.9㎞)의 방조제를 보유하고 있는 새만금 관광도시

   - 동북아경제중심 2개의 산업단지(총 48k㎡)가 있는 첨단산업도시

   - 고부가가치 문화 콘텐츠가 풍부한 근대문화도시

   - 항만, 공항, 고속도로, 철도 등 사통팔달의 국제물류 항구도시

▶주요 연혁 : 개항(1899), 일본강점기(’10~’45), 원도심재생사업(’14~현재)

▶IAEC 활동 : 회원가입(2009), 아태총회 개최(2010), 아태 임원도시(2009~2022)

 2018 군산시 주요활동

 군산시 소개 [면적 681.42㎢, 인구 273천명, 도서 63개 (유인 16, 무인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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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  구미시

 수성구 담당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과 안현숙

 053-666-4234

 llepro@korea.kr

 
구미시 담당자

구미시 평생교육원 평생교육과 김재현

 054-480-4333

 wogus1104@korea.kr

사업배경 및 주요내용

•원도심 재생 및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 기반 조성

•도시재생 지역주민 리더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개발 및 운영

2018 주요 실적

•도시재생 시민대학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 리더 양성

•원도심 활성화 및 주민역량을 통한 도시 개발 추진

•도시재생 주민공청회를 통한 주민참여 기반 구축

 구미시 우수시책 : ‘도시재생 시민대학’

▶읍면동 주민 맞춤형 교육 운영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

 2018 구미시 주요활동

▶전통 농업지역인 선산읍과 기업도시인 구미시 통합으로 이루어진 도농복합도시

▶도시 평균나이 30대로 대한민국 최고의 젊은 도시

 구미시 소개 (면적 615㎢, 인구 421천명)

 수성구 우수시책 : ‘세계시민교육’

사업배경 및 주요내용

•세계시민교육을 확산할 시민 전문가 양성

•유네스코 지침서에 따라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중학생 대상 세계시민 프로그램 운영

2018 주요 실적

•제3회 세계시민교육 국제 컨퍼런스에서 수성구청 분과 세션 운영

•중학생 대상 세계시민교육 운영(특별과정 운영, 학교 강사 파견)

▶도시의 중추 기능이 밀집된 행정, 교육, 의료, 금융의 중심지

▶공원, 녹지, 교통 등이 조화를 이루는 대구 제일의 쾌적한 주거지역

▶수성의료지구(수성알파시티)를 성장 동력으로 미래로 도약하는 도시

▶새로운 문화, 관광, 레포츠의 메카로 우뚝 선 최고의 명품 도시

 수성구 소개 (면적 76.46㎢, 인구 439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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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7  달서구

 
달서구 담당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평생교육과 김무웅

 053-667-3214

 tea0842@korea.kr

사업배경 및 주요내용

•인간소외, 이기주의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원인을 가족이나 마을공동체의 기능과 역할 상실에서 찾고 있음.

•이런 사회문제 해결의 출발은 사회 구성의 최소단위인‘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에 있음을 주목함

• 따라서 교육과 학습을 기반으로 개인, 가정, 마을이 가진 요구와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마을 재구조화’ 운동이 필요

• 이에 주민이 직접 기획, 운영하는 희망학습마을 발굴·육성 지원사업을 관내 주민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음.

2018 주요 실적

•마을증가(누적) : (2010년) 1개 → (2018년) 22개

•전국최초 희망학습마을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조례 제5조의 3)

•마을 평균 6개 사업 주민 주도로 운영, 마을별 대응투자율 30~40% 이상으로 주민의 관심과 참여 높음

•희망학습마을 우수사례(마을교육공동체 와룡배움터)

   - 2004년 성서학부모 모임으로 시작하여 ‘꿈이 자라는 와룡배움터 설립’

   -  2017년도에 달서구 희망학습마을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우리 아이가 만날 미래 4차 산업혁명 교육, 어린이 

코딩교육, 베이비부머 등 인생이모작 교실 등‘을 지속 운영

   -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7 국민통합 우수사례 전국 최우수상(대통령상) 수상

우리 달서구는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를 이루기 위해 60만 구민과 1,100명의 공직자가 함께 「구민을 신나게 

하는 경제」, 「구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 「서로가 공감하고 실천하는 복지」, 「일상에 여유와 품격을 드리는 

문화」, 「세련된 멋과 자연의 맛을 담은 도시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달서구 우수시책

      ‘평생학습으로 마을이 배움터가 됩니다! 주민이 만들어가는 평생학습도시 희망달서’

 달서구 소개 (면적 62.34㎢, 인구 583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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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당진시

 
당진시 담당자

당진시 평생교육새마을과 박진희

 041-350-3744

 jhpark84@korea.kr

사업 주요내용

▶마을과 학교를 연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마을교육공동체’ 추진

 * 주민이 기획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특성화 평생학습!

  - 지역특성화 : 마을전통 풍습체험, 1박2일 캠프(향교, 마을유적탐방 등)

  - 인성교육 : 음악과 함께 인성교육, 마을교사 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

  - 소외계층 :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하는 스피치, 리더십 교육 실시5개 읍면동 26개 프로그램 1,200여명 주민이 

참여, 추진 운영

▶지속가능한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추진

•도시재생대학, 안전문화대학 프로그램 실시

  - 도시재생대학 :  도시재생사업의 이해, 마을자원조사, 현황과 문제점, 마을스토리 만들기 등 상반기 2회 

100여명 참여 / 하반기 4회 예정

  - 안전문화대학 : 생활속 안전(응급처치, 전기·소방안전, 자동차 구조, 드론활용, 자연재난) 교육 2회 100여명 참여

•지역주민이 모여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는 ‘주민총회’

  *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계획 및 마을 특성화 프로젝트 결정

  -  주민 스스로가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마을사업의 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민주방식의 주민자치를 전국 

최초로 도입 수범적 운영

  - ‘낮에도 밤에도 가고 싶은 공원 만들기’ 사업 등 5개 읍면동 18개 사업 902명 주민 참여

 당진시 우수시책 :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창원-유네스코 공동 국제교육회의 참석 : ’18. 3. 14.~3. 15.

▶2018년 평생학습 활동가 양성과정 운영 : ’18. 6. 12.~6. 29.

▶제10회 당진시 평생학습한마당 개최 : ’18. 10. 20.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 ’18. 10. 25.~10. 27.

   (충청남도 통합부스 운영)

 2018 당진시 주요활동

▶당진시는 1,031개의 기업이 소재하고, 전국 쌀 생산량 1위의 도농복합 도시이다.

▶ ‘더 큰 도약, 살맛나는 당진’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람중심, 시민행복, 소통과 참여, 책임과 신뢰의 시정원칙으로 

풍요로운 당진경제, 함께 잘사는 농어촌, 품격 있는 교육문화, 더불어 누리는 복지, 조화로운 생태도시, 시민참여 

열린 행정의 목표로 발전하고 있는 도시이다.

 당진시 소개 (면적 664.1㎢, 인구 167천명)

2018 주요 실적

• 마을과 학교를 연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마을교육공동체’ 5개 읍면동 26개 프로그램 1,200여명 주민이 

참여, 추진 운영

•지속가능한 지역 특성화 ‘도시재생대학, 안전문화대학’

  - 도시재생대학 : 상반기 2회 100여명 참여 / 하반기 4회 160명 추진 중

  - 안전문화대학 : 상반기 1회 40명 참여 / 하반기 1회 30명 추진 중

•지역주민이 모여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는 ‘주민총회’

  - 낮에도 밤에도 가고 싶은 공원 만들기’ 사업 등 주민참여로 결정 5개 읍면동 18개 사업 902명 주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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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담당자

제천시 홍보학습담당관 홍유진

 043-641-5462

 jahappy@korea.kr

사업배경 및 주요내용

• 제천의 명소를 찾는 관광객에게 자연치유도시로서 치유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질병예방 등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함

• 제천시 평생학습관에서 평생학습을 통해 치유전문민간자격증을 취득한 

‘한방이혈치유사’ 동아리 회원의 재능기부로 자연치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시 찾고 싶은 제천 구현

2018 주요 실적

• 한방이혈치유사 20명이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제천의 관광 

명소인 의림지와 청풍문화재단지 일원에서 관광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연치유 주말체험> 프로그램 운영

• 자연치유 주말체험 프로그램은 한방이혈치유사들이 ‘이혈(귀의 혈점)’을 

자극해 여행의 피로를 없애주고 건강한 삶을 돌아보게 하는 체험으로, 월 

700여명의 제천을 방문한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체험하여 자연치유도시 

제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음.

 제천시 우수시책 : ‘자연치유 주말체험 프로그램 운영’

▶ 해마다 ‘물 만난 영화, 바람난 음악’으로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제천국제 

음악영화제가 8월에 펼쳐지며, 힐빙의 시대 건강한 삶을 담아내는 제천 

한방바이오박람회가 10월에 개최됨

▶ 평생학습 정보공유 및 배움과 나눔의 축제로 평생학습어울림한마당 

행사를 매년 10월 개최

 2018 제천시 주요활동

▶ 제천시는 아름다운 내륙의 바다 청풍호와 천혜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최고의 

관광휴양지로 자연치유도시를 지향하며 건강휴양도시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음

▶인간중심의 첨단바이오산업단지 형성 및 물류교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제천시 소개 (면적 883.17㎢, 인구 136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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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제9회 IAEC 아·태    
네트워크 지역회의

       ’19. 미정

 2018 국제교육도시의 날 기념행사

       ’18. 11. 26. ~ 11. 30. 중 하루

 2019 아·태 회원도시 
      실무자 회의
      ’19. 3월



(우 5143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용호동) 교육법무담당관 

TEL. 055-225-2406    FAX. 055-225-4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