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봉구의 지역재생과
지역발전의 방향: 

코로나-19와 지역 생활생태계의 재발견
김두환, 덕성여자대학교 사회학전공



도봉구의 지역재생 및 지역발전의 키워드: 
지역 생활생태계의 재구성
u 코로나-19의 발발 이후 직(職)〮주(住)〮락(樂)이 근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재생 또는 발전

의 방향이 새롭게 주목 받고 있음

u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 시간의 감소가 감염율을 낮춘다는 연구(미국)와 방역을 이유로 주거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자유시간의 증가한 혜택을 반긴다는 연구(스코틀랜드
와 호주)

u 사실 이러한 도시재생은 기왕의 도시재생의 사례로 스페인의 빌바오가 가장 많이 회자되고
코로나-19 발발 이전에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추진되고 있었음.

u 우리의 경우에 예를 들어 최근에 한 서울시장 후보가 내세운 21분 도시는 이러한 도시 재생
과 발전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임.

u 산업화 시대의 제조업 공장이 많이 분포했던 도봉구 지역은 과거의 생산시설이 떠나고 남은
자리에 대부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서울의 대표적인 대표적인 베드타운이 되면
서 최근에 불고 있는 직(職)〮주(住)일치 동향을 따라하기에 어려운 여건이었음.

u 이러한 도봉구 지역에 두 가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남



도봉구에 일어난 중대한 변화 1:
광역급행철도 건설 GTX-C 를 포함한 광역〮지역 교통망의 재편



2.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u https://uri.seoul.go.kr/images/area/img_work2_1.PNG





창동 상계 문화산업 단지



그런데 이들은 도봉구의 사업인가?

u 위에 나타난 것 이외에도 많은 사업이 있지만 앞선 두 개의 대규모 사업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이 이끄는 사업임. 

u 하지만 도봉구가 함께 이러한 사업들이 도봉구민들에게 실제로 편익이 돌
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서울시 차원의 정책추진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도 분명한 사실.

u 도봉구 또한 그 자체로 추진해오고 있는 수 많은 사업들이 있음.
u 그럼에도 위와 같은 사업을 위해 도봉구가 주민이 실감할 수 있는 재생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u 도봉구 자체의 사업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2017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는 『창동·
상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른 지역경제지도의 변화를 지역주민들의 생활생
태계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u 이 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동북4구, 그 중에서도 도봉·노원 권역을 베드타운에
서 문화 및 첨단 바이오산업 지역으로 변모시킬 계획을 가지고 추진함.

u 그렇다면 도봉구가 베드타운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주민의 직주일치 비율을 높이
는데 크게 기여할 사업임. 

u 이 사례는 도봉의 지역 발전은 인접 지역과 협업하고 상생할 수 있는 상상력발휘
하는 방향이 긴요할 것으로 보임.

u 특히 들어서는 다양한 시설 중에서도 창동 아레나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K-
POP을 사랑하는 수 많은 외부인들이 도봉지역을 방문하게 할 것임.

u 이러한 방문객을 지역재생과 발전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관계인구라고 칭함.
u 문제는 도봉 지역의 이러한 음악문화도시로 탈바꿈과 함께 지역을 방문하는 관계

인구가 도봉지역에서 공연 관람만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체류하는 시간을 길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연계하는 방향의 발전을 추진할 것이 요구됨. 

u 그러한 연계의 과정에서 도봉구 주민과 관계인구가 함께 편익을 누릴 수 있는 방
법은 도봉지역의 문화도시 추진에 맞는 쇼핑거리 조성이라 할 수 있음.

u 그리고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여러 문화시설들과 촘촘히 연결하는 정책이 필요
함.



해외의 쇼핑거리에 대한 연구
u 글로벌 도시들과 현지 쇼핑거리들: 뉴욕에서 상하이까지, 그 일상의 다양성

u 어느 도시에서든 쇼핑거리를 가면 그 도시의 일상적인 다양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다. 쇼핑거리는 단순
히 경제적 교환의 장소일 뿐 아니라, 사회적 지속성이 전시되고 문화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field)이기
때문

u 쇼핑거리가 존재할 때 지역주민이 걷거나 자전거로 오갈 수 있는 환경친화적 공간이 완성되고, 상점주인
이 벌어들인 돈이 외부 대기업이 아닌 도시 안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상점주인과 주민 등의 지역 커뮤니
티 또한 형성될 수 있기 때문

u 뉴욕, 상하이, 토론토, 암스테르담, 베를린, 도쿄 등 글로벌화된 6개의 도시를 선정해 현지 쇼핑거리를 탐
구. 그 결과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또한 경험하는 어려움이 서로비슷하면서도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겉보기에 무질서해보이는 각 쇼핑거리들이 어떻게 나름의 질서를 유지하며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거리들이 변화해 나갈 것인가?’ 라는 질문.

u 지역주민의 가까운 생활 반경 내에 있는 쇼핑거리는 일상적인 ‘필요’의 공간으로 존재. 각종 재화와 용역
을 제공하는 세탁소, 미용실, 청과물 가게, 델리 테이크아웃 전문점 등이 대표적. 

u 그런데 이들은 또한 지역 커뮤니티를 결속시키는 동시에 더 넓은 세계로의 확장을 가능케 하는 ‘연결’의
공간. 쇼핑거리가 온전히 집과 같은 따뜻한 친밀함을 제공하는 공간으로까지 기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
부분의 일상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교환을 위한 하나의
생태계로 구성되었음에는 변함이 없음



u 세계적 도시들은 모두 쇼핑길의 생태계를 갖고 있고, 어느 마을 어느 거리를 가든 소매
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들을 만날 수 있음. 또한 도시의 쇼핑거리는 보행친화성, 
상호의존성, 재화와 용역의 다양성, 연결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음.

u 현지 쇼핑거리는 단순히 자급자족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생태계’임. 따라서 이
들 각각이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할 때 교외의 쇼핑몰 그리고 도심의 주류지와 대결할
수 있는 경쟁력 또한 확보할 수 있음.

u 그 경쟁력의 핵심은 지역적 정체성.
u 이 연구가 살펴본 쇼핑거리들은 시장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사회적 삶을 가능케 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 또한 하고 있었음. 이들의 분명한 특징은 복잡한 도시의 공간이라
는 점. 최초 물건과 화폐의 거래를 위한 경제적 목적에서 거리들이 만들어 졌을지라도, 
이들은 나름의 장소성(a sense of place)과 상호교류 및 친화의 공간으로서의 역할
또한 함께 하고 있는 것!

u 연구가 살펴본 쇼핑거리는 경제활동이 사회문화에 배태되어 있음을 모두 보여주고 있
음. 이 거리들은사회적공간이자, 공공 정책 지원의 대상이며, 문화유산의한형태이
고, 도시거주민의삶을가능케하는곳. 특히 이 거리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결국 살
아남을 것으로 봄.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이야기
: 세계의 역사·문화 도시재생 사례

u 미국 메인스트리트 프로그램과 지역재생: 워싱턴 주의 사례

u 사례에서 주요하게 볼 점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u 첫째, 도시의 역사가 그리 길거나 풍부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의 속성을 잘 살린다면 지

역 재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들 지역에서 이뤄진 상점, 은행, 창고 등의 건물 수복을
통해 거리는 다시 재건될 수 있었다. 

u 둘째, 공간(메인스트리트의 재생)·사회(커뮤니티 및 지원조직의 재생)·경제(쇼핑객 확보) 
등의 다양한 속성을 함께 고려한 재생 계획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시행되는 지
방축제나 테마형 개발사업 등은 이러한 요소들을 함께 살피며 추진한다기보다는, 단편적
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u 셋째, 정부의 하향식 추진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 때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으며 또한 지속될 수 있다.



u일본 도쿄 가구라자카의 마을 만들기: 도심 상업지에서의 역사 경관
마을 만들기 - 가구라자카 마을 만들기에서 주목할 점 네 가지.

ü 첫째, 신주쿠 구는 스스로 주축이 되어 계획을 마련하기보다는, 마을
만들기를 위한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이나 지역주민이 스스로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면에 집중.

ü 둘째, 오랜 시간 동안 지역 공동체가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다양한 이해관계가자 얽혀있는 이 거리를 규제하는 ‘지구계획’에
이르는 데 10년이 걸렸으나, 이를 통해 결국 합의에 도달.

ü 셋째, 사회적 기업인 ‘(주) 멋진 마을’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형성했다는
점. 이를 통해 시 예산에 덜 의존하여 재생을 지속할 수 있었음.

ü 넷째, 거리의 역사를 간직한 건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넘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창조(+)하는
방향으로 마을 만들기를 추진.



u영국 게이츠헤드의 도시재생: 도시 마케팅을 통해 변신한 문화·예술도시
게이츠헤드
ü 게이츠헤드는 탄광산업을 통해 번영했던 잉글랜드 북동부의 중소도시. 
ü 그러나 석탄·탄광산업이 쇠퇴하며 게이츠헤드 또한 인구 감소와 실업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함. 
ü 그러던 중 1994년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설치된 청동 조각상인 ‘북쪽의

천사(천사 조각상)’가 평단의 호평을 받으며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 모으게
됨. 

ü 그 결과 2000년에 뉴캐슬과 게이츠헤드는 두 도시의 홍보를 담당하는
‘뉴캐슬 게이츠헤드 기구’를 설치하여 게이츠헤드 지역에 ‘발틱현대미술관’, 
‘세이지뮤직센터’ 등 역사와 예술·문화의 도시로 자리매김 하려는 시도를
이어감. 

ü 이를 통해 관광객이 증가해 지역 경제가 회복되어 게이츠헤드의 인구는
증가하기 시작했고, 일자리 창출에서도 성과 있었음. 또한 이 과정에 민간
협력 파트너십 형태로 운영되는 ‘NGI’와 지역개발을 담당하는 'ONE(One 
North East)' 등의 기관 또한 주요한 역할을 함.



다시 도봉구 지역 지도로: 창동역, 쌍리
단길, 도깨비 시장, 마들로, 평화문화진
지… 김수영 문학관, 

함석헌 기념관
간송 옛집
둘리 뮤지엄
도봉산
도봉서원
무수골
창포원
그리고

골목길자본론
슬기로운 뉴로컬생활
.be Lo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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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DMSEvFM7l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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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10등급 쇠퇴

성균관대, 연세대, 고려대 등
11개 종합대학

한양대, 경희대, 홍익대 등
21개(총 32개) 종합대학

서울대, 서울교대, 국민대 등
12개(총 44개) 종합대학

권역 대학수 비율

도심권 11개교 19%

동북권 24개교 41%

서북권 11개교 19%

동남권 4개교 7%

서남권 8개교 14% [서울시 쇠퇴축을 따라 다수 대학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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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도서관 개방 및 도서대출

• 야간 시간 주차장 개방

• 대학 내 박물관, 공연장 등 개방

•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에 교수진 참여

• 자치구민들을 우선 대상으로 평생교

육프로그램 및 강의 제공

• 지역사회 일자리 마련

•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지원

• 지역상권 활성화

대학이 지역사회로의 일방적 기여로 협력이 미미, 지속성 결여문제 1:

협력 현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파악 & 이해 부족문제 2: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1729&ei=w1VUVZfnNue3mwWJlYGIDQ&psig=AFQjCNFdK9RrOcSDxq0u42F6mTn5QoQUqw&ust=1431674355431354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42412&ei=5F1UVdq6JaKxmAXtyYCQAQ&psig=AFQjCNHWDhS5k_VmtHrF7SAPYSpzwUaUUQ&ust=14316786928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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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연구

대학이 포함된 지역사회의
캠퍼스타운 조성에 관한 연구

대학자원을 활용한
지역재생수단으로 활용 연구

[동북2권 현황분석]

전략 1. 지역상권 및 가로활성화

전략 2. 대학 잠재력 활용 지역사회 기여

전략 3. 대학과 연계한 지역산업 육성

전략 4. 대학-지역사회 갈등 해소

[대학 잠재력 활용 지역사회 기여 방안(예시) ] [2030 서울 캠퍼스타운 마스터플랜 ]

대학-지역사회 협력의 정책적 활용 및
실현방안에 대한 고민 부족 (特 도시재생)

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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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지역사회 협력활동 유형화

연구 목적:

주요 연구 내용:

(자치구, 특히 대학 주변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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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 (총 9명)

서남권 (총 15명)서북권 (총 18명)

기타 기관 (총 10명)

서울시립대학교 2명
고려대학교 2명
국민대학교 2명
동대문구청 1명

성북구청 2명 (전화 인터뷰 1명)

서울대학교 8명
중앙대학교 3명 (전화 인터뷰 1명)
관악구청 4명 (전화 인터뷰 1명)
동작구청 2명 (전화 인터뷰 2명)

연세대학교 5명 (전화 인터뷰 1명)
이화여자대학교 3명 (전화 인터뷰 1명)

서대문구청 5명
도시재생센터 1명
지역 커뮤니티 4명

서울시 5명
교육부 2명 (전화 인터뷰 2명)

국가진흥원 1명
사회봉사 협회 1명
사회적 기업 1명

•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및 그들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심층인터뷰 실시.

• 인터뷰에서 파악된 내용은 문서나 다른 인터뷰 등으로

상호 검증 과정 (triangulation) 거침.

소속 소속 / 직위

공공
기관
(3인)

서울시 재생전략팀장

서대문구청 지역활성화과장

서대문구청 교육지원과과장

학교
(1인)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교수

지역
(2인)

마을활동가 신촌상인, 신촌마을학교운영

마을활동가 학습마을학교 운영자

2차 (주제: 도시재생, 서대문구 사례)1차 (주제: 시설개방 및 도시계획)

소속 소속 / 직위

공공
기관
(2인)

관악구청 도시계획과과장

성북구청 지구단위계획팀팀장

학교
(3인)

서울대학교 시설기획과담당관

국민대학교 시설팀차장

연세대학교 기획팀차장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의견을 제시 · 반박하는 교

환과정을 통해 심도 깊고, 발전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포커스그룹 인터뷰 실시.

• 특히 이해관계자 별 의견이 엇갈렸던 시설개방 및 도시계획과

(1차), 상호 대화를 통해 더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 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 되었던 도시재생에 (2차) 관한 포커스 그룹 실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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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시설, 공간), 지식 ∙ 인적 (교수, 학생), 경제적(소비자’, 가용예산) 자산을 보유한 기관

• 도시재생에 활용 가능성: 쇠퇴 ∙ 낙후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많은 잠재적 자산 보유

• 효율적,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 대학 자원의 활용이 요구됨

• 대학은 지역사회 내 정책결정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해당사자

•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협력 및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음

• 교육, 연구, 사회 봉사는 대학의 설립 목적이자 본연의 역할

• 지역 공동체의 한 구성원 : 공동체의 발전과 문제해결에 대한 도덕적 책무를 가짐

(교육부 ; Montesinos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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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저자 연구범위 연구성과

토지이용

대학 캠퍼스 입지유형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분석에 따른 대학

촌의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김 영

(2003)
진주시 내 3개 대학

대학촌의 입지유형과 특성을 분석하고 토지이용 및 주거환경 특성을 분석함. 그 결과 주거환경개선, 교육 및 문화기능 강화, 토지

이용개선 방향을 결론으로 제시

서울시내 주요 대학 주변 토지이용 특성 연구
김흥순
(2010)

서울시 소재
21개 대학

용도별 입지계수 및 특화계수간 상관관계, 입지계수 및 특화계수와 기타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다수의 대학을 대상으로

보편적 특성 도출

대학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특성에 따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엄선용

(2013)

서울시 소재
34개 대학

과세대장을 통해 토지이용 용도 및 개발 밀도 특성을 서울시 전체와 비교 분석하여 파악하고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화 한 후 유형별

관리방안을 제시

환경정비

지구단위

대학가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활성화방안 연구
서울시

(2005)

서울시 소재

31개 대학

계획적관리가 필요한 14개 대학에 대하여 대학가 정비 및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대학가 발

전방향과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을 설정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의 효과분석
강준모

(2010)

건국대, 성신여대,

이화여대

2000년대 초반 실시된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과 향후 보완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비교 분석하여 개선된 사항과 앞으로 더욱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시함

대학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문선기

(2013)

경희대, 한양대, 
숙명여대, 성균관대

대학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4개 대학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한 SD분석과 대학가 지역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분석을 실시하여 대학별 향후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방향을 제시

캠퍼스

타운
캠퍼스타운으로서의 지역사회 발전방안

남윤섭

(2007)

상명ㆍ호서대

단국대, 백석대

대학을 중심으로한 캠퍼스타운의 특징을 살펴보고 각 대학-지역사회 간 교류, 지역사회에의 영향을 분석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

한 캠퍼스타운 모델을 제시

도시재생

대학 캠퍼스를 활용한 도시재생의 가능성
김세용

(2011)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를 사례로 지역사회와 당면한 문제를 제시 도시재생의 주체로서 활용 가능성 제시

대학 캠퍼스가 주변도시에 미치는 역할, 상생
류 훈

(2011)
서울시 대학

대학 주변의 물리적 정비방식에 따른 대학 및 지역사회와의 갈등에 따라 종합적 관리와, 이해관계자들 간 역할분담, 기능적 교류의 필

요성 제기

대학-지역사회 간 협력과 지역사회 재생
여혜진

(2010)

보스턴대, 와세다대

건국대, 연대(송도)
국내 대학이 당면한 문제와 국내외 대학-지역의 협력사례를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 재생방향을 제시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가(캠퍼스 타운)조정 기본계획
서울시

(2013)

서울시 대학

55개소

잠재력이 풍부한 대학가 주변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전략별 세부방안, 유형별 관리방향과 도시 맥락과 연계한 권역별 관리 기본

구상 제시

대학 주변 토지이용
특성 및 방향에 관한 연구

대학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연구

대학이 포함된 지역사회의
캠퍼스타운 조성에 관한 연구

대학자원을 활용한
지역재생수단으로 활용 연구

도시계획, 도시행정 관련 시기별 대학-지역사회 관련 연구 이슈 변화

(도시계획, 대민 관련 도시행정 분야) (산업정책 분야, 지역 ‘기업’과의 협력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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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Public

지역사회
Community

대학
University 

주목 의존위주



Northmore and Hart (2011), Googin and Rochlin (2000), Holland and Gelmon (1998), Kumar (1996) 등

진정으로 상생적(genuine reciprocity)인 관계1

리더쉽(leadership)6

조직 내 그리고 조직간 소통창구 (또는 연결통로)3

적절한 펀딩 (예산 또는 기금 등)4

5 기관 간 고위 관계자들의 약속과 의지

문화차이를 인정(recognition), 이해(mutual learning)해가는 관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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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 시설 자원을 활용한 협력

지식·인적 자원을 활용한 협력경제적 자원을 활용한 협력

A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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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체결 수)

2000년 부터 ‘대학-지역사회’ 간
협력 급격히 증가 추세

지방분권일활법 제정
(2000년)

※2007년은 1월~5월만 합산
교육관련법 개정

(2006~7년)

<연도별 대학-지역사회 협력 체결 수>

지역의 자립 및 발전

지역공헌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및 존재 가치 향상

지방분권

발전쇠퇴

저출산ㆍ고령화

학령기 인구 감소

공립대학 법인화

대학의 사회공헌 요구

지역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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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지역사회협력을위한보조금지원
: 지자체과 연계하여 지역 인재육성,

지역이 당면한 문제 해결 등에 기여
※ 대학당 최대 5,800만엔 (5억 5천만원)/ 년,

최대 5년간 지원

- 2013 : 23억 엔 (약 217억원)
- 2014 : 34억 엔 (약 320억원)

• 대학이 가진 다양한 자원들과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의 도시재생 및
마을 만들기에 기여
- 선언적 의의, 실효성 미흡

• 대학은 교육ㆍ연구 성과를 널리 사
회에 제공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

• 법 개정을 통해 종래의 「연구(知의
축적)」 , 「교육(知의 계승)」에 이어
「지역공헌(知의 환원)」 을 대학의 ‘3
번째 사명’ 으로 추가

「地(知)의거점정비사업 (대학COC 사업)」
(2013년-현재)

「대학과지역의연계협동에의한
도시재생추진」(2005년)

교육관련법 개정
(2006년-2007년)

국가정책과제로 선정
대학자원활용도시재생

대학의역할법으로규정
사회기여 ∙지역공헌

국책사업으로 제도화
대학-지역협력촉진을위한재정

지원

★ 요코하마 시립대 시행 사업
※ COC: Center Of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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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도: 1928년, 1949 대학승격

•위치 : 가나가와현요코하마시

•대학유형 : 공립종합대학

•2002년나카타히로시(中田宏)시장취임후지역공헌활동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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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조정과

• 설립목적: 시청 내 요코하마시-대학 협력 전담 부서

‘대학-시-커뮤니티’ 연결고리 담당

• 주요역할: 대학ㆍ도시 파트너십 협의회 결정 사항 실행

연계내용에 따라 담당부서 배정, 대학들과 협의

대학ㆍ도시 파트너십협의회

• 설립목적: 대학과 시 고위관계자들의 정기적 의견 교환의 장

• 참여대학: 요코하마 시 내 30개 대학

• 운영체계: 대표자 회의(총9회 )와실무자 회의(총42회) 분리진행

대학별전담조직

*요코하마 시립대: 
지역사회 공헌센터

요코하마시청「정책국」내설치

대학조정과

지역커뮤니티

지역의다양한요구과제에대응

실
무
자

시청대학

학장

이사장

사무담당자 (시청 및 각 대학)

대
표
자 시장(협의회회장)

구청장

정책국장or

대학·도시
파트너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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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내 설치, 대학-지역사회 협력활동 전담조직을 위해 2009년 설치
• 대학의 자원을 조직적·통합적 활용
:대학-지역조직적연계,학내·외 자원매칭,인재육성,연구·지적자원사회환원

지역공헌 센터

• 학생-지역사회 연결 창구로써 2015년 설립 (대학COC사업 일환)
• 학생의 봉사활동 및 지역공헌활동 지원
: 원스톱 대응으로 지역과의 연결 강화, 전문 코디네이터 배치, 학교의

특색을 반영한 독자적인 프로그램 제공

자원봉사 지원실

공간· 시설
자원을활용한

협력

나미끼위성연구소, 관내거점

도서관(열람가능, 대출은회원제), 다목적홀, 수영장(유료) 개방

키하라(木原) 생물학연구소 , 츠루미(鶴見) 캠퍼스 일반인공개

지식·인적
자원을활용한

협력

평생교육 어학강좌, 교양강좌, 의료강좌

초·중·고학생대상교육
블랙잭세미나, 시뮬레이션센터의학체험, 

어린이놀이등

지역고등학교와제휴사업
대학수업참여, 고등학교영어교과목

교사연수등

기부ㆍ지원강좌
은행강좌, 패션·비즈니스전략, 중소기업의

CSR 전략등

캠퍼스타운가나자와 젊은인재확보에의한지역기업활성화사업등

지역에관한 연구및수업 지역도매업활성화, 지역마을만들기실습등

학생봉사:
‘지역공헌활동사업’

간호학과생명의수업그룹,  마을만들기과정
스즈키세미나, 요코하마바시쵸프로젝트, 등

경제적
자원을활용한

협력
-

COC 
사업

COC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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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메커니즘]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요코하마시립대학의 「地(知)의 거점 정비 사업(대학 COC 사업)」 지역 거점

•대학-지역을 연결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연구, 사회 연계 추진

거점 공간의 개요 및 주요활동

→ 나미끼 거점 : 주민 건강 강좌, 이벤트, 커뮤니티 공간 등 제공

- 나미끼 지역의 상점가 내 빈 점포 이용, 2014년 3월 개소

- 초고령화 사회 과제 해결을 위한 선구적 모델이 되는 사업 전개

- 대학의 교육 및 조사∙연구 발표, 정보 발신 및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관내 거점 (교원지역공헌활동 거점, 행정-기업-NPO 활동 거점)

- 시내중심부에 위치한 셰어 오피스 내 위치

- 행정과 기업, NPO와의 밀접한 연계를 통해 조사∙연구 관련 활동, 연계강좌, 

정보발신 및 지역과제 해결을 위한 활동

나미끼 거점 관내 거점

중앙정부
(문부과학성)

대학 커뮤니티

교육연구
지역활성화활동

니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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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메커니즘]
지역에 관한 수업

•지역관련 과목; 2013년 15과목, 2014년 102과목, 2017년 120과목(목표)

- 수업: 마을 만들기 코스, 요코하마의 도시 만들기와 과제 등

- 실습: 지역 마을 만들기 실습 (대학 COC 사업 ‘엑티브 러닝’ 일환) 등

지역에 관한 연구; 교원 지역공헌활동 지원사업 (2011~현재)

• 지역사회/교원의 연구과제 제안을 통한 지역-교원 협력 연구 지원

• 대학 COC사업 시행(2013) 이후 신청, 채택 건수 급증

; 2011년(4건), 2012년(5건), 2013년(5건) →2014년(18건), 2015년(20건)

• 사업 예: 지역도매업의 활성화 (협동조합 요코하마 판매센터 제안, 2015)

지역 실천 프로그램 이수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

•지역 실습 과목 이수 시 필요한 특별강좌 실시

; 홈페이지 제작, 영상제작, 취재기술 등

요코하마 시

대학
(교수, 학생)

커뮤니티

연구,
마을만들기활동

지역과제제안, 
실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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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메커니즘]
•캠퍼스타운 가나자와 지원사업

- 학생,교원의 지역활동 지원 (지역역사유산 활용-20만엔/건, 그 외-5만엔/건)

•가나자와구 지역 기업 매력 발신 프로젝트 (‘학생-구청직원’ 팀)

- 학생들이 직접 구내의 지역기업을 취재, 각 기업의 매력 소개 팜플렛 발행

•젊은 인재 확보를 통한 지역 기업 활성화 사업

- 학생과 기업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기업-학생의 인재 매칭을 통한 구내 중소기
업 활성화 해결책 마련

•마이 타운 가나자와 핫케이(八景) 프로젝트

-대학생-지역단체 협력, 역 주변 상점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든 프로젝트
-역전 빈 점포를 활용한 활동 거점 개설 및 운영 (2009)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가나자와구와 구내 대학 ‘요코하마시립대학’, ‘칸토학원’ 연계 협정 (2008)

- 구청과 두 대학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

- 학생의 지역사회 활동 기반 마련 및 각 주체별 조정창구를 설치 연락 체계 구축

주요사업

가나자와 연구회 활동 지역 잡지 발행

가나자와 구

대학
(교수, 학생)

커뮤니티

사업모집, 
지역활성화활동

의견전달
필요사항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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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문제 개선을 위한 대학의 역할 확대

: 저출산, 고령화, 학령기 인구 쇠퇴, 지방쇠퇴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있어 대학의 역할과 대학-

지역사회 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공감, 2000년 이 후 대학-지역사회 협력 급증

: 2006-2007 교육관련법 개정: 대학의 사회봉사에 관한 역할 강조, 특히 ‘지역공헌’에 관한 부분 명시

2.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제도적 지원 및 협력 전담조직: 협력지원 사업, 협력 체계 (거버넌스)

: 중앙정부 주도의 협력 지원 사업 – COC 사업을 통한 대학 지원 (5800만엔/년; 약 5억 7천만 원)

: (요코하마) 지방정부 주도의 대학-시 협력 체계 구축, 고위 관계자들 간 정기적 만남의 장 (대학·도시파트너십협의회)

: (요코하마) 시청 내 대학조정과 신설, 대학-지역 협력 업무 총괄

: 대학 내 지역과 협력 활동을 총괄하는 조직 설치 – 지역공헌센터(요코하마 시립대), 사회연계 추진실(와세다대)

3. 커뮤니티 거점공간 확보, 역량강화, 지역 문제해결, 상권활성화 등 다방면으로 활용

: 지역공헌 활동 거점공간 마련을 위한 대학 주도의 앵커시설 설치 (요코하마 시립대)
: 특히 커뮤니티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재생을 위해 교수 및 학생들이 많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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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자원활용도시재생
대학-지역사회협력지원필요

범죄율급상승
도시재생정책필요성고조 (1990년대)

• 연방정부 : 90년대 빈곤과 범죄에 따른 도심 재생 정책
필요성; 치안문제의 심각성; 즉각적인 조치 필요

• 쇠퇴한 지역에 위치한 대학 : 안전한 환경을 조성을 통해
우수한 학생∙교수를 유치할 필요성; 대학의 사회적 책무

• 대학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
• 지역사회와 신뢰 형성, 호혜적 관계를 만들어가는기회제공
•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센터를 운영하여 장기적,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학 내 제도적 틀 구축

각 이해관계자들의 도시 재생 필요성 인식

COPC 프로그램 개발 목적

미국 범죄 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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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C의 설립 및 지원 내용

• 주택도시개발청 내 대학 파트너십 기구에 의해 설립

• 1994년~2005년, 총 189개 대학에 약 8천만 달러

(약 880억원) 보조금 지원

대학 내 전담부서
(Community Outreach Partnership Center)

연방정부 주택도시개발청 (HUD) 내

대학 파트너십 기구(OUP)

지역 사회

지역 공공기관 사회재단

재정 및 행정지원 성과보고

연구자금 지원 /요청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지원 /요청재정 및 행정 요청/지원

행정 요청/지원

물적, 인적 지원 경험적 지식

지
역

내

거
버
넌
스

운영 구조

• 대학 내 전담 부서 설치를 통한 체계적 협력활동 지원

• 보조금 중단 후에도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한 제도설계: 대학 및

외부 펀딩과의 매칭 / 보조금이 매년 줄어드는 방식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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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도: 1740년

•위치 : 펜실베니아주필라델피아서쪽, 저소득층밀집지역내위치

•대학유형 : 사립종합대학

•캠퍼스규모 및학생수 :1,222,150m2 (약37만평) / 약2만5천명

•예산 : 약8조4천억

•직접고용:

: 약3만4천명(병원포함); 필라델피아에서가장많은인원을고용하고있는민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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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1990
유펜

캠퍼스

대학 도시
특별 서비스
구역

1950 1990 1994 1996 2003 20152000

COPC 기금을 활용한 대학-지역사회 협력 진행

대학의 급격한
공간적 팽창,

지역 사회
불만 증가

제조업 쇠퇴,
급속한 교외화 및

슬럼화

COPC New 
Directions 

기금 수령
(약 $15만)

총장의 리더십
하에 지역사회
재생 전략 계획

수립

COPC
Future

기금 수령
(약 $40만)

현재까지
진행 중

COPC 
기금 수령

(약 $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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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시설
자원을활용한

협력

아서로스갤러리 (무료), 현대미술박물관 (무료)

아이스링크및테니스코트 (유료), 수목원(유료)

지식·인적
자원을활용한

협력

펜휴머니티포럼 (인문학공개강좌)

간호대학웨스트필라델피아건강의날개최

의과대학노숙자진료소사회봉사

세이어중학교건강증진과질병예방을위한프로그램

지역사회기반연구여름인턴십프로그램

모엘리스과학프로그램 (웨스트필라델피아지역학교과학교실)

지역사회학교-학생파트너십 (멘토링/튜터링프로그램)

학문기반사회봉사 (ABCS) 프로그램

웨스트
필라델피아
이니셔티브

전략
프로그램

대학지원유치원및초등학교운영

경제적
자원을활용한

협력

모기지프로그램
(대학이설정한지원구역에집을사는직원들에게7년간거주하는대신

매년3천달러의현금또는1만5천달러의일시금지원)

상가활성화 (조인트벤처를통해캠퍼스주변의상업환경개선을위한
부동산에투자, 문제있는상가들을매입→지역주민및상인들과협력

하여용도전환)

웨스트필라델피아에서구매하기 (Buy West Philadelphia) 프로그램(웨
스트필라델피아주민과사업체들의구매, 계약, 고용기회확대를지원)

Netter Center: 대학 내 지역사회 지원활동 총괄 조직

행정·대외
부총장

커뮤니티 지원활동
파트너십 센터

(Netter Center)
총장

직위
신설

• 1992년 총장 주도 설립, 부총장 직속 기관: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 안
정적, 체계적 운영

• 내부 조정과 협업, 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재원 조달
: 웨스트 필라델피아 전략 프로그램 총괄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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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재개발공사)

네터센터 지역사회
주변환경개선

적극적참여; 
지방적지식

NPO·
기업·재단

목표 주요 전략 (대학도시 특별 서비스구역 내)

지역사회
서비스 개선

•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 개선 지원
• 교내 외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가로등 설치
• 공공 공간과 거리 경관 개선

다양한 주택
선택권 제공

• 쇠퇴한 건물을 매입, 수리 후 교직원 임대
• 교직원들이 쇠퇴지역의 집을 구입하거나 수리 후 거주할 수 있도록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상가 활성화
• 캠퍼스 주변의 상업 환경 개선을 위해 조인트 벤처를 통한 부동산 투자
• 상가 매입 후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용도로 전환

경제개발 지원

• 지역 주민들의 고용기회 확대 지원
• 지역 소재 사업체들로 부터 구매 계약을 통한 지원

(Buy West Philadelphia; 1997년-2003년 총 3억 4천만 달러를 지역사
회에서 구매)

지역 교육 여건 개선
• 대학이 지원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가까운 지역사회에 설립
• 대학의 지식, 인적 자원들을 커리큘럼 설계 및 방과후 활동에 지원

5대 목표 및 전략

효과

•지역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율 저하; 대학 교직원들을 쇠퇴한 지역사회로의 이주 촉진

및 상권 활성화를 통한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

[작동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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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메커니즘]

효과 및 확산

•교수 & 학생의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

•커뮤니티 파트너십 센터를 통해 대학 전반으로 확대, 현재 29개 서비스러닝 수업 진행 중

공공

지역사회
전문서비스제공

연구'거리' 제공

기업·재단

대학

교육적 효과

Netter 
Center

교수 학생

정규수업 + 봉사활동

• 학과 코스워크에 포함, 학점을 받는 정규 과목이면서 커뮤니티 봉사활동을 수행

• 전문지식을 통한 커뮤니티 문제 해결에 기여
(Hatcher, 1995, p.112)

• 1987년부터 스프린(Spirn)교수는 밀크릭 마을 내 홍수범람지역에 관한 연구를 시작,

지역사회와 협력관계 구축

• 1996년, 서비스러닝 시작; 지역사회 개발, 수자원 관리를 직접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지역 중학생 + 대학생)

- 지역 중학생들: 자신의 집 주변 지도를 그리고 사진을 찍어 소개;

- 스프린 교수와 유펜 학생들: 빈 토지의 전략적인 재사용 및 지역 사회 정원의 설계를 위한 제안

사례: 밀크릭 마을 – 유펜 도시계획학과 협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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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도: 1982년

•위치 : 일리노이주시카고, 저소득층밀집지역내위치

•대학유형 : 주립종합대학

•캠퍼스규모및 학생수: 971,246m2 (약29.5만평) /  약2만9천명

•예산 : 약2조4천억 /  직접고용: 약1만명 (ful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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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1990 1994 1995 2004 2015

캠퍼스 공간적 확장,
주변지역과의 갈등

주변지역 쇠퇴
가속화,

캠퍼스 확장 지속

COPC New 
Directions 기금

수령
(약 $20만)

COPC 기금 수령
(약 $58만)

협력사업 활성화

대도시 연구소 설립,
주변 지역

이니셔티브(UICNI) 
시행

현재까지
진행 중

COPC를 통한 대학-지역사회 협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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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시설
자원을활용한

협력

담장개방및캠퍼스개방

실내암벽등반장(무료, 대여료별도)

헬스장(유료)

지식·인적
자원을활용한

협력

지역사회예술가및활동가정보공유활성을위한브라운백시리즈프로그램

네이버스 (법대-중학교멘토링및리더십프로그램)

거리법(법대-고등학생법수업프로그램)

약대임상약학서비스제공

치과대학-초등학생 구강보건교육

소외계층어린이책읽기프로그램

무료미술여름학교

시카고지역내가정폭력피해자를위한프로젝트

대도시연구소공개강좌

UIC
지역사회

이니셔티브

사우스시카고의상업가로활성화계획

필슨삶의질향상계획

훔불트공원이니셔티브

청소년폭력방지이니셔티브

주민과비영리네트워크프로젝트 (NNNet)

필슨임대주택현황연구
시카고애비뉴상업활성화계획

경제적
자원을활용한

협력
디자인을통한지역사회기부

• 총장의 리더십하에 UIC 대도시연구소 설립;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쇠퇴문제 해결점 모색

• 대학 재정지원 및 후원금 관리; 지역사회 및 경제 프로그램 개발; 역
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강의 제공

• 도시 계획 및 정책 대학 산하 연구소

UIC 대도시 연구소 (Great Cities Institute)
: 대학 내 지역사회 지원활동 총괄 조직

도시계획 및
정책 대학
(CUPPA)

총장
설립 대도시 연구소

(Great Cities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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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사업 추진 배경

•UIC에 인접한 남미계 저소득 이민자 지역사회인 필슨지역 재생전략의 일환

•지역사회의 불신 극복을 위한 선도적 협력 프로그램으로서, 가장 실현성 있고 단기간에 구체

적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프로젝트 선정 필요

연구 사업 추진 내용

•위 맥락에서, 저렴주택지원 보조금 신청을 위한 현황 조사 연구 시작

• COPC 보조금 활용,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연구 진행

-지역사회 조직: 조사 지역 선정, 인터뷰 실시
-대학: 연구설계, 조사된 자료 분석

효 과

•시카고 시청으로부터 저렴주택 보조금 수령 성공, 지역사회에 실질적 혜택 제공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파트너십 유지, 연구 과정에서 신뢰관례 형성, 현재까지 협력관계 지

속 (주민참여로 ‘필슨 삶의 질 향상 계획’ 수립 중)

기업·재단

재정지원

정부

GCI 지역사회
연구및강좌제공

[작동 메커니즘]

필슨 지역 인종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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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중인 연구 및 추진 내용

프로젝트 추진 내용

필슨삶의질향상계획
(Pilsen Quality–of-Life Plan)

• 지역 사회 단체, 공무원, 소유자 및 거주자 등 주요 이해 관계자 가 참여하는
9개월 프로젝트

• 교육, 주택, 일자리 등의 주요 이슈에 따른 전략계획 틀 제공

참여예산을통한도시계획
(Participatory Budgeting)

• 지역 사회 구성원이 직접 프로젝트 선정, 공공 예산의 일부를 지출 → 도시 개선
• 2013년 5월 1차 진행(올해 3차), 3,721명의 시카고 주민들이 5백만 달러

공적자금을 통해 27개의 프로젝트 선정
: 거리 재포장, 학교 운동장 개선,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을 포함

훔불트공원이니셔티브
(HumtboldtPark Initiative)

• 홈불트 공원 지역 교육 활성화로 리더십, 기술 개발 등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워크숍 제공, UIC 학생의 서비스 러닝 진행

• 지역 학부모 그룹은 지역사회의 인력 개발 및 교육 요구에 대한 설문 조사 실시
→ 역량 구축

청소년폭력방지이니셔티브
(Youth Anti-Violence Initiative)

•1 년 시범 사업으로 학교를 중퇴한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증가, 기술,
지식 및 능력 구축 → 반사회적인 행동 감소에 따라 폭력 방지

시카고애비뉴
상업활성화계획
(Chicago Avenue 

Corridor Plan)

• 인구 감소, 일자리 감소, 경제 구조 조정, 실업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략 수립, 상업 활동의 부활을 촉진하기 위한 9개월 프로젝트

효 과

•주민이 필요로 하는 연구 진행, 지역 주민의 참여도 증가에 따른 파급 효과

[작동 메커니즘]

기업·재단

재정지원

정부

GCI 지역사회
연구및강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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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 및 근린 쇠퇴에 따른 대학의 자구적인 필요성

: 대학들 스스로 대학 주변 문제 해결의 필요성 인식;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역할 공감

2. 연방정부의 마중물 사업 성격의 적극적 지원 + 민간 사회재단으로 부터의 지원을 통한

협력활동 총괄 센터 설치 및 운영, 대학-지역사회 협력활동의 구심역할

: COPC 프로그램을 통한 대학-지역사회 협력을 촉진 + 여러 사회재단으로 부터 필요한 자금 지원

: 협력 활동들을 총괄, 조정; 안정적, 체계적 추진에 기여; 지역사회, 외부 기관들의 대학과의 접촉 창구 역할

: 대학-지역사회 협력 파트너십의 중심적 역할 수행

대학 고위층 의지와 리더십의 중요성: 유펜, UIC의 경우 총장 주도

3. 지역사회 역량강화, 삶의 질 향상, 지역 문제해결, 상권활성화 등 다방면으로 활용

: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재생을 위해 교수 및 학생들이 많은 기여(지역사회연구활동, 연구소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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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재정 지원 및 거버넌스(전담조직)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이고 적절한 지원2
파트너십 형성의 마중물 및 주체간 상생의 관계를 위해서는 중앙, 지방정부의 적절한 지원은 필수
• [중앙(연방)] 일본: COC 사업; 미국: COPC 사업 + [지방] 지방정부 재정적, 행정적 지원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 전담기관 설치3

A. 상호 필요에 의한 협력

대학-지역사회 협력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한 공감1
• 일본 : 고령화, 지역쇠퇴, 학령기 인구 감소 +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대학의 역할에 대한 공감
• 미국 : 대학 주변지역 시급한 안전문제 +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감

C. 지역 특성별 다방면의 대학 – 지역사회 협력

다양한 유형의 협력 존재, 그 중 지식, 인적 자원을 활용한 협력이 다수4
• 시설 개방, 평생교육, 지역 연계 수업, 사회봉사, 학교 재정을 활용 지역 재생 등 다양한 유형의 협력 존재
• 다양한 유형의 협력 중 대학의 지식, 인적 자원을 활용한 협력이 다수

지역사회 거점공간 확보, 역량강화, 지역문제 해결 등 다방면에서 협력5
• 국가 및 도시 별 문제의 특성이 다양하므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특성 반영(경제, 주거, 범죄, 재난 등)

• 협력 거버넌스 : 대학-정부를 포함 한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 협력 전담기관 : 책임성 있고 체계적인 협력 추진에 유리. 예: 요코하마 시립대 ‘지역공헌센터’, 유펜의 ‘네터센터’

일본

미국

지역사회 문제

협
력
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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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 고려대, 시립대 등 24개교

안암회기권
고려대, 시립대, 외대 등 청량리, 회기를
중심으로 대규모 대학이 밀집, 대학권 형성

사근화양권
건국대, 세종대 등 군자-건대 발전축에
입지하고 대학 배후상권 공유

서북권 성균관대, 카톨릭대 등 11개교

신촌권
연세대, 이화여대 등 서북권의 중심이자
서울을 대표하는 대학가

서남권 서울대, 중앙대 등 8개교

서울대권
시 경계부에 단독입지하고 있으나
최대규모의 캠퍼스로 영향력이 높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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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메커니즘 (연세대 사례)]

사업 추진 배경

• ’10년 대학 담장개방 녹화사업’ (서울시 푸른도시국)

•캠퍼스 벽 허물어 주민과 공유 열린 사회 분위기 조성

타 대학 담장개방사업 추진 현황

•총 24개 대학 완료(2010년 기준)

: 중앙대, 서울대, 한국외대, 고려대, 경기대, 한양대, 서울교대, 서울여자간호대, 덕성여대 등

사업 추진 개요

• 담장개방 – 2005년: 90m, 2009년: 510m

• 녹지조성 – 2005년: 400㎡, 2009년: 2,550㎡

• 사 업 비 – 2005년: 3억원, 2009년: 8.9억원

서울시
(푸른도시국)

연세대 지역사회

시설공간제공

효과 및 의의

•주변지역에 기반시설 (오픈스페이스) 확대 효과

•도시 미관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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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가발달장애인을직접고용 (고려대-베어베터MOU)

• '느린서비스'를표방하는커피숍

• 수익금은인건비및장애인복지에사용예정

• 고려대학교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채움으로써 벌금 감면 효과 누림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장애인고용분담금감면)

[작동 메커니즘]

공공

대학 지역사회
고용창출

교육및홍보효과
세금감면효과

[대학 재정 + 시설, 인적 자원을 함께 활용한 지역공헌 사례]

• 대학생 사회공헌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 분야 : 사회공헌 프로젝트, 적정기술, 디자인

[대학의 직간접적 경제적 영향력을 활용한 지역공헌]

추진 개요, 배경

• 추진 주체 :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 (2014)

• 사업 내용 : 

• 참여 대상 : 

선정 사례 : 바타쿠(Buy Talent Coupon)

•제1회(2014) SNU를 통해 추진된 프로젝트 실제 추진 中

: 서울대생이 재능과외를 하면 쿠폰 발행. 배움을 원하는 사람에게 팔고, 수익금은

지역 복지단체에 기부

• 소셜벤처 설립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대안을 구상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

• 사회적 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천과정 지원 (상금, 상장, 창업교육, 인큐베이팅 등. 10개 팀

정도 선정, 인큐베이팅은 그중 1-2개 팀)

서울대 재학생 중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와 실천 의지를

가진 개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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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배경

•관악구-서울대 ‘교육’, ‘주민복지’ 등 126개 협력사업 추진

: ‘학·관협력’을 통해 예체능, 문화, 지역경제 등 주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규장각시민강좌는 역사, 문화(고문서를 활용해 한국학의 이해 돕기)에 초점

•관악구 구민의 평생학습 지원 목적

: 수강등록 과정에서 관악구 주민에게 우선권이 부여됨

사업 추진 개요

• 서울대(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관악구

• 운영현황

: 2008년부터 진행되었으며, 2015년 현재 기준 15기까지 진행

: 약 120명 수강/ 강의료 20,000원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진행

[작동 메커니즘]

관악구청
(교육사업과)

서울대
(평생교육원)

커뮤니티

지식, 인적자원,
시설, 공간제공

효과 및 의의

•대학의 자원(시설자원, 지적 인적 자원)을 활용한 평생학습

•주민들의 역량향상, 시민교육 효과

•수강생들 간의 커뮤니티 형성 효과: 실제로 졸업생 모임 형성, 지역공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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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0월 쯤 1년에 1번씩 정기회의 진행, 필요시 사안별 상시 협의 개최

• 기관별 관련 고위 관계자 참여

: 서울대 기획부 처장, 시설관리과장 등 참여 / 관악구청 구청장, 과장 등 참여

•구청 내 대학관련 업무 전담

•서울대, 지역 커뮤니티 관련 업무의 소통 채널

관악구청 교육사업과

•대학관련 업무 총괄
•협의회 결정사항 집행

대학협력팀

• 관학 협력 업무
• 대내외 협력업무

기획처 시설관리국

서울대학교 행정기구

• 정기적 (년 1회) 협의회 개최
• 각 기관 국장, 과장, 팀장 등 참여

공동협의체

• 사업시행은 운영의 편의를 위해 필요 시 관악구청과
서울대 각 단과대학이 사업별 MOU 체결하여 운영

서울대학교
해당 단과대학

관악구청
각 부처

커뮤니티

관악구청

서울대학교

정
기
협
의
회

사
안
별

상
시

협
의

관악구청 대학협력팀

서울대학교-관악구 공동협의체

효과 및 의의

•공동협의체: 협력적 거버넌스 과정을 통한 효과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

•대학협력팀: 서울대-관악구-지역 커뮤니티를 이어주는 소통 채널 / 전담 조직

•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타 대학 및 자치구에서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와 전

담조직의 필요성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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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메커니즘]

사업 추진 배경

•신촌지역 상권 쇠퇴로 인해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지역 브랜드 전문가 육성을 위해 ‘지역 브랜드 전문가 과정’ 개설 / 쇠퇴한 신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아카데미 개설

사업 추진 개요

•지역브랜드 전문가과정: 연세대 미래교육원 비즈니스 과정 (연세대학교 교수 강의)

: 총 12주 (주2회, 총 4시간) / 수강인원 40명 / 수업료 170만원 (구청에서 90% 지원)

• 도시재생 아카데미: 무료서대문구
(교육지원과

지역활성화과)

연세대
(미래교육원,
도시재생 MP)

커뮤니티

강의실, 
강사인력 (교수)제공

/ 필요한 강사 섭외에 도움

효과 및 의의

•지역민들의 역량향상에 기여

•지역 문제 개선에 기여: 상권 활성화

•교육 과정에서 유사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간의 만남의 장 제공: 커뮤

니티 형성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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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메커니즘]

서대문구
(지역활성화과)

연세대
(교수→학생)

커뮤니티

애착과관심
증진

커뮤니티에
대한이해

효과 및 의의

•학생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 (일부 검토중)

•학생들에게 ‘지역’에 대한 관심 고취

•향후 학생들의 봉사활동, 학위논문으로 이어질 수 있음

학교 수업명 기간

연
세
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와커뮤니티

2015-1
마을학개론

외3개

국민대 지방정책론; 마을공동체론

2015-2
(예정)

연세대
도시정치: 지속가능한

도시를위한정책

시립대
마을만들기스튜디오
(3개과목통합진행)

외6개

학교 수업명 기간

연세대 커뮤니티재생계획및설계 2015-1

연세대

구술과연행

2015-2 
(예정)

지속가능한도시와회복력연구

시장과사회

지방행정과공동체

도시정치

스마트도시공간재생

이화여대

건축설계6

지역사회복지론

휴먼인사이트

외2개

• 지역사회 연계수업 최대 300만원 지원 • 4개 대학 9개 학과 총 2,500만원 지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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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메커니즘]

사업 추진 배경 ( )

• 1980년대부터 노후화 시작(전체 65% 이상), 개발 정체, 저층 주거지 밀집

•전체 건축물 65% 이상 20년 경과, 10년 이상 거주민 전체 70% 이상

•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5곳 중 상도 4동 선정

사업 추진 개요

•중앙대학교 류중석 교수 MP (동작구-중앙대-상도4동 주민 연계)

•전면 철거 후, 아파트 개발보다 ‘함께 사는 골목 동네 상도’ 목표

서울시
(재생정책과)

중앙대
(류중석 교수

, 학생들)

커뮤니티

전문서비스제공

연구'거리' 제공
주민참여

효과 및 의의

•대학교수들의 지식, 경험을 활용한 주변지역 도시재생

•이 과정에서 교수들 및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 상승

•지역주민들 - 대학간 신뢰 상승

•이와 유사한 사례: 신촌 도시재생 (이제선 교수, 연세대학교), 성수 도시재생

(남진 교수, 서울 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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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식과 연계된 봉사활동 사례]

펀딩 주체

참여학교 대학-기초 지자체 협력 중앙 및 광역정부

연세대
드림스타트

서울동행프로젝트
(운영주체: 서울시자원봉사센터 )

대학생지식멘토링
(운영주체: 한국장학재단)

교육기부센터
(운영주체:과학창의재단)

연세사회봉사상

이화여대 저소득가정자녀 대학생멘토링

시립대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지역초·중학생을위한토요진로탐방

드림스케치

국민대 가온누리징학제도

중앙대 자기주도학습캠프

서울대 SAM 멘토링

• 사람, 사랑 봉사단(CSR; 삼성생명)

• 시각적디자인을통한주거환경 범죄예방디자인

(셉티드,CPTED)

[CSR 연계 학생봉사 : 예) 삼성복지재단 드림클래스]

SAM 
멘토링
프로그램

• 멘티 :저소득층초·중학생 (현재총400명)

• 멘토 :서울대학교학생 (현재총100명)

• 1시간7,500원 (48시간기준활동비,인증서,학점)

다양한 봉사활동 존재하나

매칭문제, 지속성, 전문성, 사전교육부족 등 문제 발생

[ 한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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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작동 모델]

공공

대학 지역사회
교육봉사서비스

교육적효과

• 해당 학과 코스워크에 포함, 학점을 받는 정규 과목

1. 커뮤니티의 필요에 맞는 부분에, 조직된 봉사활동 형태로 참여

2. 학과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더욱 깊이 이해 가능

3. 활동 과정에서 더욱 향상된 시민적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수업 설계

(Hatcher, 1995, p.112)

한계

한정된 학과에서만 활성화되어 있어,

다양한 학과에서의 확대 운영 필요

전공 지식활용 및 교수지도를 포함한 체계적인 봉사활동

→ 실제 현장의 문제해결 경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시민적 책임감 학습 효과 및 인턴십 효과 (도시재생센터 등)

학과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활용함으로써
교육효과가 증진되며, 준 전문적인 봉사가 가능

현재 초등교육, 사범대에서만 교육봉사를 교직 이수의 필수
조건으로서 서비스 러닝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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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메커니즘]

사업 추진 배경

• SK플래닛 기업의 기업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 참여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자폐인 대상 디자인 스쿨 운영(무료)

•자폐인 디자이너를 채용하여 사회, 경제적 활동 참여 지원

: E-STAR프로젝트(SK플래닛) + 사회적 기업 Autistar(이화여대)

사업 추진 개요

•이화여자대학교-SK플래닛-오티스타 연계(MOU체결)

: 이화여대 특수교육과 이소현 교수

•자폐 학생들의 디자인 작품을 머그, 텀블러, USB, 골프공 등 상품으로 제작, 판매

•수익금은 자폐인 디자이너 양성 및 자립적 경제활동 지원 기금으로 사용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이소현교수)

커뮤니티

공공

소비자

행·재정적지원
인큐베이팅, 지역네트워크형

성

기업
CSR

(SK 플래닛)

시설및예산지원
사회적
기업

(오티스타)

✓ “자폐학생들을 모집하고, 디자인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가르치고, 디자인 상품들이

만들어졌을 때, 사회에 나와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비즈 모델이 가능하다는 게

프로젝트의 모델이었어요.” (이화여자대학교 오티스타 교수 인터뷰 中)

[사례 : 이화여대 오티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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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협력활동은 복수의 자원을 동시에 활용해서 진행 중
(예 : 대학교수, 학생의 인적자원 + 캠퍼스 시설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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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결정 및 집행 권한

(대학평가, 도시계획인허가)

• 입법권한

• 재정자원 (예산)

공공

중앙 광역

기초
공공

기관

• 이미지개선

• 후원금

• (NGO)
기타관련 기관
(CSR 후원 기업

/ NGO / 
기타 사회재단 등)

• 세금을납부하는납세자

• 투표권을갖은유권자

+  

• 연구‘거리’ 제공

• (매력적인대학가조성을통한)

대학경쟁력 향상 ‘가능성’

커뮤니티
주민

부재
지주

상인

• 공간, 시설 자원

• 지적자원

• 인적자원

• 네트워크 자원

• 재정적 자원

대학
관리자 교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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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주거환경, 경제, 문화재생

등에대한자율토론, 마을탐방,그

룹토의,사업구상등에관한수업

• 189개 대학에 약 8천만 달

러 (938억원) 보조금 제공
• 대학당 최대 5,800만엔 (5억 5

천만원)/년, 최대5년간지원

상생적협력사업을위한적절한 지원 (행정적, 재정적) • 대학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는 ‘마중물’ 형태의 지원

• 기업, 사회재단, 대학자체의 다양한 펀딩을 매칭을 통해 정

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 지향

※ 

•세부시설조성사업“지역기여” 방안구체화

- 협의회구성및기여정도에따른인센티브부여

- 원활한대학시설설치를위한절차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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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청 교육사업과

•대학관련 업무 총괄
•협의회 결정사항 집행

대학협력팀

• 관학 협력 업무
• 대내외 협력업무

기획처 시설관리국
서울대학교 행정기구

공동협의체

커뮤니티

관악구청

서울대학교

[요코하마시-대학-지역사회 거버넌스] [관악구 대학협력팀 운영체계]

기관 간 의견교환을 하는 만남의 장,

큰 방향에서의 정책 협의
실무진들이상시적으로협의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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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및 공공기관이 대학과의 소통 용이

• 각종 협력 사업들의 조직적∙체계적 관리에 용이

[미국 COPC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운영구조]

요코하마시: 대학조정과 / 관악구: 대학협력팀

[요코하마시청 내 대학조정과]

지자체 내 대학, 커뮤니티와의 소통 및 책임감 있는

협력사업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대학내 공공기관및 지역 커뮤니티와의협력 전담부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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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구축 협력사업 발굴 추진전담조직 설치

• 가칭: 「대학· 도시파트너십협의회」

ex ) 「관악구-서울대발전을위한공동협의체」(1회/년)
• ex) 관악구대학협력팀

• ex) 펜실베니아대학커뮤니티파트너십센터

• 공간시설의공유

• 경험과지식의공유





덕성 OK! O2O
캠퍼스타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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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자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 소개



01

덕성 5K (OK!) O2O 캠퍼스타운 집중 산업 분야와 지역과의 연계 방안
DS

2020년 덕성여자대학교 덕성 OK! O2O 캠퍼스타운 사업 소개

프로그램 연계 지역
- 플랫폼 창동 61
- 무중력지대 도봉
- 문화실험실
- 문화예술공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마을활력소
- 청년혁신파크
-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 쌍문동 맛집거리

핵심 목표 지역 (예정)
-서울 아레나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동북권 창업센터
-북부 50+캠퍼스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K-메이커스

K-푸드

K-문화예술

K-바이오뷰티

K-평화
K-문화예술

K-푸드

북한산
생태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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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2020년 덕성여자대학교 덕성 OK! O2O 캠퍼스타운 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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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거점센터 창업 교육 창업경진대회 지역상생 K-문화예술

창업중점지원

사무실 지원

회의실 1, 2

상품진열실

상품촬영

온라인 방송

창업기본교육

마케팅교육

상품개발교육

사업화교육

매체활용교육

역량향상교육

덕성 5K O2O 
창업경진대회

언택트
푸드테크 및
레시피 개발
창업경진대회

숍인숍
뷰티위탁

도덕 한마당
K-컬쳐
페스티발

다문화
네트워킹

쌍리단길
상권스토리
발굴 취재단

K-POP

K-뷰티

K-푸드

K-Makers

K-Culture

덕성 OK! O2O K-문화예술 K-바이오뷰티 K-푸드 K-평화 K-Makers
DS

2020년 덕성여자대학교 덕성 OK! O2O 캠퍼스타운 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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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Goal)

5대 산업분야
(Target Industry)

성과 목표
(Contents, Service, 

Products)

추진 전략
(Activity & Event)

대학/지역 공간
(O2O Space)

청년/다문화이주여성/경력단절 창업, 
지역상생, 도시재생, 한류문화조성

한류와 사람 중심
문화예술, 평화, 뷰티, 푸드, 메이커스

생태 천연물 기반 K-뷰티/푸드 제품, 
K-POP 굿즈, 문화예술 아이템, 공예품

5K 유관 전문 창업 교육, 네트워킹,
창업 활성화 기본 교육, 컨설팅,

경진대회, 창업 이벤트

창업 육성과 확산을 위한 공간의 확장
(물리 공간, 사이버 공간)

문화예술평화 거점 도시 조성, 
사회문제 해결

K-문화예술, K-평화, 
K-바이오뷰티, K-푸드, K-메이커스

전문(국가자격증) 창업인, 신규 일자리,
K-바이오뷰티/푸드/메이커스 제품 및 서비스

창업교육, 경진대회, 워크샵, 세미나, 
전시회, 공연, 이벤트

시반거리, 거점센터(교육및육성)
창업 입주 공간 확장, 5가지 온라인플랫폼

사람 중심의 평화, 한류 문화예술을 지향하는
덕성 OK! O2O (5K Offline-to-Online) 캠퍼스 타운 조성 및 운영

• 사업 요약

OK 
(5K)

O2O

DS
2020년 덕성여자대학교 덕성 OK! O2O 캠퍼스타운 사업 소개



덕성여자대학교
덕성 OK! O2O

캠퍼스타운 사업 성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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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1. 덕성 캠퍼스타운 창업거점센터 조성

2. 덕성 캠퍼스타운 시반(창업체험) 거리 조성

1. 창업 기업 공간 구성(4개 기업 공간 구성)

2. 4개 창업 기업 덕성 캠퍼스타운 창업거점센터 입주

1. 창업 경진대회 2개 진행(OK!(5K!) O2O 캠퍼스타운 사업 목적에 맞는 기업 선발 및 입주 목적)

2. 창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 진행(6개 교육 프로그램 구성)

3. 지역상생 프로젝트 + 창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 진행(1개, 숍인숍 뷰티 국가자격취득 위탁 교육)

1. 도덕 한마당 K-컬쳐 페스티벌

2. 다문화 네트워킹 워크샵

3. 쌍리단길 상권스토리 발굴을 위한 취재단 모집

창업

공간운영

창업

기업입주

창업

프로그램

지역상생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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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창업공간구성]

1. 덕성 캠퍼스타운 창업

거점센터 구축

2. 4개기업 입주완료

3. 오픈커뮤니티,  회의실

1, 2, 쿠킹 스튜디오, 

카페테리어, 창업 사무실

4개

[창업공간구성]

1. 덕성 캠퍼스타운 시반

(창업체험) 거리 조성 중

2. 2월 준공 완료

3. 창업상품 전시실, 제품

판매공간, 사무실, 야외

공연장, 주민 휴계시설 등

[창업기업 입주]

1. 커마짓이엔티(공연기획, 

연출, 웹뮤지컬제작 등)

2. 유니즌(피규어 제작, 

캐릭터상품 개발 등)

3. 루즈로사(화장품)

4. YN evolution(wow맘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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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덕성 캠퍼스타운창업거점센터 : 2020.08.03 준공

DS
CAMPUSTOWN

DS는 사람중심의 평화와 한류문화예술을

지향합니다.

OK! K-평화, K-푸드, K-문화예술, K-바이

오뷰티, K-MAKERS의 5K를 중심으로

O2O Online to Offline을 잇는 다양한 창

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AMPUSTOWN은 열린 공간으로 5가

지 색을 테마로 컨퍼런스룸(2) ,창업실(4), 

칼라존(5) ,카페테리아, 쿠킹스튜디오, 지원

실로 구성되며 자유로운 공간활용이 가능

합니다.

OK!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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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덕성 캠퍼스타운창업거점센터 : 2020.08.03 준공

유튜브 동영상 촬영, 인스타그램 인생샷, 제품 촬영, 휴계공간 등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Color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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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덕성 캠퍼스타운창업거점센터 : 2020.08.03 준공

Conference Room 

room1/ room2 / space l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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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덕성 캠퍼스타운창업거점센터 : 2020.08.03 준공

Cooking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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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덕성 캠퍼스타운창업거점센터 : 2020.08.03 준공

LAB1

ROUGEROSA

LAB2

LAB3

LAB4

COMAZIT Ent

Creative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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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덕성 캠퍼스타운시반(창업체험)거리 : 2020.12월준공 예정

시반은“시작이 반이다”의 첫 글자이고, 영어로
“경험하다”의 의미를 갖는 “See”와 독일어로 거리
의 의미를 갖는 “Bahn”으로도 구성되어, 창업을
경험할 수 있는 거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덕성여대 재학생 중 K-makers를 통해 제작한 상품
을 거래해 볼 수 있는 open 장터의 역할도 담당

창업 교육을 이수한 소자본 예비 창업인이 실제
창업을 개시하기 전에 창업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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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덕성 캠퍼스타운시반(창업체험)거리 : 2020.12월준공 예정

1. 덕성여자대학교자체 부지 275㎡ 제공
2. 덕성여자대학교 1억 6천만원공사비제공

• 창업 체험을 위한 시반(See Bahn) 거리 조성

– 대학 정문 앞 여유 부지를 활용, 콘테이너 형 창업 체험 공간 구축

• 덕성여대 경전철역에서 대학정문까지 도보 5분 거리(380m)를 대학의 문화와 젋음의 대변
할 수 있는 동적 공간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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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덕성 캠퍼스타운시반(창업체험)거리 : 2020.12월준공 예정

시공업체 : ㈜디자인건축
(입찰및 제안 발표심사통해 선정)

- 도봉구청도시관리국건축과가설건축물신고
승인 완료(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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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창업 지원
프로그램
9개 수행
완료

[창업 지원 프로그램 진행 결과]

[덕성 OK!(5K!) O2O 창업경진대회] : 수상 팀중 4팀 입주 완료

- 총 68팀 접수, 1차 심사 35팀, 2차 발표 16팀, 총10팀 수상

[언택트 푸드테크 및 레시피 개발 창업경진대회] : 진행 중

- 15팀 접수, 1차 심사 13팀, 2차 심사 13팀 예정

[창업교육 프로그램 진행]

- 6개 창업 교육 중 4개 과정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 완료

- 나머지 2개 과정 11월말부터 12월까지 진행 예정, 현재 동영상 제작 중

[1인 창업 숍인숍 뷰티 국가자격증 취득 교육] : 지역상생 프로젝트 일환

- 총33명(다문화가족여성 16명, 경력단절여성 및 일반인 17명) 참여

- 10월 5일~12월 31일 까지, 현재 29명 교육 진행 중

- 메이크업 국가자격증 1차 필기 합격자 총 15명 합격(다문화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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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덕성 OK!(5K!) O2O 창업경진대회 : 2020.06.08~2020.07.23

구분 일정 진행결과

참가 신청서 접수 20.6.8(월) ~ 7.05(일) 총 68팀(기업) 접수

1차 서류심사평가 20.7.8(수) 1차 서류심사 대상 35팀(기업) 심사 진행

1차 서류심사발표 20.7.10(금) 1차 서류심사 합격팀 16팀 선정

2차 발표심사(본선) 20.7.23(목)

16팀 중 1팀 포기, 15팀 발표심사 진행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4팀 수상

창업거점센터 입주 기업 4팀 선정(대상, 최우수상 2팀, 

우수상 1팀(최고점자))

창업 거점 센터 입주 20.8.10(월) ~ 수상 4개팀 창업 거점 센터 입주

진행일정 및 개요 참석인원(2차 발표심사 및 시상식)

구분 참석자 소계

덕성여자대학교 강수경 총장, 강남희 단장 외 5명 7명

외부심사위원 박경민 대표, 심재윤 대표 2명

참여기업 이주환 대표 외 22명 23명

합계 총 32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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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덕성 OK!(5K!) O2O 창업경진대회 : 2020.06.08~2020.07.23

수상현황

시상내역 수상팀수 금액 기업명

대상 1팀
상금 100만원

지원금 500만원
Comazit Ent(대표 정도영)

최우수상 2팀
상금 50만원

지원금 500만원

루즈로사(대표 임진경)

유니즌(대표 윤봉기)

우수상 1팀
상금 20만원

지원금 500만원
YN evolution(대표 최기석)

우수상 2팀 상금 20만원
FireWorks(대표 최정윤)

스노우볼(대표 권보람)

장려상 4팀 상금 10만원

온오프아트(대표 이온)

잇투게더(대표 황유연)

위어플라이(대표 박채영)

육두품(대표 송형라)

합계 총 10팀 총상금 300만원 총입주지원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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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창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진행 : 2020.10.26~2020.11.22

• 6개 강의, 총 6시간 27분, Edwith 통합 강좌시스템 활용

• 강사진 : 주재만 교수, 박금용 대표, 최강모 대표

• 수강인원 31명, 수료자 24명, 수료율 77.4% (11.20 기준)

5K 한류산업

중심 창업교육

• 6개 강의, 총 6시간 5분, Edwith 통합 강좌시스템 활용

• 강사진 : 고중언 박사, 신동일 박사

• 수강인원 23명, 수료자 16명, 수료율 70% (11.20 기준)

5K 유통 및 마케팅 교육

• 6개 강의, 총 7시간 45분, Edwith 통합 강좌시스템 활용

• 강사진 : 임양미 교수, 김성호 교수

• 수강인원 21명, 수료자 9명, 수료율 43% (11.20 기준)

신규 창업자를 위한

유투버 매체 활용 방안

K-Makers 상품개발 사

업화교육

• 7개 강의, 총 8시간 15분, Edwith 통합 강좌시스템 활용

• 강사진 : 신윤천 대표, 정용기 변리사, 강동호 변리사, 이국환 교수

• 수강인원 16명, 수료자 8명, 수료율 50% (11.2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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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창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진행 : 2020.10.26~2020.11.22

창업 지원 교육 수강신청 및 수료자 현황

5K 한류중심
창업교육

5K 유통및
마케팅교육

유투버매체
활용방안

K-Makers 상품
개발사업화교육

31명 신청 23명 모집 21명 모집 16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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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언택트공연/전시콘텐츠문화 살리기 1인 미디어 공모전진행

- 덕성여자대학교캠퍼스타운조성단 & ㈜더블유홈쇼핑협력사업
- 28명참가, 19명선정후 상금 30만원지급(재원㈜더블유홈쇼핑, 덕성여자대학교)
- 덕성여대캠퍼스타운홈페이지등록, 덕성여대유투브채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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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언택트 K-푸드푸드테크및 레시피개발 창업경진대회진행

- 총 15팀(명) 참가, 13팀(명) 2차언택트심사(음식, 사업계획서, 레시피개발서등)
- 총 13팀(명) 수상자선정및 1개입주창업기업선정
- 덕성여대캠퍼스타운홈페이지등록, 덕성여대유투브채널등록

구분 일정 진행내용

참가 신청서 및 동영상 접수 20.10.15(목) ~ 11.8(일) 참가신청서, 동영상 등 접수

1차 심사: 예비 선정 20.11.11(수) 프드 테크 혹은 레시피 개발 동영상 심사

2차 심사: 수상작 선정 20.11.24(화) 창업경진대회 수상작 및 입주기업 선정

수상자 발표 20.11.26(목) 수상작 본인에게 유선 및 문자 통보

시상식 20.12.1(화) 덕성여자대학교 혹은 창업거점센터 진행

창업 거점 센터 입주 20.12.7(월) ~ 수상팀 중 1개팀 창업 거점 센터 입주

진행일정및 개요

※ K-푸드 테크 혹은 K-푸드 레시피 개발 창업 경진대회 참가 분야

☞ K-푸드 창업과 연결 가능한 다양한 푸드 테크 제안

☞ 푸드 창업과 연결가능한 K-푸드 레시피 개발(도시락, 레시피 제공 앱, 

간편식품, 푸드트럭, 간편가정식 등)

☞ K-푸드, K-스트리트 푸드, K-프렌차이즈 푸드, 기타 K-푸드

- 한식류, 김치류, 건강식품류(청국장, 홍삼, 인삼 등을 활용한 레시피)

- 음료(식혜, 수정과, 쌍화차를 비롯한 전통차 등)

- 디저트 계열(화채, 팥빙수, 정과, 한과, 부침개, 빈대떡, 파전, 떡 등)

-스트리트푸드(떡볶이,김밥,국수,순대,호떡,닭꼬치,기타꼬치류,어묵등)

-프렌차이즈푸드(통닭,닭강정,곱창,찌개,설렁탕,족발,보쌈,비빔밥,닭갈비등)

-기타K-푸드

참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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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언택트 K-푸드푸드테크및 레시피개발 창업경진대회진행

시상내용

상금내역 금액 팀수

대상 상금 300만원 1개팀

최우수상 상금 150만원 2개팀

우수상 상금 100만원 4개팀

특별상 상금 50만원 6개팀

합계 총상금 1,300만원 총 13팀

입주지원금

구분 금액

입주지원금 500만원

팀 수 1팀

선정방법 발표심사 상위점수 순으로 선정

합계 총지원금 500만원

대상 1위팀우선 입주창업기업으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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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다문화네트워킹

- 총 21명 참석

쌍리단길 상권스토리

개발 취재단 모집

- 총 13팀, 48명 선정

도덕 한마당

K-컬쳐 페스티벌

- 2020.12.11(금) 17시

지역상생프로젝트프로그램

지역 상생 프로그램진행

숍인숍 뷰티 국가자격증취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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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지역상생프로젝트다문화네트워킹워크샵 진행 : 2020.09.24, 13시

구분 참석자 소계

도봉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진교선 팀장, 김예원 담당 2명

덕성여자대학교

캠퍼스타운조성단

강남희 단장, 강정규 팀장, 김지희 매니저, 

정다교 매니저
4명

다문화가족(결혼이민여성) 여성 류웨이 외 14명 15명

합계 총 21명 참석

참석인원

장소 : 덕성여대차미리사기념관 3층 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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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1인창업숍인숍 뷰티 국가자격증취득 교육 : 2020.10.05~2020.12.31

뷰티국가자격증(메이크업, 네일, 피부) 취득후 창업및 취업을유도하여지역상생에이바지

메이크업/

네일/ 피부

국가자격 취

득

경력단절

여성 15명

다문화가족

여성 16명

대학교 재

학생 2명

메이크업 국가자격증 1차 필기
총 15명 합격

다문화가족 5명, 경력단절여성
10명 합격

04



2020년 덕성여자대학교 덕성 OK! O2O 캠퍼스타운 사업 성과 목표 달성 현황

DS1인창업숍인숍 뷰티 국가자격증취득 교육 : 2020.10.05~2020.12.31

04



04 2020년 덕성여자대학교 덕성 OK! O2O 캠퍼스타운 사업 성과 목표 달성 현황

DS지역상생프로젝트 : 지역 거버넌스



04 2020년 덕성여자대학교 덕성 OK! O2O 캠퍼스타운 사업 성과 목표 달성 현황

DS지역상생프로젝트쌍리단길상권스토리발굴을위한 취재단모집 진행 : 
오리엔테이션 2020.10.28, 14시 / 취재활동기간 2020.10~12(2개월)

오리엔테이션참석인원

재원 : 서울신용보증재단도봉지점, 강북지점

구분 참석자 소계

서울신용보증재단 도봉, 강북지점 이상희 도봉지점장 외 4명 5명

덕성여자대학교 캠퍼스타운조성단 강남희단장, 강정규팀장, 김지희매니저, 정다교매니저 4명

덕성여자대학교 취재단 참가자 김수현 외 33명 34명

합계 총 43명 참석

장소 : 덕성여대차미리사기념관 1층 137호

내용 : 캠퍼스타운사업 소개, 서울신용보증재단기관
소개, 골목상권활성화지원 사업 소개, 쌍리단길
상권스토리개발 취재단운영 개요, 상권스토리
개발 취재단 결과물 활용 계획, 포상 내용 소개,   
취재 점포 추첨 등



04 2020년 덕성여자대학교 덕성 OK! O2O 캠퍼스타운 사업 성과 목표 달성 현황

지역상생프로젝트쌍리단길상권스토리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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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프로젝트쌍리단길상권스토리발굴



04 2020년 덕성여자대학교 덕성 OK! O2O 캠퍼스타운 사업 성과 목표 달성 현황

DS지역상생프로젝트 : 도덕 평화 공연

진행방법 :언택트온라인비대면녹화공연

⦁녹화일시 : 2020.12.11.(금) 11:00~21:00

⦁공연장소 :덕성여자대학교하나누리관 1층체육관



2020년 덕성여자대학교 덕성 OK! O2O 캠퍼스타운 사업 성과 목표 달성 현황

DS온라인홍보 진행 결과 : 인스타그램 80건, 블로그 30건, 유투브 7건

총 117건 진행

[유투브 홍보]

도덕 한마당

K-컬쳐 페스

티벌 홍보 2건

창업거점센터

소개 2건

서울캠퍼스

타운페스티벌

홍보 2건

언택트 푸드
테크 경진

대회 블로그
홍보 20건

[인스타그램/블로그 홍보]

서울캠퍼스타

운 페스티벌

인스타 홍보

20건

숍인숍 뷰티

위탁교육모집

인스타그램

홍보 20건

서울캠퍼스

타운페스티벌

블로그 홍보

10건

언택트
푸드테크
경진대회

인스타그램
홍보 20건

도덕 한마당
K-컬쳐

페스티벌
인스타그램
홍보 20건

덕성
캠퍼스타운

시반
(창업체험) 

거리 홍보 1건

04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학생사회봉사과 대장 / 한민주

[                   ]
2020년 지역사회협력 우수사례

지역사회봉사: 학생봉사단

-덕성 지역공헌 성과공유 Day!-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목차 덕성 사회봉사단

1 정기봉사 2 국내봉사

지음

After School

We즐

C.G.L

2021 사회봉사단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2020 덕성사회봉사단정기봉사
사회봉사단 정기봉사

001 >> 사랑의 김장 담그기 및 나눔 행사

002 >> 지구를 살리는 면 마스크 만들기 및 나눔 행사

003 >> 덕성 사랑 박스 캠페인

-> 2020-1 활동이 적어 학생들에게 봉사활동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봉사활동(정기봉사x)

1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사랑의김장담그기및나눔행사
사회봉사단 정기봉사

1

학생, 교직원, 지역 주민 협력 봉사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지역 내 사회취약계층 전달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지구를살리는면마스크만들기및나눔행사
사회봉사단 정기봉사

2

학생, 덕성구성원, 지역 주민 협력 봉사( 쌍문1동 주민자치회 협력)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전달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2020 봉사활동
사회봉사단 국내봉사

지음 After School C.G.L We즐

2020-1 51명 10명 24명 7명

2020-2 28명 17명 14명 8명

지음 After School C.G.L I-코딩We즐

2021 사회봉사단

2

2021신설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지음
집고치기,건축,벽화봉사

해비타트연계봉사

1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지음
건축 연합봉사 동아리 지음

1

>> 지음: 집고치기, 벽화그리기, 건축활동, 가구만들기 봉사활동

>> 해비타트 대학생 동아리 연합회 CCYP 소속 연합봉사 동아리

쌍문1동 주민자치회 지원

>> 타 학교와의 연합 봉사활동으로 다양한 교류 가능

2020년 지음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봉사 횟수 증가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지음봉사활동
집고치기(도배, 장판), 건축활동, 벽화봉사, 가구만들기 및 기부 봉사활동

2

벽화봉사 가구만들기건축활동집고치기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After School
학습지도및 멘토링

2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After School 방과후공부방
학습지도 및 멘토링 봉사동아리 After School

1

>> After School :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공부방 활동

>> 학습과 학교 적응에 힘이 되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

학습뿐만 아니라 정서적 교류 지향

>> 백운초: 주 1회 1시간 9명의 단원이 12명의 멘토와 봉사 진행

효문중: 주 1회 1시간 or 2시간 8명의 단원이 8명의 멘토와 봉사 진행

>> 멘티의 수준에 맞는 수업 방식

단발적 봉사가 아닌 1:1 매칭되어 지속적 만남과 교류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After School –백운초, 효문중학습지도
방과 후 공부방, 학습지도 및 멘토링 봉사

2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C.G.L
점자도서입력, 나들이봉
사, 교내장애학생도우미

3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C.G.L : Culture, Game, Leisure
나들이 봉사동아리 C.G.L

1

>> C.G.L : 도봉구 드림스타트 센터의 저소득층 장애아동들과 학생봉사자들이
1:1 또는 1:2로 짝을 이루어 활동을 하는 나들이 봉사

>> KT&G 협력동아리, 도봉구 드림스타트센터 소속 동아리

>> 교내 장애학생 도우미(대필 도우미, 이동 도우미)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C.G.L 점자도서입력봉사2

>> 코로나로 인하여 2020년
기존 나들이 활동 진행 불가

-> 비대면 봉사활동

개인별 점자도서 입력 봉사

(대안시각장애인역리학회) 

점자도서 입력 봉사(개인별, 자율적 진행)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We즐
돌봄교실보드게임

4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We 우리가함께! 즐거운보드게임을!
초등학생 보드게임 봉사동아리 We즐

1

>> We즐 : 건전한 놀이 문화인 보드게임을 통해 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도움을 주고 아동의 사회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

>> 지역아동센터에서 4주간 주 2회씩 진행

>> 학업에 지장 받지 않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는 후기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We즐-즐거운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보드게임 놀이지도 및 봉사활동

2

젠가

할리갈리 익스트림 마녀들의 경주 텀블링 몽키

치킨차차 마법의 미로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                   ]감사합니다



전공ᆞ교양ᆞ비교과
지역협력교육체계구축

박우철
덕성여대대외협력부처장



왜 지역사회연계협력교육이 중요한가? 



1. 현시대가지역사회체험학습(Experiential Learning)을요구

-현대교육은급변하는글로컬세계에서다양한타인을존중하고그들의관

점을이해하는,공동체에대한책임성을가진시민을양성해야함

-현대교육은학생들이지식,기술을넘어태도, 가치까지발달시키도록해야함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열린강의실, 열린캠퍼스!









“Education is not the teaching 
of dates and formulas and 
laws and names and places. 
Education, in fact, is not mere 
classroom teaching at all.” 
(Harry Lewis, Former Dean of Harvard 
College)  



2.  창학이념

자유(自由)
“살되네생명을살아라”

다양한경험통한
자아정체성확립

공동체
사회와이웃섬김

지역사회헌신

실업(實業)
근화여자실업학교

실무중심교육



3. 전면자유전공제실시

수도권최초전면자유전공실시!

분야 제1전공 제2전공

문과 22 37

이과 10 37

“학교만이아니라지역사회전체가학생들의교육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야한다.” 



4. 인간발달적관점
•대학생시기는인간발달적으로 ‘성인진입기(Emerging Adulthood)’에해당

• ‘부모를떠나사회를만나는것’이중요한발달과업

•세계관과정체성형성위해다양한경험및사람과의교류필요

•정서발달, 사회성발달,  인지발달, 도덕성발달등전인발달을위해서도다양한상

황ᆞ현장에서의경험필요

•한국상황에서청소년기정체성발달미진



덕성여자대학교

Beyond the Campus!
Into the Community!



지역사회연계협력전공교육구축

10 47 133

학과/전공 전공 교과목 협력기관/기업



지역사회연계협력전공교육유형

지역사회연계협력유형 전공교과목예

현장전문가강의 사회복지학전공 <아동복지론>: 경기아동옹호센터

지역사회프로젝트(PBL)
문화인류학전공 <신제품마케팅을위한에스노그라피실습>: 교

원그룹, The Suites Hotel 

지역사회전문가자문·공동개발 아동가족학전공 <놀이지도>: 둘리뮤지엄

캡스톤디자인 경영학전공 <글로벌마케팅전략2>: ㈜메디힐리

현장실습
식품영양학전공 <식품산업현장실습>: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일신나퓨(주), 네츄럴엔도텍, 원자력연구원



지역사회연계협력전공교육예

IT 미디어전공 <입체영상> : 예술과과학융합프로젝트기반수업

추진절차

1) 첨단공연전시기술보유지역협업기관·기업발

굴: 생산기술연구소, VENTAVR㈜, 매직스랩

2) 융합세미나통해수업진행논의

3) 기자재및미래콘텐츠공유제휴협약

4) 미래콘텐츠제작위한전문가그룹구성



지역사회연계협력전공교육예

둘리뮤지엄과의간담회및수요분석

아동가족학전공 <놀이지도> 과목내프로젝트공동설계회의

비교과연계

덕성동계인턴십학생 2인파견

수탁기관연계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역어린이집홍보및연계

전공교과연계



지역사회연계협력교양교육구축

창의성 협업능력 진취성 전문성 공감능력 시민정신

Goals of 
General Education 

1. Breadth-Diversity 

2. Core Competencies



19과목



지역사회연계협력교양교육구축



지역사회연계협력교양교육구축

DWU노동인권

한국의경제민주화

지역사회와문화기획 4차산업혁명과
경제변화

도시재생

패션과환경



지역연계협력교양교육예–지역현장전문가멘토참여

중요성과: 종강후에도전문가와지속적교류를통
해네트워크형성하는학생들사례보고



지역기관·기업MOU  체결

<노동인권>강의공동개발

(전) 전교조, 민주노총위원장
이수호 (현) 전태일재단이사장직강결정

지역연계협력교양교육예–대학MOU기관과의협력성과

전태일 50주년



문화인류학전공채현정교수 <도봉구방학천문화예술거리의
지속가능성을위한지원방안> 연구과제로지역전문성강화

<지역사회와문화기획> 도봉문화재단과공동개발회의

연구

교육

지역연계협력교양교육예–지역연구와교육의시너지효과



지역사회연계협력비교과구축

덕성인턴십
(산학협력단, 커리어개발센터)

봉사활동

기업실무인턴십

교과·비교과연계

사회봉사, 자원봉사



지역공헌센터

교육혁신원

차미리사교양대학 39개전공

인턴십
커리어개발센터

지역봉사
학생처

지역협력체험교육강화를위한대학내체계

비교과

지역사회기관ᆞ기업ᆞ전문가

지역공헌센터경유

지역사회직접교류

대학전체 ‘체험교육강화’ 
과제추진

폐강· 성적기준조정, ‘전공교육보고
서’내 ‘산업체·기관연계방안’ 포함등



덕성여대.. 

아름다운캠퍼스를넘어, 생생한삶의현장으로! 



감사합니다!



덕성여대 부지를 활용한

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

2021. 2.

도 봉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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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더팜_Dobong The Farm”

키친가든
(텃밭체험)

전시팜가든
(전시, 

공원형공간)

오픈가든
(소통공간)

메도우가든
(경관체험)

“더” 건강하게 “더” 잘자라는

도봉구 “더 팜“(The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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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Zone

Semi Public Zone 

Private Zone

관리형공간 구역(펜스존치)

체험프로그램 중점 공간

오픈형공간 구역(펜스철거)

이용중점 공간

A
 구
 역

B
 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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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유형의 인원을 수용하며 야외학습 등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공간

정원의 보조동선이자 전이공간으로 자연물을

활용한 놀이공간 조성

내외부를 구분하며 경관적으로 도시텃밭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경계녹지

허브, 채소, 화초가 자랄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조성 계절성, 다양성이 있는 퍼머컬쳐가

만들어지는 체험학습 공간

7개 테마 (약초, 허브, 채소, 플라워, 전통, 덩굴, 

토종)로 구분된 DISPLAY가 있는 공원형

텃밭으로, 경작물을 통해 관내 이웃에 나눔 행사

등 공공이벤트가 가능한 유기적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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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메인동선

차량동선

연결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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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마티스 터널
(1년차 초기효과)

등나무 터널
(2~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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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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