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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민이 만드는 협동도시’ 사회적경제 비전 선포



 >  > 열린시정 여수소식 여수핫뉴스

여수시, ‘시민이 만드는 협동도시’ 사회적경제 비전 선포
2021.11.23 조회수 386 담당부서 인구일자리과 담당자 김재영 연락처 061-659-3597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대한민국 대표 사회적 경제도시로 ‘도약’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지난 22일 히든베이호텔에서 ‘시민이 만드는 협동도시’ 라는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목표로 비

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권오봉 여수시장, 전창곤 여수시의회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중간지원 조직인 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

통합지원센터(‘이하 여수사경센터’) 관계자 및 사회적경제 기업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부에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 육성계획이 제시됐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조성방

안과 함께 비전 선포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2부는 효과적인 의견 소통을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가를 대상으로 퍼실리테

이션 기법을 활용한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했다.

여수사경센터는 지난 6월부터 약 1개월간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한 것을 토대로 향후 5년간의

‘사회적경제 육성 계획’을 수립했다. 

비전과 함께 4대 목표로 ▲사회적경제 창업 및 운영 활성화, ▲사회적경제 주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대한민국 대표

사회적경제 도시, ▲사회적경제 자립생태계 조성을 설정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시민이 만드는 협동 도시를 위해서 시민 여러분께서 가장 쉽게 참여하는 방법은 사회적 가치 실현

의 의미가 담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라면서, “오늘 발표한 비전과 계획에 따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우리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사경센터는 지난 2월에 출범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사회적 경제조직의 발굴‧육성 및 교

육‧상담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여수핫뉴스 - 전체

(http://www.yeosu.go.kr)

/www/govt
/www/govt/news
/www/govt/news/hotnews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2. 여수시, ‘시민이 만드는 협동도시’ 사회적경제 비전 선포.jpg  (216 hit/ 584.2

KB) 

미리보기

2-1. 여수시, ‘시민이 만드는 협동도시’ 사회적경제 비전 선포.jpg  (220 hit/ 545.3

KB)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권오봉 여수시장, ‘여수, 새로운 100년을 열다’ 시…
다음글

여수시, 생활원예 중앙경진대회 우수상 ‘쾌거’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http://www.yeosu.go.kr)

/ybscript.io/common/file_download?pkey=bRYsJxgF4&file_type=all&idx=484019&file=235319%7C235320
/ybscript.io/common/file_download/484019/235319/2. %EC%97%AC%EC%88%98%EC%8B%9C%2C %E2%80%98%EC%8B%9C%EB%AF%BC%EC%9D%B4 %EB%A7%8C%EB%93%9C%EB%8A%94 %ED%98%91%EB%8F%99%EB%8F%84%EC%8B%9C%E2%80%99 %EC%82%AC%ED%9A%8C%EC%A0%81%EA%B2%BD%EC%A0%9C %EB%B9%84%EC%A0%84 %EC%84%A0%ED%8F%AC.jpg?pkey=bRYsJxgF4
http://doc.yeosu.go.kr/viewer.php?url=https%3A%2F%2Fwww.yeosu.go.kr%2Fybscript.io%2Fcommon%2Ffile_download%2F484019%2F235319%2F1637639911.jpg&fn=f&rs=/view/&dcKey=8dc475856a8f20fb79aa36a0644da02d
/ybscript.io/common/file_download/484019/235320/2-1. %EC%97%AC%EC%88%98%EC%8B%9C%2C %E2%80%98%EC%8B%9C%EB%AF%BC%EC%9D%B4 %EB%A7%8C%EB%93%9C%EB%8A%94 %ED%98%91%EB%8F%99%EB%8F%84%EC%8B%9C%E2%80%99 %EC%82%AC%ED%9A%8C%EC%A0%81%EA%B2%BD%EC%A0%9C %EB%B9%84%EC%A0%84 %EC%84%A0%ED%8F%AC.jpg?pkey=bRYsJxgF4
http://doc.yeosu.go.kr/viewer.php?url=https%3A%2F%2Fwww.yeosu.go.kr%2Fybscript.io%2Fcommon%2Ffile_download%2F484019%2F235320%2F1637639911_1.jpg&fn=f&rs=/view/&dcKey=8dc475856a8f20fb79aa36a0644da02d
/www/govt/news/hotnews
/www/govt/news/hotnews?mode=view&idx=484020
/www/govt/news/hotnews?mode=view&idx=484018


(http://www.yeosu.go.kr)




	목차
	여수핫뉴스 - 전체
	여수시, ‘시민이 만드는 협동도시’ 사회적경제 비전 선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