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평생학습빌리지 사업(2018)
부산광역시, (재)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프로젝트 목표

프로젝트 성과 및 파급효과

❍ 부산 ‘평생학습빌리지 사업’은 도시재생과 평생교육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리뉴얼 프로젝트로 지속가능발전 마을공동체를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도시재생】

【평생교육】

마을만들기거점센터
(낮은 활용도와

주민수요 맞춤형
지역특성프로그램

자발적 주민참여 부족 문제)

+

(학습공간 부족 문제)

평생학습빌리지사업
(평생학습형
도시재생)

프로젝트 개요
❍ 부산시는 6·25 피난민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원도심 지역의 쇠퇴 및 인구
감소와 고령화 가속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찍부터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타지역에 비해 일찍부터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으며,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은 ‘함께 어울려 살고 싶은 마을’을 목표로 2010년부
터 시작되어 2018년 현재 총 68개의 행복마을이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는 2014년부터「행복학습센터사업」을 통해 읍·면·동 단위의 주민
밀착형 평생학습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높이기
위해 근거리 평생교육 시설을 탐색하는 과정에서「행복마을만들기사업」의
지원이 종료된 후 활용도가 낮은 마을 거점시설(행복센터)을 활용한「평생
학습빌리지사업」을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 마을공동체 복원을 목표로 추진되는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의 물리․경제적
재생에 지역수요에 부합하는 평생학습을 결합한「평생학습빌리지사업」의
사회․문화적 재생이 이루어지는 ‘평생학습형 도시재생 롤모델 창출'을 통해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복원 및 지역인적 역량강화로
지속가능발전 마을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 추진모델명 : Oh, Happy(5P) ▷지속가능발전 학습공동체 형성

❍ 추진기관별 역할분담

기관별
부산시 교육협력과
도시재생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재)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자치구·군
주민협의회 및 마을리더

❍ 사업내용

추진협의회 운영
공동체 활성화
주민 역량강화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마을자립 프로그램 발굴
학습동아리 결성
네트워크 형성

❍ 도시재생사업의 마을공동체 형성 및 거점센터 조성과 평생교육사업의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물리․경제적 재생을
넘어 사회․문화적 재생을 추구하는 「평생학습빌리지사업」은 2014년부터
지난 4년간 총 9개 마을, 143개 프로그램에 2,947명이 참여하였으며, 주민
리더 249명 양성, 학습동아리 62개 결성, 학습형 일자리 624명의 성과를
냈으며, 2018년 현재 18개 마을에서 85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평생학습빌리지 사업으로 거점공간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소통공간
이자 배움의 터전 조성, 마을별 맞춤형 공동체 사업 발굴 및 경제적 자립
활동 기회 제공, 낙후된 지역 주민의 가치관과 행동 변화, 공동체 형성과
마을복원 등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지역주민과 행정, 평생교육기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프로젝트 활동모습

<아미농악마을> 할머니 전통요리교실 <당감본동마을> 시장 메뉴판 기증

<양달마을> 어르신 한글교실

<까치고개마을> 목공교실

<재반무지개마을> 도시재생학교

<한내마을> 전통혼례식

역할내용
사업계획, 예산·행정지원, 사업성과관리
대상마을 발굴, 예산지원, 사업협력
컨설팅·모니터링, 협의체 운영, 워크숍, 사업관리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마을활동가 지원
사업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참여

<모라3동마을> 마을꾸미기

<기찻길 옆 유쾌한 동산마을> 마을해설사

주민과 공무원 등 추진기관 담당자가 모여 협의
마을행사 개최, 주민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행복학습매니저 양성, 리더 역량강화
주민요구를 반영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수익형 프로그램 개발,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설립
교육 참여자들의 지속적 학습과 재능기부
사업 컨설팅, 마을간 상호 벤치마킹, 네트워크 축제

<국화행복마을> 국화재배

2017년 마을 네트워크 축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