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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재원별 기간별 진행률
신규 계속 예산 비예산 임기 내 임기 후

100%○ ○ ○  

진 행 단 계

미착수 완료 이행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부진) 보류 폐기

 사업개요

❍ 사업규모: 마을만들기 공동체 프로그램 및 공간조성 사업 지원

❍ 사업기간: 2018년 ~ 2021년

❍ 사 업 비: 470백만원(전액 시비)

❍ 연차별 투자소요액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비 470 70 100 100 100 100

 연도별 성과지표 

최종목표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59개(2021년 12월)

연도별 추진계획 비중(%)

2018년
○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 (14개)
○ 공동체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의왕시 마을 공동체)

25

2019년
○ 지원센터 역할 증대를 통한 공동체 활동 자문 강화
○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 (15개)

25

2020년
○ 공동체 마을활동가 양성 교육
○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 (15개)

25

2021년
○ 공동체 마을활동가 양성 교육 
○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 (15개) 및 활동가 활성화 지원

25



 추진실적

❍ 2018년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누계 14건)
- 공간조성 1개소 지원, 5백만원

- 공동체활동 13건 지원, 61백만원

❍ 2019년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누계 38건)
- 공동체활동 24건 지원, 100백만원

-「경기도 우수마을공동체」 우수마을상 수상(키다리 아줌마와 아저씨)
- 공동체 간담회 및 교육(4회), 사례집 제작(1건)

❍ 2020년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누계 61건)
- 공동체활동 22건․공간조성 1건 지원, 119.8백만원

-「경기도 우수마을공동체」 감동마을상 수상(청년협동조합 뒷북)
- 공동체 간담회 및 교육 운영(7회), 사례집 제작 1건
- 경기도 시․군 공동체 거점공간 선정(도비 77백만원/포일근린공원
다목적홀 조성 예정)

❍ 2021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누계 84건)
- 공동체활동 22건․공간조성 1건 지원, 120백만원

- 공동체 간담회 및 교육 운영(5회), 사례집 제작 1건
- 경기도 시․군 공동체 거점공간조성 (들락날락/안양판교로 78)

 예산확보액 및 집행액 
(단위: 백만원)

구분
확보액 집행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470 45 425 379.4 25.6 353.8

2018년 70 70 66 66

2019년 100 100 100 100

2020년 180 24 156 119.8 16.1 103.7

2021년 120 21 99 93.6 9.5 84.1

 향후계획

❍ 마을만들기 사업 지속 추진: 2022년

[도시재생과]
직 과장 팀장 담당자

성명 정용섭 전경준 서정숙
연락처 345-3460 345-2936 345-2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