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21년 신규 자활사업 아이템 설명회 계획(안)

신규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시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자활
센터와 공유하고 사업화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함
 사업개요
❍ 사 업 명: 신규 자활사업 아이템 설명회
❍ 일

시: 2021. 10. 15(금), 14:00

❍ 장

소: 광주광역자활센터 교육장

❍ 대

상: 광주지역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 내

용: 제로웨이스트, 장난감 소독, 반려동물 간식, 다회용기 세척

❍ 추진방법: 오프라인 대면방식(각 센터별 4명 이내)

 세부사업내용
❍ 주요 사업 아이템
시간

내용
∘ 국내 하루 쓰레기 발생량은 50만톤으로 리사이클링에서 사전 재활용
인 ‘프리사이클링’을 요구하는 등 변화되고 있음
- 2018년 중국이 폐자원 수입 금지 선언,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문제

제로웨이스트

등으로 우리사회의 인식은 급변하고 있음
∘ 2021년 9월 서울시는 제로웨이스트 관련 제품을 무료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마련(성동구 서울새활용플라자 ‘제로숲’)
∘ 무라벨 생수를 판매하기 시작(버려지는 것을 줄이기 위함)하듯이 기
업에서도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음

∘ 국내1호 제로웨이스트샵 ‘더 피커’를 시작으로 다양한 형태의 제로
웨이스트샵이 운영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30여개의 제로웨이스샵이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에
서는 제로웨이스트 매장 인증제 등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어
제로웨이스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 제로웨이스트샵은 1개(카페이공) 운영되고 있음
∘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사업에 자활사업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시
민의 인식개선과 함께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일자리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 카페, 공방 등과 함께 숍인숍(shop in shop)으로 운영가능
∘ 코로나-19 등 각종 바이러스성질환으로 인한 유아부모 및 유치원 등
의 고충을 해소
- 영유아들은 교재․교구․장난감 등을 입에 넣거나 빨고 침을 흘리는
등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을 소독하는 것
장난감 소독

은 감염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함
- 이에, 유치원 및 가정 등에서 사용되는 장난감을 정기적으로 소독
하는 위생관리 필요성 제기
∘ 2021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위생관리(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하여 교
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미치는 교구, 놀잇감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
을 실시하고 청결하게 관리해야함
∘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펫펨족이 1,500만명 규모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반려동물 건광관리에 도움이 되는 펫푸드에 대한
관심도가 함께 높아지고 있음
∘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3조4000억원으로, 오는 2027년 6조원에

반려동물 간식

도달할 전망(2021년 한국노촌경제연구원)
∘ SSG닷컴, 쿠팡 등 유통업체에서는 반려동물 전문관‘몰리스 SSG’운
영하는 등 반려동물 간식을 찾는 소비가가 증가하고 있음
∘ 반려동물 간식 또한 대량 생산되는 간식이 아닌 수제간식을 구입할려
는 고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음
∘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이 2021.7.26. 제정되면서
1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품을 사용하기를 범사회적으로 펼쳐나가고

다회용기 세척

있음
∘ 다회용품 사용을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척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
아지고 있음
- 다회용기 사용처: 유치원 및 어린이집, 공공 의료원 등

❍ 세부일정
시간

14:00 ~ 15:00

15:00 ~ 16:00

16:00 ~ 17:00

17:00 ~ 18:00

내용

∘ 제로웨이스트
- 박보민 대표(정약용컴퍼니(주)_지구수호대)

∘장난감 소독
- 이중근 주임(영주지역자활센터_장난감소독세척)

∘반려동물 간식
- 정유라 대표(간식잇댕)

∘다회용기 세척
- 최선린 팀장(경기광역자활센터)

※ 다회용기 세척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동영상 촬영으로 비대면 안내
 참가 신청방법
❍ 참가 신청서(붙임2)를 작성하여 이메일 송부
- 신청기간: 2021. 10. 5(화) 까지
- 이메일: chaeugi@kdissw.or.kr

 기대효과
❍ 신규 자활사업 아이템 공유를 통한 자활사업 다각화 도모
❍ 신규 자활사업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기대

비고

-

-

-

동영상
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