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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함께 극복합시다!”
노사발전재단, 전통시장 자매결연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앞장서
- 재단본부 소재‘마포·공덕전통시장 상인회’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정형우, 이하 ‘재단’)은 8월 4일(수) 10시 서울
마포구 재단 본부에서‘마포·공덕시장 상인회’(상인회장 이세권, 이하
‘마포·공덕시장’)와 「1기관·1전통시장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자매결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최근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추진됐다.
○ 또한, 재단은 환경보호를 위한 일회용품 줄이기 활동의 일환으로 행사
후 폐기된 현수막으로 ‘에코백’을 제작(300개)하고 이를 협약식 당일
시장 주변 상가에 증정했다.
□ 이번 협약으로 재단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고 재단 임직원들이 시장 및 시장 내 상가를 방문하여 생필품 등
시장 물품을 구매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며, 향후 재단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도 공덕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방침이다.
○ 또한, 마포·공덕시장 주변 환경정화를 위하여 재단과 시장 상인회가
함께하는 정기 봉사활동도 추진한다.
□

<자매결연 협약 주요 내용>
1.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
2. 재단 임직원의 시장 물품 구매 장려 및 재단주최 각종 행사 시 시장 적극 이용
3.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폐현수막 활용 에코백 기부·활용
4. 시장 주변 환경정화를 위한 재단-시장 봉사활동 정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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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우 사무총장은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재단 임직원들이 전통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하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상인회와 협의
하여 재단과 시장이 함께하는 다양한 상생 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
화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 마포·공덕시장 이세권 회장은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에는 작은 관심도
많은 힘이 된다.”라며, “상인회 역시 향후 다양한 활동을 함께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붙임 자매결연 협약서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노사발전재단 소통홍보팀 김찬솔 대리(☎02-6021-1257)에게 연락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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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자매결연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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