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은연구 연구모임 정책건의 보고서>

연구명: Model Transfer of Socio-Urban Ecology in Seoul: Seoul Walks
모임책임자: 이영범 (경기대 대학원 건축학과 교수)

1. 정책제안 01 : Model Transfer of Socio-Urban Ecology를 통한 국내외 
도시사회공간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의 가능성을 확대

- 국내에 거주하며 가르치거나 배우는 외국인들이 서울의 도시공간 및 사회
변화에 대해 인식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민사회 레벨에서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함

- 심포지움이나 세미나 등의 딱딱하고 아카데믹한 자리에서의 논의를 벗어
나 Walk & Talk 형식의 현장 위주의 답사 및 토론 등의 현실감 넘치는 
도시순례 프로그램을 제안함

 





2. 도시 걷기 - Seoul Walks 행사의 정례화 및 Jane's Walk 서울 등록

- Jane's Walk 홈페이지: http://janeswalk.org/
- 향후 Seoul Walk를 Jane's Walk의 서울 이벤트로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
- 현재 36개국 189개 도시에서 1000개의 서로 다른 도시 걷기 행사를 진행

하고 있음
- 등록절차 : Jane's Walk 홈페이지의 ‘Add a City’를 통해 등록

In 2015, Jane's Walk took place across 6 continents, 36 countries, 
189 cities, and in the form of over 1000 walks! Over the years, 
we've had many places and stories represented on community 
walking tours, and we are always interested in talking to you 
about adding your city, town, or region to the mix.

Here's how:
1.In the City Directory below, check whether there is already a City 

Organizer where you live. (If there is, send them a note to say 
hello, and find out if you can lend a hand.)

2.If there isn't a City Organizer listed for your city, that means 
we're still looking for someone to lead the charge.

 
3.If the City Organizer says Jane's Walk, that means someone has 

expressed interest in participating there, but no one has been 
able to take the lead yet.

4.If you think being a City Organizer might be for you (or your 
organization), read our short Organizer Summary which 
describes the core responsibilities, time lines and perks of joining 
the community.

5.All good? Then simply click here to Add a City. Please make sure 
you have registered with us before you beg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