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vii

목차

01 연구개요 2

1_연구 배경 2

2_연구 목적 2

3_연구 구성과 방법 3

02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6

1_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배경과 목적 6

2_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현황 7

3_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특징과 의미 13

4_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구조와 내용 16

03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의 주요 도시 사례 24

1_2015년 도시먹거리정책 우수사례 24

2_2016년 밀라노 먹거리협약 어워드 도시 44

04 밀라노협약에 기초한 서울시 먹거리정책 평가 및 개선과제 50

1_협약에 따른 서울시 먹거리정책 현황 50

2_밀라노협약 영역별 서울시 먹거리정책 내용 및 평가 55

3_서울시 먹거리정책의 특성과 한계 65

05 결론 및 제안 68

1_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은 무엇인가? 68



viii / ‘밀라노먹거리협약’과 서울시 먹거리정책

2_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의 특징과 정책적 함의 70

3_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에 따른 서울시 먹거리정책 진단 72

4_서울시 먹거리정책 개선방향 75

참고문헌 81

부록 82

1_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영문 전문) 82

2_2015년 해외 도시먹거리정책 우수사례 도시별 특징 85

3_2016년 밀라노 먹거리협약 어워드 도시별 특징 141

4_서울시 먹거리정책의 영역별 세부 내용 144



목차 / ix

표

[표 2-1] 협약 가입 도시 9

[표 2-2] 협약 가입 도시의 지역적 분포 10

[표 2-3]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운영위원회(2016년~2018년) 13

[표 2-4]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실행체계 21

[표 3-1] 거버넌스(효과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보장) 영역의 해외 도시 사례 25

[표 3-2] 지속가능 식생활과 영양 영역의 해외 도시 사례 29

[표 3-3] 사회경제적 형평성 영역의 해외 도시 사례 33

[표 3-4] 먹거리 생산 영역의 해외 도시 사례 35

[표 3-5] 먹거리 공급과 유통 영역의 해외 도시 사례 39

[표 3-6] 먹거리 폐기 영역의 해외 도시 사례 42

[표 3-7] 밀라노협약 어워드 수상도시 45

[표 4-1] 거버넌스 영역의 서울시 먹거리정책 55

[표 4-2] 밀라노 협약 거버넌스 실행전략과 서울시 먹거리 거버넌스 관련 정책 56

[표 4-3] 지속가능 식생활과 영양 영역의 서울시 먹거리정책 57

[표 4-4] 사회경제적 형평성 영역의 서울시 먹거리정책 60

[표 4-5] 먹거리 생산 영역의 서울시 먹거리정책 62

[표 4-6] 먹거리 공급과 유통 영역의 서울시 먹거리정책 63

[표 4-7] 먹거리 폐기 영역의 서울시 먹거리정책 64



x / ‘밀라노먹거리협약’과 서울시 먹거리정책

그림

[그림 1-1] 연구 구성 및 방법 4

[그림 2-1]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구조와 핵심 내용 16

[그림 4-1]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영역별 서울시 먹거리정책(2015~2016년) 51

[그림 4-2] 영역별 정책사업 분포 52

[그림 4-3] 영역별 예산 분포 52

[그림 4-4] 영역별 사업 수와 예산 규모 비교 52

[그림 4-5] 밀라노 먹거리협약 영역별 서울시 먹거리정책 중 기본계획 사업 분포 53

[그림 4-6] 밀라노 협약 영역별 서울시 먹거리정책 중 예산규모 10대 사업 분포 54

[그림 4-7] 예산규모 10대 사업과 예산 비중 54

[그림 4-8]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영역과 실행과제 중 서울시 정책 미흡 분야  65

[그림 4-9]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에 따른 서울시 먹거리정책 특성과 한계 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