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network of cities where living is good
The CITTASLOW has same meaning as SLOWCITY 

As snail is as symbol of cittaslow, the good community like villages 
on the snail's back is slowly moving toward better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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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슬로시티 정보  
◎ 한국슬로시티본부 웹사이트(www.cittaslow.co.kr) 재개발리뉴얼 renewal

◎ 슬로시티 전주, 시장님 간담회 및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방문

◎ 슬로시티 목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슬로시티 후보도시 춘천, 시장 및 국   과장 지도자 교육 및 공무원 대상 

   슬로시티 인식 교육 실시

◎ 슬로시티 담양 ‘슬로시티 마을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 해외 슬로시티 동향 국 ‧ 영문     
    국제슬로시 티 연맹 본부   2020년도 상반기 국제조정위원회 비 디오 컨 퍼 런스 개최
     영국 몰드   플라스틱 줄이 기 프로젝트 1주년 기 념 

◎ 공지사항        슬로시티 하동   슬로시티 김해에서 한달살기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 언론보도자료     「영양군, 토종지원 보존 육성 상품화 나선다.」   매일신문

                   「김해 슬로라이프 실천 위한 화분 배부」   경남데일리

                             「청송군, 월막리 중앙로에 전선 없는 거리 만든다」   경북신문    

                            「전주 한옥마을 관광트램 ‘탄력’...과제도」   전북일보

   
  

The	 Cittaslow	 Corea	 Network	 has	 been	 publishing	 monthly	 newsletter	 which	 has	 10	 years	 history	for	 members	 of	 16	 cittaslow	 in	 Corea	 and	 this	 newsletter	 issued	 on	 May	 is	 cover	 of	 #121.	 	 	 	 	 	 	 	 	

1 2 1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 날 한 시 새해 

첫 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반칠환 2012

자기 개성으로 가면 모두 1등으로 도착한다.

슬로시티도 그렇다.

한국슬로시티 정보소식 보가 지령 120호, 1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간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콜라

보 해 주신 한국슬로시티 멤버 회원님들의 참여

와 연대에 감사인사 드립니다. 앞으로 웃음과 적

합함과 소박함의 3중주 소소소를 slow small 

simple 하게 슬로시티를 더욱 사랑하고 즐기도록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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