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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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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띠 믹스의 핵심가치

숙의 공론장

일상의 공론장

시민주도 공론장



빠띠 믹스에는 어떤 게시판 기능들이 있나요?🤔
● 소식 게시판  

활동 소식 등을 알릴 수 있고, 자유게시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 제안 게시판  

누구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 해 보고 다른 제안에 대해 토론해요. 
● 투표 게시판  

투표를 통해 결정을 하거나, 서로의 의견을 표현하고 토론할 수 있어요. 
● 모임 게시판  

모임이나 행사의 일정과 내용을 알릴 수 있어요. 



빠띠 믹스에서 시민들은 어떻게 활동할 수 있나요?🤔
● 정보  

단체의 활동 소식이나 행사 정보, 관련 이슈 등을 쉽게 알 수 있어요.
● 표현  

공감 또는 응원 하는 게시물에 ‘공감’을 눌러 표현하거나 
투표에 참여해 나의 의견을 손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 토의 
제안을 직접 작성하거나 댓글 등으로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어요.

● 공유  
공론이나 정보를 주변에 쉽게 공유하고 지인과 함께할 수 있어요. 



빠띠 믹스에서 운영자는 어떻게 운영할 수 있나요?🤔
● 게시판 관리  

우리 단체 공론장에 적합한 게시판 타입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어요.
● 권한 관리 

각 게시판마다 글 작성 권한, 글 읽기 권한 등의 권한 조정을 할 수 있어요.
● 게시글 작성  

알리고 싶은 소식이나 정보를 게시하거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의제를 올려 공론장을 꾸릴 수 있어요.   

● 공유하기  
우리 단체에서 진행하는 공론이나 소식을 주변에 확산시켜 보아요! 



주소창에 주소를 입력하거나, 포털에서 검색하면 
빠띠 믹스로 들어갈 수 있어요.

https://parti.mx

시민주도 디지털 공론장 빠띠 믹스 시작하기

활동을 시작해볼까요?
접속과 회원가입부터 해 보아요.



메인 화면 소개  
① 

③ 

②

그룹리스트

① 햄버거버튼
클릭하면 이렇게 
펼쳐져요.
그룹 리스트를 볼 수 
있어요 

③ 그룹 관리 메뉴 
(관리자용) 
그룹의 멤버 및 게시판을 
관리해요

④ 게시판 
클릭하면 각 게시판으로 
이동해요

② 알림 버튼 
클릭하면 가입한 그룹의 
새 글, 새 댓글 등의 
알림을 볼 수 있어요④



1. 첫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쉬운 가입

2. 로그인창에서 
소셜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눌러주세요

3. 정보를 기입하고 
체크한 후 ‘가입’을 

눌러주세요



닉네임, 프로필 사진 설정 

이메일@이메일

이메일@이메일

1. 홈에서 프로필 버튼을 
누르세요.

이메일@이메일

2. 프로필을 누르세요. 3. 파일 선택을 누른 후, 
    사진을 설정해요.

4. 프로필 사진이 
설정되었어요.

이메일@이메일



그룹 가입하기 

*기본 그룹 세 개에 
자동 가입돼 있어요.

1. 그룹 리스트에서 그룹명을 누르거나,
검색창에 그룹명을 검색해 들어가요. 

2. 원하는 그룹의 ‘그룹 가입’을 눌러 
가입 신청을 하면 그룹에서 활동할 수 있어요.



기본 그룹 소개  

● 열린 공론장
○ 다양한 이슈에 관한 열린 공론장이에요.

● 빠띠 믹스 관련 문의
○ 믹스 사용에 관한 질의응답을 할 수 있어요.
○ 믹스를 사용하며 발견한 오류를 제보해 주세요.
○ 믹스를 사용하며 떠오른 믹스 개선 아이디어가 있으면 들려 주세요.

● 빠띠 믹스 체험공간
○ 빠띠 믹스와 친해지는 중인 분들을 위한 체험공간이에요.
○ 그룹에 정식으로 글을 올리기 전에 믹스의 여러 기능들을 

편하게 테스트 해 보고 싶을 때 이용해 보세요.

*기본 그룹 세 개에 
자동 가입돼 있어요.



그룹 알림 기능 소개  

2. 프로필 수정 페이지에 들어오면, 
스크롤을 내려요.

3. 가입한 그룹의 알림을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1. 프로필을 누르고,
설정 페이지로 들어가요.



그룹 알림 기능 소개  
1. 가입한 그룹에 새 글이 올라오거나, 

내가 작성한 글에 새 공감이나 새 댓글이 생기면
종 모양에 숫자가 생겨요. 

종 모양을 클릭하면 알림 목록을 볼 수 있어요.

2. 내가 읽지 않은 새로운 알림은 초록색 원이 표시됩니다.
알림을 누르면 해당 게시글로 이동해요.



빠띠 믹스 운영자(오거나이저용) 기능 소개 

그룹 정보 수정 / 게시판 관리 / 권한 관리 / 회원 관리



그룹 설정 (오거나이저용)  
오거나이저는 홈에서 점 세 개 버튼을 눌러서 여러 관리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룹 설정 (오거나이저용)  
그룹 정보 수정 : 1. 그룹의 이름과 배너 이미지를 등록하고 수정할 수 있어요.  



그룹 설정 (오거나이저용)  
그룹 정보 수정 : 2. 그룹 소개와 그룹 정책을 작성할 수 있어요.

그룹 소개:
그룹 운영 주체나
주요 의제 또는 공론장의 
프로세스 등을 자유롭게 
소개해 봅니다. 

그룹 정책:
빠띠 믹스 운영정책 외에 
강조하고 싶은 우리 그룹 
고유의 운영 정책이나 
약속문 등을 공지합니다.  



그룹 설정 (오거나이저용)  
회원 관리 : 그룹에 가입한 회원 목록을 보고, 회원 등급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룹 설정 (오거나이저용)  
게시판 수정 : 게시판을 개설하거나 수정할 수 있고, 게시판 별로 이용 권한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룹 설정 (오거나이저용)  
회원정보 다운로드 : 그룹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의 리스트를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빠띠 믹스 게시판 기능 소개 

소개 / 소식 / 제안 / 투표 / 모임 



소개   우리 공론장 그룹을 소개하고, 운영 정책을 공지합니다. 게시판 첫 순서로 고정되어 있어요.



소식   주요 활동 소식을 알리고 공지할 수 있어요. 자유게시판, 자료실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제안   다양한 아이디어나 제안을 쉽게 올리고 나눌 수 있어요. 

● 제안 제목과 내용 등을 
입력해요.

● 제안 종료 일정을 정해요.
● 제안과 관련된 이미지, 파일을 

첨부할 수 있어요.



투표   함께 토론하고 함께 결정할 수 있어요.

 투표유형
● 찬반투표

○ 안건 찬반여부를 투표
● 일반투표

○ 투표항목을 입력
○ 중복 투표 여부 선택

투표기능
● 익명 투표
● 투표 집계 공개 여부 선택  



모임   모임이나 행사 정보를 알릴 수 있어요.

● 참석 인원과 장소를 
알 수 있어요

● 모임 일정을 내 
‘구글캘린더에 추가’ 할 수 
있어요



빠띠 믹스 mix@parti.coop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parti.coop 

빠띠 믹스 바로가기

빠띠 믹스를 
지금 시작해보세요!

문의

https://parti.co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