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special issue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시설 계획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24권 제6호 통권 제121호 2017년 11월 7

청소년, 마을에서 살기!
Local Community-based Space for Youth

김  명  호 /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무국장
Kim, Myoung-Ho / Community Building Support Center of Ansan City

9ni9ne9@hanmail.net

김  보  미 /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연구 장
Kim, Bo-Mi / Community Building Support Center of Ansan City

bom0623@gmail.com

1. 마을만들기

‘마을’의 정의를 사  의미로 놓고 본다면, ‘마실 다닐 

만한 거리’, ‘공간 으로 가까운 거리’로 설명되어져 있다. 

그러나 공간 으로 좁은 범주의 지역을 설명하는 것만이 

아닌, 친 한 계망이 형성되는 심리  범 의 마을로도 

이야기 할 수 있다. 때문에 마을에서는 상호 계망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긴 한 공동체  계망을 보다 

요시한다. ‘마을만들기’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

기 시작한 것은 1990년  반부터이며, 반에는 시민단

체 심으로 진행되어져 왔다면, 지 은 주민, 지역기 , 

행정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2. 마을디자인 학

안산시는 정주의식부재의 해결 방안으로 마을만들기에 

착목하여, 2008년부터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이하 지

원센터)를 설립하여 ‘주민 스스로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를 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해 왔다. 지원센터에서는 교

육과 주민이 직  실행하는 공모사업 등을 심이 되어 

운 되어 왔으며, 교육지원 안에는 마을디자인 학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마을디자인 학은 주민이 만들고 가꾸는 지역공동체의 

거 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민 스스로 디자이 가 

되어 공간의 특성에 해 이해하고, 공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 인 생활모습을 상상하는 과정을 통해 거

공간을 디자인한다. 공간의 구성뿐만 아니라, 거 공간을 

운 하는 로그램과 약속, 운 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지역공동체의 주인이 되는 연습을 진행한다. 여기

서는 마을의 청소년 공간을 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3. 청소년 마을거 공간 사업

지원센터는 2010년부터 마을의 주요 주체인 청소년에

심을 갖기 시작하 으며, 청소년을 상으로 마을의 자원을 

발굴하고 마을에 한 애정을 키우기 한 교육을 시작하

다. 청소년 마을교육은 청소년의 높이에 맞춰 핸드폰

이나 컴퓨터를 활용하는 교육 로그램으로 구성하고 마

을에 무 심한 청소년들이 마을에 심을 갖고, 직  활동

할 수 있도록 체험 심의 교육을 진행하 으며, UCC, 사진 

등의 교육을 제공하며 청소년마을기자단 활동으로 연계하

다. 이러한 활동을 배경으로 마을에서는 청소년들의 활

동공간 필요도가 높아졌으며, 지원센터의 마을디자인 학 

과정을 거쳤으며, 안산에서는 ① 사동 감골주민회 ｢청소년

공간 열정99℃｣, ② 부곡동 벗(友)꽃마을 북카페, 지동 

③ THE 행복한 STAGE, 3곳의 청소년 공간이 운 되고 

있다. 

3.1 사동 감골주민회 ｢청소년공간 열정99℃｣
청소년들은 어디에서 모일까? 돈이 없어도 청소년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친구들과 즐기고 고민하고 뭔가를 만들

어낼 수 있는 청소년들만의 공간이 필요하 다. 사동 감골

주민회 청소년공간 열정99℃는 2016년 마을디자인 학을 

진행할 때까지만 하여도 상 공간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자신들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은 청소년들이 실 인 

안을 찾아보고, 청소년 스스로 래 공동체와 함께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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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청소년 희망활동과 시설마인드맵 결과

그림 2. 공간 운   약속만들기 과제

  

그림 3. 청소년공간 탐방보고서 발표

그림 4. 청소년공간 탐방보고서 발표

그림 1～4 출처 : 2016년마을디자인 학,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싶은 일, 사회와 함께 하고 싶은 일 등을 구상하여 공동체 

삶 속에서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 다. 

청소년공간 열정99℃는 2016년 사동 감골청소년기획단

이 마을디자인 학으로 선정되어 총 4회의 로그램 진행

으로 청소년 공간을 구체화시켰다. 총 23명의 청소년기획

단과 감골주민 의체, 도시공감 동조합 건축사사무소의 

정지혜 강사가 지도교수로 참여하 다. 마을디자인 학은 

총 4회로 진행되었으며, 마을만들기에 한 기 이해에 

한 교육  활동공간에 해 토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청

소년 공간을 탐방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  로그램을 구

성하 다.

회차 내용 형식

1회차

아이스 이크-자기소개하기

나의 활동공간은? 공간범  표시하기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일까?

나의 활동공간에서 요한 것

마을만들기의 이해 :마을만들기에 한 

기 이해 교육

워크 , 강의

과제1 :놀이터(청소년 공간  시설) 탐방

2회차

마을 청소년 공간 사례 :

유사사례 소개 강의를 통해 조성운   

이용실태, 시사  등 교육

조별 탐방보고서 발표 :

조별로 탐방한 청소년 공간 조사내용 발표 / 

기존 공간의 장   한계 진단

강의, 발표

과제2 :공간운 에서 내 역할 고민, 공간 

약속 만들기

3회차

청소년 공간 운  로그램 만들기 :

운 로그램 인스토  진행 / 

운 시간표 그리기

청소년 공간 운 원회 조직하기: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임시운 원회를 

조직 /

분과만들기, 운 진 구성하기, 운 약속 

만들기

워크

과제3 :공간운 에서 내 역할 고민하기

4회차

공간조성  운 재원 아이디어 만들기 :

공간조성에 필요한 비용 상상하기 / 

공간운 에 필요한 비용 상상하기

청소년 공간 만들기 과제 발표 :

청소년 공간 실태 / 공간  로그램 구성, 

운 원회와 약속 /

공간 조성  운 에 한 재원마련 계획

워크 , 발표

수료식

*출처 : 2016년 마을디자인 학, 안산시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표 1. 사동 감골청소년 기획단 마을디자인 학 로그램

한, 청소년 공간을 리하기 해 청소년운 원회

(이하 청운 )를 디자인, 환경, 홍보, 교육, 운 기획 다섯 

개의 분과로 구성하여 거 공간을 운 하고 리하는 매

뉴얼을 만들었다. 청소년기획단은 청소년 자신들의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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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청소년공간 탐방보고서 발표

그림 6. 감골주민회 마을축제

그림 5～6 출처 : https://www.facebook.com/gamgolteenagers/

스스로 만들고 운 하기 한 계획안을 감골주민 의체에 

발표하고, 청소년만의 힘으로 만들기 어려운 부분에 해 

어른들과 함께 고민했다. 

이러한 마을디자인 과정을 계기로 사동에는 2017년 4월 

기존에 있던 마을카페를 리모델링하여 청소년문화공간인 

청소년열정공간99℃라는 이름으로 개소하 다.

거 공간을 안정 으로 운 하기 해 청소년기획단은 

매월 1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 나빠스 학습나눔, 

1318청소년동아리, 역사탐험  등 청소년 로그램이 운

이고 확  강화할 정이다. 청소년열정99℃는 청소년 

문화공간 뿐만 아니라 시간 를 정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장소로 확 되어 책모임, 자수모임, 역사모임과 같은 

주민 모임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동 청소년열정공간99℃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의 매

년 마을의 축제도 함께 기획하여 주체 으로 참여하고 있

으며, 청소년들도 마을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어울리며 성

장하고 있다. 

3.2 부곡동 벗(友)꽃마을 북카페

-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약 40평 공간)

- 공간조성 목 : 부곡동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 

학부모 등 주민이 자유롭게 활용

- 공간활용 계획(사업계획서 기 , 변동가능)

1. 자유로운 북까페 공간  쉼터제공

2. 창작공간 제공: 문화, 연극, 노래, 악기, 뮤지컬, 

공작활동 등

3. 마을사랑 소모임 인큐베이  장소 제공

안산의 부곡동은 타지역에 비해 문화시설이 부족하다. 

빈곤아동, 기청소년을 비롯하여 문화 으로 타 지역에 

비해 소외되고 있는 부곡마을 주민들에게 북카페를 통해 

문화활동과 문화향유를 리게 하여 삶의 질이 조 이나

마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부곡동 주민들이 자유

롭게 이용하는 공간을 조성하기 해 마을디자인 학 과

정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거 공간을 만들고 운 하기로 

하 다. 벗(友)꽃마을 북카페는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마을사랑 소모임의 인큐베이  장소, 다양한 창

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 부곡동을 알리는 

소모임들의 다채로운 공연활동을 지원한다. 한 벚꽃마을 

북카페는 마을활동에 무 심한 주민들을 서로 소통하게 

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청소년들이 주체 으로 이 공간을 이용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마을디자인 학 과정이 진행되었다.

부곡동 마을디자인 학 로그램은 총 4회로 진행되었

으며, 총 36명의 부곡동 주민들(청소년 32명, 주민4명)이 

참여했다. 마을디자인 학은 마을공동체에 한 이해를 하

고 사동, 본오동, 반월동 등의 안산 내 마을에서 이루어지

는 마을만들기 사례를 공유하여 거 공간을 기획했다. 

한, 이미지카드를 활용하여 거 공간을 통해 하고자 하는 

것을 표 하 다. 참여자들은 6개의 조로 나 어 인스

토  기법을 통해 커뮤니티 디자이 로서 거 공간의 활

용방안을 모색하 다. 특히 부곡동은 스, 게임, 요리, 노

래, 카페 등 문화활동으로서의 거 공간을 생각하여 이를 

기반으로 각 조별로 공간을 디자인하고, 최종 으로 합의

하여 공사를 진행하 다. 한, 지속 인 북카페의 운 을 

해서 참여자들은 이름과 디자인, 규칙을 정하여 마을과 

거 공간의 주인의식을 높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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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내용

1조

-방방놀이터

-텃밭(가족)

-맛있는 음식

-인생토크 콘서트 홀 -부모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한달에 한 번씩 소풍

-노래방 

-빵먹기 

-도깨비 드라마 보기

-실시간 놀이터

-코인 노래방 한곡당 50원

-만들어요 건 한 공간

2조

-1달에 11번 식물 돌보기

-가족 화3D 4D 부 볼 수 있는 

화 →만화 화

-흡연실(미성년자 사용불가)

-호 집 

-클럽

-노래방을 만들어 주세요

-가족BAR 아이들 놀이터

-PC방 

-만화책 도서

-일상 생활에 필요한 물건 만들기

3조

-방학GO

-김장

- 화  화 람-

-음식 나 어 먹기

-음식 만들기

-뜨개질 수업을 하고싶다

-바둑

-태권도

-독서

- 스수업

4조

-춤추는 공간 꿈을(가수) 이루는 

시간

-보드게임

-그림그리기

-맛있는 요리활동

-태권도 배우기

-pc방 만들기

-유가을 작품

-흡연실 생겼으면 좋겠음 

-오카리나 배우는 공간

-음악 배우는 공간

5조

-텃밭 가꾸기

-차마시기

-돈 안내고 보드게임

-마을 탐방하기

-도자기 공  목공  주마다 나무 

한 그루 심기

-녹음실

-실뜨기 십자수

-목도리  벙어리 장갑 만들기

-농구 축구

-랩 만드는 방 Show Me The 

Money 오디션장 

- 화감상

- 고

-북 콘서트 

-바둑교실

표 2. 우리 마을에 마을커뮤니티 공간이 생긴다면?

그림 7. 공간만들기(페이퍼 로토타입)워크  

그림 8. 공간만들기(페이퍼 로토타입) 워크 _부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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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카페 주방  요리 가능 공간

ㄷ자형 조리

카페 바 & 요리가능/싱크

폐쇄형 분리 

다용도 공간

면 벽거울 설치

코인 노래방

무  겸 스테이지

피아노 교실 / 스크린 설치 / 폴딩도어 설치

오  북카페 책꽃이, 의자, 테이블

카페 겸 다용도 공간

비치용 컴퓨터 

카페 테이블 / 의자 

책과 책장

인터넷 사용공간 

쓰 기 분리수거함

컴퓨터 사용

독서용 테이블/의자

책장 & 수납형 의자/신발장/사물함

표 4. 부곡동 벗(友)꽃마을 북카페 최종 공간안

그림 9. 부곡동 벗(友)꽃마을 북카페 공

3.3 초지동 THE 행복한 STAGE

-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동(약 70평 공간)

- 공간조성 목 :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거  공간 

- 공간활용 계획(사업계획서 기 , 변동가능)

1. 사진기자단 활동 2. 스연습 3. 놀이문화공간 조성

지동 THE 행복한 STAGE는 청소년들의 자기주도  

계발과 건 한 놀이 문화의 확산을 통해 지역 청소년 간

의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거  공간을 만들기 해 

마을디자인 학 로그램을 진행하 다. 지동의 마을디

자인 학 로그램은 사진기자단, 스연습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놀이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건

한 놀이문화를 정착시켜 양 , 질 으로 건강한 커뮤니

티를 형성하고자하 다. 로그램은 총 4회로 진행되었으

며, 총 33명이 참여하 으며, 1회차는 오리엔테이션을 통

해 마을만들기에 해 알아보고 이미지카드를 이용해 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상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2회차

에서는 거 공간을 자유롭게 상상한 후에 청소년들이 커

뮤니티 디자이 가 되어 각 조별로 아이디어를 방출하고 

의견을 모았으며, 거 공간 활용방안 뿐만 아니라 거 공

간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에 해 논의하 다. 3, 4회차에서

는 커뮤니티 공간 디자인 사례를 참고하여 청소년 스스로

가 거 공간을 디자인하고 최종 공간안을 합의하 다. 

이 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실질 으로 사용하는 

거 공간을 스연습과 같은 활동, 휴식 등에 알맞게 공간을 

변경하 다. 부곡동의 사례는 디자인 학에서 도출된 안과 

실제로 마련된 공간이 산과 다른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정에서 조  변경되었지만, 지동 THE 행복한 STAGE

는 청소년들이 만든 최종안이 실제로 거의 비슷하게 만들

어졌다는 데에 그 의미가 크며, 함께 만든 아이들이 더욱

더 주체의식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으리라 기 해 본다.

그림 10. 공간만들기(페이퍼 로토타입) 워크 _ 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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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홀  

다용도 공간

면거울 

이동책장으로 공간 구획

폴딩도어로 공간 구분

벌집형 쉼터

창가 바테이블 (컴퓨터)

무 , 화 람
무  뒤 사물함 

스크린

독서 & 휴게 공간 & 

화 람 

천정 스크린

빈백

잠을 잘 수 있는 공간

책장, 앉은뱅이 책상

디지털 사용 & 

카페형

창가 고용 블라인드 

창가 수납공간/의자수납

창가 바 테이블 / 컴퓨터 

이동형 공간 구획 책장

이동형 에어의자 

피아노 

회의  공작공간 / 

스 & 노래방

면거울

물품 수납함

테이블 / 의자 

노래방기계, 방음

부엌
조리용 테이블 

요리할 수 있는 공간

표 4. 지동 THE 행복한 STAGE 최종 공간안

1. 싸우거나 욕하지 말자.

2. 공간을 즐기면서 잘 사용하되, 내가 사용한 공간은 잘 마무리하자.

3. 서로 배려하며 사용하자.

4. 반갑게 인사하고 양보하자.

5. 시간을 정해서 이용하자.

표 5. 지동 THE 행복한 STAGE 청소년 커뮤니티공간 사용자 약속

무 가 넓어지고 뒤에 물품보 을 한 공간이 마련

책을 보면서 휴식할 수 있도록 

책장 마련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폴딩도어가 설치

스 연습을 할 수 있는 형 

벽거울 설치

가운데 방에서 요리를 할 수 

있도록 환풍기를 설치

창가에 바테이블을 만들어 창밖을 보며 개인공간 마련

그림 11. 지동 THE 행복한 STAGE 청소년 공간 모습

4. 결론

의 사례와 같이 안산에서는 마을에 청소년들이 쉽게 

머물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청소년들과 함께 

설계하고 그것들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사동

의 사례는 주민들이 직  공간을 임 하여, 아이들에게 그 

공간을 내어주어, 청소년들이 직  운 에 참여하고, 다양

한 로그램도 주체 으로 기획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과 활동으로 마을에서 청소년들은 다양한 세 와 소

통할 수 있고,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 메뉴얼화 된 규모의 교육시설의 구축보

다는 마을단 에 작은 다양한 청소년공간을 마련하는 것

이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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