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운영가이드는 시민공유공간 운영을 위한 기본 가이드이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2018, 마을활력소 조성 길라잡이,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20, 시민공유공간 매뉴얼북,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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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유공간 

이해하기



다양한 계층과 연령의 

마을주민들이 모여 무엇이든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  

주민, 행정,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하고 

설계하는 민·관 협력공간

소모임, 청소년 동아리방, 

차 마시기, 마을문제의 공론장 등

무엇이든지 함께 만드는

시민공유공간이란, 주민이 직접 만들고 이웃과 함께 운영하며 

마을주민이라면 누구나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공간의 운영 규정 및 역할에 

동의하는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공간의 역할, 공간운영, 

공간설계 등 주민자율적, 

주도적 참여

1  시민공유공간이란?

모두가 주민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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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자립형

주민자치형

공동체

(공간 제공/운영)

추진주체

기존의 공간을 

시민공유공간으로 

조성

목표

공간 有

공간유무

마을 계획형

공동체

(「공동체 마을계획 수립 

사업」 진행팀 내 공간 분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시민공유공간 조성 

과정 지원 

공간 無

2  시민공유공간 유형

민관협력형

행정(공간제공) 

+ 

공동체(공간운영)

추진주체

공공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시민공유공간 조성

목표

공간 有

공간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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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미마을박물관 [마을박물관]

중구 보문로 184

042-252-2238

12

사랑방 풀꽃 [마을사랑방]

중구 대둔산로 384(대하빌딩) 2층

010-6402-8282, 010-4386-5056

13

대덕구

유성

서구 중구

동구

1

4

5

6

7

13

2

3

9
10

11
12

21

22
23

24

20

14
15

16

18

17

8

25

19

삼성동어울림 [마을사랑방]

동구 태전로 138-12   010-8839-4220

21

비름뜰 예술촌 [마을카페]

동구 비룡로 13    010-2865-3569

22

푸르미르 자갈자갈 [마을사랑방]

동구 계족로 483번길 27

042-621-7544

23

성남동 두드림(do dream) [마을사랑방]

동구 성남로 38-5 3층

010-5438-1345

24

너나들 [마을사랑방]

동구 대청호수로 337번길 49, 2층

010-3433-5942

20

햇살 [마을여행소]

동구 가양동 294-11 1층

010-6320-0779 

25또바기 [어린이 마을학교]

대덕구 신탄진로 218번길 53, 2층

042-320-3060

14

대화마루 [마을공방]

대덕구 동심1길 46   010-2284-1916

15

고리 [마을사랑방]

대덕구 계족로 667-21, 3층

042-638-2465

16

오정다움 [마을사랑방]

대덕구 오정로 78번길 111-14

042-608-4622

17

드루와 [마을청소년공간]

대덕구 석봉로 38    042-608-4801~2

18

다행 [마을사랑방]

대덕구 신탄진로 810번길 89, 2층

010-2920-0190

19

3  시민공유공간 조성 현황

월평둥지 [마을사랑방]

서구 월평중로 3번길 38

070-8282-8772

4

내동네 부엌 [공유부엌]

서구 동서대로 1021번길 41-6

042-527-4803

5

시공간 모두(MODU) [마을학교] 

서구 관저중로 80번길 9 지하 1층

042-362-2037

6

거문들 [주민쉼터] 

서구 장안로 12  

010-4205-0307

7

다온어뮤즈 [마을청소년공간]

서구 만년남로 11번길 55 지하1층

010-9437-2898

8

상상마을 [배움학교]

중구 태평1동 332-7번지 신협 2층

042-525-7009

9

공감의 집 '잇다' [교육사업]

중구 대종로 199번길 6

042-283-7778

10

함지박공동체 [마을배움터]

유성구 관들5길 29

010-5436-9475

1

상상나래 [마을배움돌봄터]

유성구 가정로65 상가 103호

042-864-0606

2

장대오장 [공유부엌]

유성구 유성대로 730번길 51 3층

042-822-3693

3

도란도란 중촌마을 [마을사랑방]

중구 대전천서로 695 상가 205호

070-7865-575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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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시민공유공간 

운영원칙



마을주민 모두가 주인으로 

책임감 있게 

운영·이용하는 곳

다양한 관계형성이 

일어나고 

언제나 환대하는 곳

주인의식 친밀성

1  시민공유공간이 반드시 

     가져야할 가치

마을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공적 가치가 

만들어지는 곳

주민이라면

 누구에게 언제나 

개방되는 곳

공공성 개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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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공유공간이 반드시 

     지켜야할 운영원칙 

남녀노소 대전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이용주체

※ 단, 대관 등 이용시간이   

    겹칠 시 해당 지역주민 

    우선 이용 

운영시간

주 10시간, 

2일 이상 개방

※ 프로그램 운영시간 

    이외에 의무적 

    개방 시간임 

마을공동체, 자생단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짐

운영주체

※ 주민운영단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공간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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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시민공유공간 

조성과정



2단계  공유공간 확보하기

민관협력형은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할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소방서 등 비어있는

공간을 주민이 운영하는 시민공유공간으로 재탄생 시킵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사전 

협의 후 3년 이상 사용·이용허가서 혹은 협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자치-마을자립형은  

민간 건물 임대, 혹은 자가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간 건물을 임대할 경우엔 

3년 이상 공유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혹은 협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가 건물을 활용할 경우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용승낙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소유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양한 주체가 결합하는 이유 

다양한 영역의 마을주민이 공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고, 민관협력형의 

경우 자치구 혹은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함께 결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시민공유공간에 적절한 지리적, 공간적 조건  

① 해당 지역에 유사 용도를 가진 시설이 있어 중복되지 않는 곳

② 주거지와 인접하여 일상적 접근이 용이한 곳

③ 공원, 놀이터, 시장, 학교 등 생활편의시설과의 연결이 용이한 곳

④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있는 곳

⑤ 노약자 혹은 장애인, 어린이의 출입의 장벽이 없는 곳

※ 2018, 마을활력소 조성 길잡이 참고

※ 아래 과정은 공간 유무와 사업 선정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단계 시민공유공간 추진 주체 모으기

운영단 구성은 

시민공유공간은 공간을 운영하는 주축 공동체뿐만 아니라 자생단체, 지역내 시민단체 등 

마을의 다양한 주체들 10명 내외가 결합하여 주민운영단을 구성합니다.

주민운영단은

공유공간을 확보하는 초창기 작업부터 워크숍 운영, 각종 홍보, 운영규칙 규정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지속적인 공간 운영에 대한 공동 책임을 가집니다.  

주민운영단은

사업선정 이후 충분한 모집 기간을 두어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에 

공개하여 모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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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공간 워크숍

워크숍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을의 주민들과 함께 우리 마을 시민공유공간에 대해 상상하는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워크숍을 통해 시민공유공간 조성을 주민분들께 알리고, 남녀노소 

다양한 참여자와 어떤 공간을 만들지 함께 상상하며 의견 수렴을 합니다. 

※ 워크숍은 마을에서 유연하게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대전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 요청하여 전문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공간 워크숍 기본 예시 (3회 구성 시)

1차 :  상상하기 (관계맺기)

상세내용 핵심내용

- 참여자 자기소개

- 시민공유공간 사업소개

- 우리동네 현황 발표 (조사결과 발표)

- 우리마을 공유공간 상상 원탁회의
   (우리마을에 00한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 참여자간 친해지기

- 마을의 다양한 참여자 참석 
   (어린이, 노인, 자생단체 등)

- 마음껏 상상해보기

- 상상한 것 추려내기

2차 :  구체화하기 (공간컨셉정하기)

상세내용 핵심내용

- 지난 워크숍 결과 공유

- 우리마을의 공공적 가치를 가진 공간은 
   어떤 성격을 가진 공간일까요?

- 내가 공간에서 하고 싶은 것은?

- 우리공간이 가져가야할 핵심 의제는 
   무엇일까요? 

- 1차 워크숍 바탕으로 공간 성격 
   정하기

- 공간의 핵심 의제 (비전) 정하기 

3단계  마을 조사하기

마을 조사는  

마을의 특성과 주민 수요, 마을의제에 따라 시민공유공간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간을 조성하기 전 마을을 조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을조사는  

동네 돌아보기, 커뮤니티 맵핑, 마을지도 만들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지역현황 조사 

2  공간특성 조사  

인적 인구 규모와 특성 및 인근 주민모임 규모 및 특성

위치 공간 주소 

물리적 지리적 특성 (주거, 상업, 공업 등) 및 인근 공유공간 현황

면적 대지 면적, 건물 면적, 층별 면적, 연면적, 공간 구조도(설계도 등)

문화적 지역축제, 공동체모임 등 마을의 문화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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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역할

추진단계

아이디어 제공

공동체

업체 계약

사자센터

설계, 공사, 감리 

전문가
(용역)

공간 워크숍 내용 반영된 설계 디자인 

1단계 기본설계

- 도면대로 공사 완공되었는지 확인

- 준공청소 및 가구, 기구 배치

4단계 준공 및 이용 전 환경정비

공사용 도서(도면) 작성

2단계 실시설계

설계도면대로 공사 진행

3단계 공사 진행

3차 :  실현방법논의 (디자인논의)

상세내용 핵심내용

- 공간 설계 워크숍(기존 도면과 원하는           
   이미지를 활용한 꼴라주 워크숍)

- 공간은 어떻게 운영할까요?
   (공간외적디자인, 프로그램 구성) 

- 우리공간의 이름 정하기 

- 2차 워크숍 바탕으로 실질적인 공간
  인테리어 아이디어 도출, 프로그램 
  구성 등 구체화  

5단계 공사하기

공사하기는    

마을조사와 워크숍을 거쳐 우리 마을 시민공유공간 컨셉을 정했다면 시민공유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사를 합니다. 

※ 공사 전문가(업체)는 공동체와 사전 논의 후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선정 및 계약합니다. 

※ 주민자치형의 경우 리모델링 공사가 필수 지원이 아니며, 모니터링을 통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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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필요

시민공유공간 프로그램6단계  운영규칙 정하기

7단계 프로그램 운영

운영규칙은    

주민운영단과 함께 운영체계(운영진 구성, 공간지기, 회의체계, 정기적 진행일정) 및 

운영방법 (대관 여부, 비밀번호 공개 여부, 운영시간) 등을 정합니다. 결정된 운영규칙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프로그램은   

시민공유공간을 거점으로 다양한 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소셜다이닝, 마을학교, 

마을동아리 등 마을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문을 열어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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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시민공유공간 

운영방법



매일 1회 이상 

공간 소독 

방문자 

체온체크 

모든 방문자 방문시 

손세정제 사용하도록 

안내, 비치

코로나19 방역관리

공간 홍보 방법

소독 체온측정 손세정제

공간운영자들이 

마을 내 자연스럽게 

홍보하여 유입

입소문

현수막, 배너, 

지역신문, 포스터, 

광고 등 

오프라인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네이버밴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온라인

※ 아래 내용은 참고용이며,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감시

정리정돈
사용한 물건 제자리, 
설거지 등

보안
냉난방 확인, 
공간 문단속  

방명록 수기 작성 
(성함, 소속, 연락처, 방문목적, 방문경로, 체온)

엑셀 활용하여 정리 일별, 월별, 연별 
방문자 통계 관리 

오픈, 마감 시 확인해야 할 일

방문자 통계

    수기작성

    통계관리

오픈시

방명록체크
방명록 교체  

배경음악
공간 BGM 틀기

공간점검
전날 뒷정리 
잘 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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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나들 마을사랑방 / 2019년 개소 / 주민자치형

대전 동구 대청호수로 337번길 49, 2층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한 쉼터 제공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공간 활용

-마을의 발전과 상호간의 소통 및 공동체 의식 활성화 공간 지향

위치

특징

상상마을 마을배움터 / 2019년 개소 / 주민자치형

대전 중구 수침로 55번길 36, 2층

-소통과 삶이 공유되는 마을돌봄 사랑방 운영

-마을공동체 네트워크를 통해 육아문제 공유 및 해결 지원

위치

특징

시민공유공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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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동네 부엌 공유부엌 / 2019년 개소 / 주민자치형

대전 서구 동서대로 1021번길 41-6

-환경과 생태, 먹거리를 염려하는 사회적 생태계 조성

-생애주기별 친환경 식생활 교육사업 진행

-공동체내 각자의 역할이 존종 받는 골목 분위기 조성

위치

특징

월평둥지 마을사랑방 / 2019년 개소 / 주민자치형

대전 서구 월평중로 3번길 38

-마을공동체 및 자생단체 협력활성화 지원

-마을여행, 마을공방 운영지원

-주민주축조직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 운영

위치

특징

공감의 집 ‘잇다’ 교육사업 / 2019년 개소 / 주민자치형

대전 중구 대종로 199번길 6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운영하여 마을의 문제, 주민의 요구를 주민들의 협동과 

  연대로 해결해 나가는 공론장, 배움터, 활동공간

위치

특징

시·공·간 MODU 마을학교 / 2019년 개소 / 주민자치형

대전 서구 관저중로 80번길 8, 지하 1층

-관저FM 스튜디오를 통한 공유공간 활용

-에너지자랍마을학교를 통해 마을교육 실현

-마을공동체들의 공유오피스 마련으로 네트워크 연대 실현  

위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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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바기 어린이 마을학교 / 2019년 개소 / 주민자치형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218번길 53, 2층

-독서강좌 개설, 북콘서트 및 영화상영 진행

-주민단체들의 연대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위치

특징

대화마루 마을공방 / 2019년 개소 / 주민자치형

대전 대덕구 동심1길 46 (대화동 1층)

-공간공유를 통한 만남과 소통(소통공간)

-공간의 공구 및 기기를 활용한 필요 용품제작(제작공간)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곳(쉼과 힐링의 공간)

위치

특징

상상나래 마을배움돌봄터 / 2019년 개소 / 주민자치형

대전 유성구 가정로65 상가 103호

-배움과 성장이 있는 주민들의 소모임 공간 제공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상상의 공간

-마을의 돌봄과 자치의 실현공간

위치

특징

함지박공동체 마을배움터 / 2019년 개소 / 주민자치형

대전 유성구 관들5번길 29

-청소년 인문학교를 통한 전인교육 지향

-지역주민들과의 연대 활동을 통한 지역 유대 강화

-마을카페를 통한 마을공동체 강화 

위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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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미르 자갈자갈 마을사랑방 / 2021년 개소 / 민관협력형

대전 동구 계족로 483번길 27

-아이들과 어르신들 함께 어울리는 공유공간

-다문화 가정 및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온라인 및 필요한 교육환경 제공 

-학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사용할 공간으로 사용

위치

특징

거문들 주민쉼터 / 2021년 개소 / 민관협력형

대전 서구 장안로 12

-마을주민들의 휴식공간

-어르신과 아이들을 연계한 세대간 소통공간 

-기성동을 찾는 여행객을 위한 힐링공간 

위치

특징

고리 마을사랑방 / 2019년 개소 / 주민자치형

대전 대덕구 계족로 667-21, 3층

-도시공동체회복 운동

-공유공간을 활용한 주민의 재능, 품 나누기

-지역문제 해결울 위한 주민네트워크 구성

위치

특징

삼성동 어울림 마을사랑방 / 2020년 개소 / 민관협력형

대전 동구 태전로 138-12

-주민소통을 위한 작은 쉼터 공간

-마을의 문제를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마을문제를 해결하는 공론장 형성 

위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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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와 마을청소년공간 / 2021년 개소 / 민관협력형

대전 대덕구 석봉로 38

-청소년 놀이공간 및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마을주민들의 생활문화강좌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청소년과 마을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마을미디어 공간

위치

특징

비름뜰 예술촌 마을카페 / 2021년 개소 / 주민자치형

대전 동구 비룡로 13

-마을의 컨텐츠가 예술활동과 어우려저 마을 주민과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거점공간

-마을 주민의 서로 배움터로써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는 공간 

                

위치

특징

장대오장 공유부엌 / 2021년 개소 / 민관협력형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730번길 51 3층

-역사(歷史)로 남을 유성오일장을 기억하고 5개 주체(공동체, 주민, 장돌뱅이, 

  생산자, 소비자)가 한데 어우러지는 장(場)

위치

특징

오정다움  마을사랑방 / 2021년 개소 / 민관협력형

대전 대덕구 오정로 78번길 111-14

-음식조리와 나눔을 통해 다양한 세대가 어울리고 소통하는 공유주방

-이웃과 소통하는 북카페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주민 소모임을 지원하는 공유회의실 

-마을주민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하는 프로그램실 

위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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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미마을박물관 마을박물관 / 2021년 개소 / 주민자치형

대전 중구 보문로184

-마을박물관 운영을 통해 마을의 시간, 공간, 사람 이야기를 기록하는 공간 

-마을사랑방으로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거점공간

-원도심과 보문산, 테미오래 관광객을 잇는 공간

위치

특징

사랑방 풀꽃 마을사랑방 / 2021년 개소 / 주민자치형

대전 중구 대둔산로 384(대하빌딩) 2층

-마을합창단 연습실, 마을주민소모임 공간, 마을신문편집회의 공간

-마을주민이 모여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즐거움을 향유하는 공간

-마을주민 독서실 및 공부방             

위치

특징

햇살 마을사랑방 / 2021년 개소 / 주민자치형

대전 동구 가양동 294-11 1층

-마을의 물적, 인적자원을 발굴하는 공간

-다양한 마을단체가 정보를 공유하는 교류 공간

-다양한 주민 커뮤니티가 활동하는 공간

위치

특징

도란도란 중촌마을 마을사랑방 / 2021년 개소 / 주민자치형

대전 중구 대전천서로 695, 207호

-정체, 침체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가 소통하며 활성화하는 공간

-눈높이는 같게, 의욕은 높게, 문턱은 낮게 누구나 올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

위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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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동 두드림(do dream) 마을사랑방 / 2021년 개소 / 마을계획형

대전 동구 성남로 38-5 3층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소통 및 휴식 공간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등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

-마을내 예술동아리의 연습실 공간          

위치

특징

다온어뮤즈 마을청소년공간 / 2021년 개소 / 주민자치형

대전 서구 만년남로 11번길 55 지하 1층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마을청소년 공간

-공유공간을 통한 마을주민의 친목도모

위치

특징

다행 마을사랑방 / 2021년 개소 / 주민자치형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810번길 89, 2층

-주민들의 고리역할을 해주는 징검다리 및 사랑방

-건강한 먹거리를 공유하는 공유부엌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재활용 나눔 공간 

위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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