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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천

다섯 그룹의 기획단이 뭉쳤습니다. 

중앙동 및 원도심 지역주민, 마을공동체 및 청년 활동가, 도시설계 및 건축 전문가,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대전광역시가 함께해 중동이 변합니다.

변화를 위해
두 팔을 걷었습니다!

대전광역시와 함께 원도심 거점

공간 조성사업을 첫 발을 디뎠

습니다.

2월

2016년

9월

원도심 청년 거점공간 명칭 공

모와 옛 중앙동 주민센터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모

양새를 갖추었습니다.

3월

청년커뮤니티시설 조성과 옛 중

앙동 주민센터 매입 및 활용계

획을 수립했습니다.

7월

3차 기획단회의, 중동 역사탐방 

‘중동달밤여행’, 옛 중앙동 주민

센터 공간디자인 워크숍을 진행

했습니다. 

5월

드디어 옛 중앙동 주민센터의 매입

과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총사업비: 16억 5천만원

 (매입비용 15억/리모델링비용 

   1억 5천)

6월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고 중동

을 탐방하며 마을 현황을 파악

하고 2차에 걸친 기획단 회의를 

마쳤습니다. 

10월

작은미술관 조성을 위한 전시 및 지역주민 연계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

가 시작되었습니다.

12월

청년 거점공간 CI를 디자인하였으며, 청년 코워

킹스페이스 운영자 간담회와 중동 홍보 리플렛 

제작을 통해 새로운 공유공간을 알리고 지역사

회 의제로 확산하였습니다.

중동 역사탐방

공간 디자인 워크숍

1차 기획단 회의

2차 기획단 회의

주민설명회

원도심

청년거점공간

명칭 공모

둔산동, 은행동만큼 익숙하진 않은 동네, 중동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대전역과 목척교 그 사이에 위치한 작은 동네가 

바로 중동이랍니다.

근대에 중동은 ‘중심’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대전의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춘일정통 ‘가스가마치’라고 불리며 근대 대전의 번화 거리와 식민지 시기의 

아픔을 동시에 간직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비록 지금은 쇠퇴하고 인적도 드문 거리지만 이 주변에는 옛 신도극장 터, 

인쇄거리, 한의약 특화거리, 왕관식당, 목척교 등 옛 기억과 추억을 간직한 

장소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동 32-26번지에는 옛 중앙동 주민센터와 동구 보훈회관으로 

쓰였던 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올해 이곳을 매입해 멋진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고 하는데요,

지역커뮤니티의 허브공간으로 새롭게 변신해 우리 곁으로 돌아올 중동과 옛 

중앙동 주민센터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활기찬 중동을
함께 만들어요



옛 중앙동 주민센터 변신 후,

중동은 어떻게 변할까요?  

마을엔 웃음꽃이 활짝,
도시엔 생기가 가득~

마중물사업, 도심형 산업지원센터 등과의 연계

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로 중동의 옛 명성을 

회복합니다.
01

청년의 문화예술 활동과 청년 허브형 거점공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자립과 공동체 형성을 

돕습니다.
02

중동 스토리텔링, 주민네트워크 형성, 소규모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중동과 지역공동체의 

접점을 마련하고 새로운 거리로 변화하는  

첫 걸음을 뗍니다.

03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
청춘다락으로 모여라~

청년들과 문화 예술(메이커, 영상, 문화, 미술) 멘토들의 협업 프로젝트를 진

행합니다. 지역성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며 혁신적인 사회문제 

해결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청년 거점공간 ‘청춘다락’의 입주 가산점을 부여하고, 함께 입주하는 

청년들 간의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신청 방법 신청서 홈페이지 다운로드 및 이메일 접수 (sajacenter@naver.com)

•신청 기간 2월 24일 (금) 18:00까지

•신청 문의 042) 334-1253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아무일 청춘다락 프로젝트_ 청년 거점공간 ‘청춘다락’ 입주 가산점이 주어집니다.1

옛 중앙동 주민센터에 조성된 청년 거점공간 ‘청춘다락’에 입주 할 청년을 

공모하고 심사 및 선정을 통해 입주 과정을 돕습니다.

청춘다락 입주 공모_ 청춘다락을 함께 만들어 갈 청년들을 모집합니다.2

입주 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정기 반상회와 함께 소셜 다이닝, 파티 

등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합니다. 

입주단체 네트워크_ 청년들과 함께 청춘다락만의 이야기를 채워갑니다.3

청년 프로젝트 사업

‘아무일 청춘다락

靑春多樂 프로젝트’

청년 거점공간

 ‘청춘다락’ 입주 공모사업

입주단체

네트워크 사업

2월 - 5월 6월 - 8월 9월 - 12월 

2017년 청년 거점공간 청춘다락 사업 안내

청년 코워킹을 위한 아지트, 
청춘다락으로 오세요!

청춘다락?

옛 중앙동 주민센터 3층은 청년공동체 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코워킹 및 휴

식공간으로 재구성됩니다.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청년과 예술인, 지역 상인

들의 거점공간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락은 우리에게 어떤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존재만으로도 괜스레 어린 시절이 떠오르기도 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다락’이 청년들을 위한 몰입·휴식·창조 공간인 ‘청춘다락’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청춘에 사람인을 그려내고 다락의 공간을 형상화한 CI는

청년들이 다락에 모여 서로 연결되고 공유하며 어우러지는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청춘다락’은 다양한 청춘들을 기다립니다.

옛 중앙동 주민센터,
이렇게 바뀝니다!

시민공동체를 연결하는 허브 공간이 됩니다. 

시민공동체 사업을 위한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사무 공간 

공동체활성화를 지원하고 마을활동가들을 위한

허브가 될 공간입니다.

주민들과의 공유 공간

작은미술관·북카페·공연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열리는 공간, 누구나 쉬었다 갈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활짝 열린 공간이 됩니다.

1층

청년들이 ‘따로 또 같이’ 일하는 공간이 됩니다.

창업을 위한 청년 코워킹 공간

다양한 청년층의 협업과 창업 공간, 입주 공간

등으로 활용됩니다.

2층

3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