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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교동

석교마을앤(N)사람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마을 평생교육 사업, 마을순환경제 활성

화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주민이 주민을 돕는 마을지원기관’을 

지향하는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1 2

34

봉소루

동네
작은수목원가늠골 약수터

하마석거리

석교동(돌다리)의 유래가 시작된 곳으

로 마을의 역사를 느끼고 읽을 수 있는 

우리마을의 보물이다. 봉소루는 조선인

조 때 학자이며 교육자인 남분봉이 학

문을 가르치던 서재이다. 후진을 양성

하던 교육의 장으로 대전광역시 문화재

자료 제35호로 지정 되어 있다.

동네 작은 수목원은 골목길 

안쪽에 사시는 부부가 앞마

당에 갖가지 꽃을 키우시는 

자그마한 화원

‘가느다란 길의 골목길’을 뜻하는 가늠골을 따

라 걷다보면 옛것과 현대의 모습을 갖춘 가늠

골 약수터가 나온다. 새댁시절을 보낸 마을 할

머니들의 샘물이야기가 담을 넘는 정겨운 곳

봉소루에서 윗마을오름길을 가다보면 하마석거리

라는 지명이 있다. 옛날 학인들이 교육의 장인 봉소

루를 방문할 때 말을 타고 와서 예를 갖추기 위해 

말을 매어 놓은 둥굴고 넓적한 돌이 있던 곳이다.

 하마석이란 말을 타고 내릴 때 디딤돌로 쓰인 돌

을 지칭하며 지금은 하마석 일부가 봉소루 안에 옮

겨져 있다.

마을여행 코스

마을여행 코스별 해설 자료 및 마을여행 지도,  마을 역사ㆍ이야기 

길(안내판 설치), 협력의 마을가꾸기(담장텃밭ㆍ담장꽃길) 마을화폐, 

마을축제

서로 돕는 주민 공동체활동 : 남소저빨래방, 알짬마을도서관, 마을

신문 등

공유마을 : 마당공유, 야생화 텃밭 공유, 청년 셰어하우스

이명숙(010-2461-7939)

주요사업

연락처

공동체 이야기 or 마을탐방 2시간, 15만원여행 사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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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림동

수밋들어울벗

대표 김수아(010-2805-2354) / 김화진(010-4400-3759)연락처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던 엄마들 모임에서 

마을의 기관들과 온 마을 사람들의 소통과 네트워크로 마을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공동체입니다.

1

5

2

34

수밋들어울벗

정림동
마을 그림지도

정림동
둘레길 지도무궁화 공원

어울림 벽화거리

정림동의 엄마들 모임으로 자

기계발은 위한 배움, 재능기

부, 나눔으로 마을 문화 형성

우범화 된 거리를 마을 주민

과 함께 벽화로 꾸며 마을 문

화 공간으로 활용

정림초 담장에 있으며 

아이들과 일강도예촌에

서 지도에 있는 모형을 

도자기로 구워 만듦

정림동 주민협의체와 

함께 마을의 역사와 체

험, 자연환경을 담은 둘

레길 지도

주민들의 쉼터, 주민들

의 의견을 모아 함께 가

꾸어 마을의 문화 공간

으로 탈바꿈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286번길 86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과 재능 기부, 엄마와 주민들의 소통 활동, 마

을 주민과 함께 행복한 마을 만들기

주요사업

마을여행 코스

2시간, 15만원여행 사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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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동

관저마을축제, 청소년문화제, 관저영화제, 마을회의

대표 석은자(010-5717-7743)

주요사업

연락처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성하다!

한 동네에서 각자 다른 활동을 하던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돕고 마을을 고민하는 네트워크.

마을운동회, 청소년 문화제 같은 다양한 활동이 있으며, 분야별 관

심도에 따라 참여가 가능합니다.

1

23

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

관저품앗이 마을카페관저마을신문사

2007년 설립된 민간 어린이도서관. 

태양지공 1호 마을어린이도서관으로 책과 함께 어린이의 

행복한 성장을 추구하며, 자원활동과 후원으로 이루어짐

관저품앗이 Daum카페를 기반으

로 형성된 커뮤니티. 공유공간인 

품앗이마을카페 운영

마을카페 공간에서 청소년교육

공동체 꿈앗이, 서구드림오케스

트라가 함께 활동 중

2011년 11월 창간. 매

월초 1만부 발행. 주민

이 직접 만들고 배포

하는 마을신문. 소통을 

통해 마을의 변화를 

만들어 감

대전 서구 구봉로131번길 38 201호 / 042-544-0326

(관저공동체연합 활동 설명 30분 + 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 소개 20분)

대전 서구 관저동로105번길 80 지하 1층 / 042-335-2514

(소개 20분)(소개 20분)

마을여행 코스

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 관저마을신문사, 청소년교육공동체 꿈앗이, 

서구청소년드림오케스트라, 관저품앗이공동체, 한살림 관저마을모

임, 관저종합사회복지관

2시간, 15만원

마을공동체

여행 사례비

관저공동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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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촌동

풀뿌리여성마을숲

042-353-6300

이메일 grwomen12@hanmail.net

온라인 카페 http://cafe.daum.net/grwomen

연락처

“마을여성들이 지혜와 힘을 모아 이웃과 소통하는 마을, 나눔과 돌봄

으로 평등하고 평화로운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마을공동체 경제 활동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활동, 마을리더 그룹 발

굴과 조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1

8

2 3 4

57

대전형무소터 망루

중촌마을
어린이도서관

짜장
마을기업
‘보리와밀’마을부엌

우물 평화의 나무 
왕버들

우익희생자
영렬탑

격주 화요일 저녁 8시 정기 모임, 대전형무소 역사 학

습과 마을역사투어 진행.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상상하는 역사교육의 터전으로 가꾸어가고 있음 (중촌

마을역사탐험대그루터기)

도서대출반납, 

독서모임, 책 읽

어주기 활동 등

우리밀 쿠키와 수제과일청 제조와 유통, 

대전마을기업연합회 소속으로서 사회경제 

확장을 위한 연대활동. non GMO,제철 가

까운 지역 먹거리 운동, 반찬봉사모임, 제

철요리교실 

중촌마을어린이도서관 ‘짜장’, 마을기업 ‘평화가익는부엌보리와밀’, 

마을부엌‘보리와밀’, 중촌마을역사탐험대 그루터기 활동, 마을텃밭 

활동

주요사업

마을여행 코스

6

옥상텃밭
‘지렁이네 텃밭’

2시간, 30만원여행 사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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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동

전민마을숲사랑모임

나무이름표 제작 및 패찰, 마을 생태 공부 및 해설, 마을 역사 공부 

및 해설, 모범 마을공동체 탐방, 갑천 조류탐조대 조성, 전민동마을

여행 기획 및 안내, 인근 학교 재능 기부 수업 등

이선해(010-3033-4512)

이메일 wklee96@hanmail.net

온라인 카페 http://cafe.daum.net/expomaeul

주요사업

연락처

전민동의 도시생태숲과 마을역사유산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마을 주민과 소통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을여행 코스

(소개 20분)

1

5

2 3

6

4

7

엑스포근린공원
스트로브
잣나무길

배롱나무길
(4단지)

참나무숲
(3단지)

느티나무터널
(2단지)

무궁화담장
(1단지)

정민역 유허비

A. 마을숲코스
(50분 소요)

1

4

2

5

3

6

전민문화거리
연산 서씨,

김익겸 정려각

김반 신도비김반, 김익겸 묘

정민역 유허비

김만중 석상

B. 마을역사코스
(1시간 10분 소요)

(총 2시간 소요)

2시간, 15만원여행 사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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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와 지역의 문화

기획자들이 문화컨텐츠

를 선보이고, 지역의 일

자리를 만드는 카페, 여

유와 감성을 주제로 함

어은동

비파크 공유마을
2010년부터 공유공간(코워킹스페이스) 벌집에서 성장한 협업공동

체입니다. 공유공간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문화, 경제적 

활동으로, 유성구 어은동 지역에 자리 잡았습니다. 수 개의 공동체, 

창업가, 마을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커뮤니티로 성장하였습니다. 비

파크(Beepark)는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는 어은동 일대를 아우르는 

말로 단일 공동체가 아닌 수 개의 공동체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마을’입니다. 6

2 3

4

우디(목공방)
모두의 테이블,
모두의 정원

세러데이커피 유어왓츄리드
(서점)

가구제작, 목공교육, 인

테리어까지 공동체의 

모든 목공을 책임지고 

있는 목공방

낮에는 주민을 위한 밤에는 상점을 위

한 마을의 핫플레이스 모두의 테이블.

  수년간 쓰레기로 골머리 앓던 곳을 

벌집의 꿀벌과 지역의 대학생들이 게

릴라가드닝으로 해결한 곳

이태호(010-6287-0065)연락처

청년공동체와 창업가들이 지역에 자리잡으면서 상인공동체와 결합

하여 마을공동체가 됨. 청년과 상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유마을 

비파크.

특징

마을여행 코스

1

벌집

청년과 마을의 공

동체들의 활동하는 

공유공간

커뮤니티 북 스토어. 책

들을 판매하는 공간과 서

로의 책을 공유하는 공

유서가가 공존하는 서점. 

책과 관련된 다양한 공동

체 활동도 진행되고 있음

5

꿈꿀통
(쉐어하우스)

마을의 청년창업

가들이 함께 살고 

있는 셰어하우스

2시간, 70만원(강의 1시간, 투어 1시간)여행 사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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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

마루마을어린이도서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덕품앗이

마을, 지역품앗이 한밭레츠(LETS)

남은순(010-6394-9346)

마을공동체

연락처

지역화폐, 의료생활협동조합, 마을어린이도서관, 로컬푸드 

생활협동조합이 함께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더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해 우리 동네의 자원을 알고, 개선점

과 문제점을 찾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마을 리빙랩’ 사업을 

법동의 공동체들이 함께 기획·진행하고 있습니다.

1 2

34

민들레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지역품앗이 한밭레츠

대덕품앗이마을마루마을어린이도서관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생명과 

평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2002년에 

설립.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치료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의료, 복지, 

노인건강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음.

지역교환(고용)거래체계(Local Exchange & 

Trading System)의 약자로 지역 내에서 통

용되는 지역화폐 ‘두루’를 통하여 회원간에 노

동과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교환제도를 사용

하여 지역공동체연대의식을 기반으로 활동

품앗이 생협과 제휴한 친환경 로컬푸드 

매장의 브랜드. 

품앗이 생협은 대전과 그 인근 지역의 

생산자·소비자들이 함께 모여 만든 생

활협동조합 

마루마을어린이도서관은 2008년 

4월. 주민들의 힘으로 만든 비영

리 민간도서관으로 자원 활동과 

후원으로 운영 되고 있음

마을여행 코스

(마을 소개 ppt)

2시간, 15만원여행 사례비

법동 마을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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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동

방과 후 마을교육공동체 ‘짝꿍’

박지현(010-3443-1947)

김소연(010-5457-8221)

이용수(010-4245-3354)

연락처

마을어린이도서관과 시장상인회, 주민센터, 주민

자치위원회가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어 돌봄센터, 

육아꾸러미로 마을의 아이들을 함께 돌봅니다. 

마을여행 코스

짝꿍마을어린이도서관, 방과 후 마을교육공동체 ‘짝꿍’, 태평1동 행

복육아꾸러미 지원네트워크

마을공동체

1

1

5

5

2 3

32

4

4

느티나무

방과 후 마을교육공동체 
‘짝꿍’

방과 후 마을교육공동체 
‘짝꿍’

태평1동 행복육아꾸러미 
지원네트워크

태평1동 행복육아꾸러미 
지원네트워크

짝꿍마을어린이도서관

짝꿍마을어린이도서관

태평시장

평리공원 태평시장

청소년부터 어른까지 주민

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마을어린이도서관

방과 후 돌봄을 목적

으로 대안교육활동 

진행

마을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육아

꾸러미 지원

짝꿍마을
어린이도서관

방과 후 
마을교육공동체 ‘짝꿍’

태평1동 행복육아꾸러미
지원네트워크

2시간, 15만원여행 사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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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동

소제동 마을여행

042-252-2238

대표 안여종(010-2405-4728) / 단장 천수정(010-9773-0816)

이메일 woollim282@hanmail.net

온라인 카페 http://cafe.daum.net/djchwoollim

연락처

대전 근대마을로의 여행

소제호(蘇堤湖)라는 아름다운 호수를 메우고 대전역 동편에 

1920년대 후반부터 철도관사를 조성한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고스라니 간직하고 있는 마을여행

소제동을 조사, 연구하여 소제동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사라져가는 

마을 이야기와 마을자원을 발굴, 보존, 활용하는 등 소제동과 관련

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

주요사업

1 2

4

3

5

소제동장승 대동천 전통나래관

대창이용원철도관사촌(소제창작촌)

철갑교 부근에 위치한 선

돌형 장승으로 유래에 따

르면 우암 송시열 선생이 

보문산의 흉한 것을 없애

고 마을의 잦은 질병과 

재앙을 막기 위해 세웠다

고 알려져 있다. 

2014년 대전시 무형문화

재 전수공간으로 설립되었

고, 무형유산에 대한 전시

와 전수 프로그램이 진행

되고 있다. 특히 옥상에서 

소제동과 주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원도심을 통과하는 지방

하천으로 대전천의 지류

이다. 여름에는 활짝 핀 

연꽃을 감상할 수 있으며, 

6월에는 흰뺨검둥오리가 

새끼를 낳아 키우는 모습

도 볼 수 있다. 

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이발소로 2016년 

대전기네스에 선정되었고, 이종완 소제동

이발사의 인생 스토리와 친절한 마을 이야

기를 들을 수 있다. 

소제호를 메우고 1920년대 후반부터 철도관

사가 지어지기 시작하였다. 현재 40여 채의 

철도관사가 남아 있으며, 관사를 활용하여 

소제창작촌에서 2012년부터 진행된 마을공

동체 레지던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마을여행 코스

2시간, 15만원여행 사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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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게 노는 아이, 배우

는 부모, 더불어 사는 세

상”을 모토로 2013년부터 

엄마와 아이들로 구성된 

단체

효동, 가오동, 천동

비학산 알바위축제 기획단

무지개놀이밥 노은영(010-5600-6689)

비학산알바위축제 기획단 대표 김명진(010-5405-9215)

총무 임경화(010-5555-1417)

연락처

교육공동체 무지개놀이밥의 가꾸자 사업을 통해 비학산 알바위 축제

를 기획했습니다. 기획단은 마을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원

에는 합기도를 운영하시는 관장님, 북카페 사장님, 교회 목사님, 어

린시절 우리마을에서 자란 마을 주민 등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마을 보물찾기 탐방, 마을 주민과 기획단 역량강화 학습, 선진

지 탐방, 마을 전체 회의(마을 의제를 찾는 효동, 천동, 가오동 주민이 

함께하는 100인의 원탁회의를 진행), 2회 비학산 알바위 축제 진행

주요사업

마을여행 코스

1 2 3

456

효동 주민센터 
회의실

휴먼시아 2단지 아파트
(천동 샘골)

무지개놀이밥 
공간 ‘the 품’

동구 최고령 보호수
(600년) 은행나무, 
옛 군시제사공장터

심광사
(목조석가모니불좌상, 
대전유형문화재31호)

비학산알바위

(마을 소개 ppt)

2시간, 15만원여행 사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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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41-751-2416, 041-753-2460

이메일 dacsil@naver.com

홈페이지 www.금산캠핑장.com

연락처

공동체 현황 시작년도: 2014년 / 회원수:40명

공동체 대표 고은집(011-403-4868)

공동체 주요사업 내용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위탁운영, 금산국민여가오토캠핑장 위탁운영,

농특산물직판장&나루카페 운영, 에코습지교육원 위탁운영, 충남금산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마을공동체 소개

식사 등 먹거리 어죽 & 도리뱅뱅이, 인삼삼계탕, 시골밥상 등

커피 등 휴식장소 나루카페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할 수 있는 곳  

캠핑장, 카라반, 에코습지교육원(단체숙박), 체험민박 등

마을 생산품과 마을가게 추천 

* 2시간, 15만원

마을여행 사례비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체험모습

어린이과학체험관

여울건너기

수영장

에코습지교육원

체험장 실내놀이터

금산국민여가오토캠핑장

금산-금강나루영농조합법인

대전 공동체 마을여행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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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안남배바우공동체(영)

연락처 042-733-1135

이메일 baebau1135@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baebau.com

연락처

공동체 현황 법인 시작 2011년 / 회원수: 83명

공동체 대표 송윤섭(010-6406-4687)

공동체 주요사업 내용   농업농촌체험활동, 친환경로컬푸드 농산물 판매활동

우리마을의 자랑거리   금강상류지역에 위치해 있어 친환경 먹을거리를 많이 생산하고, 

공동체가 잘되어있는 마을이라 전국에서 견학을 많이 오고 있다. 또한 왕복 한 시간 반 거

리만 올라가면 좌우가 바뀐 한반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또한 옥천에서부터 시작된 향

수 100리길은 자전거 동호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마을공동체 소개

식사 등 먹거리 안남식당, 배바우순두부, 둔주봉보릿골, 서해식당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할 수 있는 곳 배바우체험마을, 덕실체험마을

마을기업 상품   보리쌀, 우리밀, 우리콩콩나물, 배바우두부, 각종 잡곡

마을 생산품과 마을가게 추천 

* 2시간, 15만원

마을여행 사례비

향수 100리길

화인수목원

대전 공동체 마을여행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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