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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다락은 마을활동가와 주민 

그리고 청년을 잇는 플랫폼입니다”

청춘다락은 대전 시민의 공간입니다. 주민센터였던 오래된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 시민과 함

께 궁리했고, 지난 2017년 9월 문을 열었습니다. 때로는 마을 주민의 보금자리로, 때로는 마을

활동가들의 허브공간으로. 때로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청년들의 작당공간이 되는 청춘다락

은 대전의 다양한 커뮤니티의 만남과 협업이 일어날 수 있는 플랫폼이며 대전광역시 사회적자

본지원센터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춘다락은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게 

하며, 새로운 의제를 만들어내는 디딤돌이 되도록 내어주는 공간입니다.  

청춘다락은 머무름이 즐거운 공간입니다. 대전 시민과 함께 나눠 읽는 공유서가와 행사를 할 

수 있는 카페공간, 여럿이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공유주방, 지역주민과 지역작가를 위한 작은 

미술관까지. 머무름이 즐거운 공간, 많은(多) 즐거움(樂)이 모이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동네 사랑방에서 

대전 시민의 사랑방으로

청
춘
다
락 

연
혁

2016년 2월~5월

대전광역시, 옛 중앙동 주민센터 매입

2016년 9월~12월

명칭공모 및 작은미술관 오픈

2017년 7월

리모델링 시작

2017년 9월

준공 및 개소

2016년 6월~7월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 워크샵 진행

2017년 3월~6월

‘아무일 청춘다락 프로젝트’ 진행

2017년 8월

청년 입주단체 모집 및 선정

마을이 마을을 도울 수 있도록 

성장할 마을활동가들의 허브 공간

동네를 가꾸고, 보금자리로 

만들어갈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스스로 설 자리를 찾아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청년들의 거점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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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마을 주민에게 활짝 열린 공간 

전시 · 북카페 · 공연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열리는 공간, 

누구나 쉬었다 갈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패셔너블한 감각의 차세대 팝 스타의 
화려한 데뷔작

10:00~20:00

운영시간

중동작은미술관  지역주민, 지역작가를 위한 전시공간

공유서가  시민들이 공유한 책으로 구성된 서가

cafe 풀꽃  누구나 와서 머무를 수 있는 열린 공간

2층 마을 공동체 허브공간

시민활동, 마을활동의 허브가 되는 공간이며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사무실이 

있습니다.

변화와 성장, 생생한 은유가 있는 
스무 살 언저리의 달콤 쌉싸름한 기록

LORDE

10:00~18:00
운영시간

밥꽃(공유주방)  소셜다이닝과 여럿이 함께 밥을 해먹을 수 있는 주방

애기똥풀꽃(유아방)  영유아를 동반한 마을활동가들을 위한 공간

사람꽃(교육장) 소규모 행사 및 아카데미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

이야기꽃(소규모 회의실)   시민,마을,청년의 소통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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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청년활동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다양한 청년의 협업이 일어나는 활동공간, 입주사무실이 있습니다. 

해보다  청년단체 개별 사무실

모이다  청년 개인 및 단체 코워킹 스페이스

청년공간  비입주 청년도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

10:00~20:00

운영시간 자주 묻는 질문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읽거나 전시를 봐도 되고, 회의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행사를 진행해야하는 경우 대관을 할 수 

있습니다. (대관이 있는 경우 공용공간 사용불가)

해보다, 모이다는 입주 청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청춘다락에 입주하지 않은 청년들도 운영시간 내에 (평일 

10시~20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대관은 불가합니다.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대전의 다양한 마을활동과 

청년활동을 돕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지원사업과 교육, 

행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socialcapital.kr) ▶ 대관신청 클릭 ▶ 

대관현황 확인 ▶ 대관안내 및 이용규칙 숙지 ▶ 대관신청 ▶ 

대관승인

청춘다락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청년 공간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공간 이외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대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