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시민이 시민을 돕는 도시를 만듭니다.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시민이 시민을 돕는 도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자본 중간지원기관으로, 서로 
믿고 돕는 시민공동체를 만드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2013년 10월,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를 바탕으로 설립되어, 대전 
곳곳의 마을공동체를 발굴해 주민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을 키워왔습니다. 더불어 물건이나 지식을 함께 나누는 공유문화를 확장하여 
시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더 나아가 원도심에 위치한 공간 ‘청춘다락’을 운영하면서 청년공동체 활동의 
확산 거점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며 대전시의 마을공동체, 청년활동가, 도시
재생 및 공유기업과 교류하여 ‘시민이 시민을 돕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란?

사회적자본은 신뢰, 소통, 협력, 규범 네트워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을 말합니다. 이기주의, 경쟁심화, 단절된 관계 등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역량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구별 마을넷
이제 막 마을 공동체를 시작하는 주민부터,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공동체까지 
지원합니다.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마을지원을 시작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약 700여개의 
마을공동체가 발굴되었습니다. 마을의 리더가 성장하고, 마을활동가간의 네트워크가 
강화되면서 2015년 3월, 마을활동가 조직인 대전마을활동가 포럼이 결성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각 자치구별로 마을활동가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자치구 단위의 마을
생태계를 조성해 2017년 5개의 구별 마을넷이 구성되었습니다. 나아가 구별 마을넷이 
‘마을이 마을을 돕는’ 중간지원자로 성장하도록 교육, 세미나를 통해 구별 마을넷 역량 
강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돕고, 마을활동가의 역량을 기릅니다.

입문교육
마을공동체에 대한 기초 이해

대상  마을공동체 이해를 원하는 대전 시민
기간  상시진행
내용  마을공동체 시작학교, 선진 공동체 탐방

심화교육
성장과정별 맞춤형 교육 

대상  마을활동가 및 대전 시민
기간  상시진행
내용  찾아가는 마을공동체교육, 타지역교류회

아카이빙
마을활동가 및 시민기자단을 통한 마을 기록

대상  마을공동체 취재에 관심있는 시민
기간  3월~8월
내용  공동체탐방, 취재교육, 네트워킹

전문교육
마을공동체 활동 전문가 양성 교육

대상  마을공동체 경험이 있는 주민(단체)
기간  3월~6월
내용  교육 이수시 마을강사 인정

모이자 (씨앗단계)
삼삼오오 모여 시작하는 마을활동

대상  마을을 형성하고 싶은 주민, 또는 동아리
기간  3월 ~ 11월
내용  멘토링을 통한 모임구성, 마을자원 조사 등

해보자 (새싹단계)
공익적 활동으로서 시작하는 본격적인 마을활동

대상  마을활동 경험이 있는 주민, 단체
기간  3월 ~ 11월
내용  마을조사, 마을미디어, 마을축제 등

가꾸자 (열매단계)
마을에 적합한 사업모델을 가지고 마을활동을 넘어 주민 협의체 구성

대상  3년 이상 마을공동체 및 법인
기간  3월 ~ 11월
내용  마을여행, 마을방과후학교, 동네부엌 등

리빙랩 (생태계)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력 향상

대상  3년 이상 마을공동체 및 법인
기간  3월 ~ 11월
내용  전문가 컨설팅, 디자인씽킹 워크숍 등

대덕구

서구

유성구 중구

동구

마을 공동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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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호선 대전역 3번 출구에서 걸어서 10분 

버스 
정류장 - 목척교, 대전역네거리

※ 동네 특성상 주차가 어렵습니다. 되도록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찾아오시는 길

Tel  042 334 1253
Fax  042 334 1254
sajacenter@gmail.com
www.socialcapital.kr
www.facebook.com/sajacenter

www.socialcapital.kr시민이 시민을 돕는 
도시를 만듭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청춘다락’을 통해 청년공동체 활동을 확산하고, 원도심의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합니다.

월평동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반달마을 이야기’로 지속가능한 공동체, 함께하는 월평동을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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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을 공 동 체

청 춘 다 락

청년거점공간 ‘청춘다락’을 통한 마을청년 발굴

대상  대전에서 활동하는 청년단체
기간  1월 ~12월
내용  청춘다락 입주, 반상회, 원도심 스토리텔링 발굴

마을살이를 고민하는 청년들의 관계 확장 

대상  마을 및 지역재생 청년활동가
기간  3월~ 6월
내용  원도심 커뮤니티 디자인, 마을청년 네트워킹파티

삶터와 일터인 마을 안에서 청년이 청년을 돕는 
생태계 형성

대상  마을과 지역에 관심있는 모든 청년
기간  10월 중
내용  마을청년 컨퍼런스

마을청년 발굴

마을청년 네트워킹

마을청년 
생태계 조성

마을발굴

네트워킹 활성화

공방골목 조성

반달마을 반상회를 통해 네트워크 형성

대상  공동체에 관심 있는 월평동 주민
기간  4월~11월
내용  주민 소통 시간을 갖고 네트워크 형성, 
          공유물품 관리

공방골목을 통해 스토리가 있는 월평동 조성

대상  월평동 소재 공방, 월평동 마을활동가
기간  4월~11월
내용  공방골목 홍보, 프리마켓, 공방골목 활성화 위한 
          공유화폐 진행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월평동 마을공동체 발굴

대상  공동체에 관심 있는 월평동 주민
기간  3월~11월
내용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커뮤니티 지원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