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성북마을 청년서포터즈 5기 - 지역알기 과정
< 청년과 마을의 상관관계 >

◎ 활동 기간: 2021. 09. 25 ~ 2021. 10. 30.
◎ 활동 횟수: 총 4회 (탐방 2회 포함)
◎ 주요 목표: 청년과 마을 자원을 연결하고, 청년의 눈으로 지역 의제를 발굴한다.
◎ 대상 인원: 총 10명 (2021년 청년서포터즈 8명, 멘토단(기존 청년서포터즈) 2명)
◎ 과정 개요 

◎ 회차별 세부 계획

[1회차] 청년과 마을의 상관관계 【강의】

l 목  표: 활동 및 성북구 마을 자원의 개요를 공유하고, 서포터즈 및 운영진 네트워크를 구
축한다

l 일  시: 2021년 9월 25일 (토) 18:00 – 20:00
l 장  소: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6층 다목적홀
l 인  원: 운영진 4명(사경 2, 시민회2) + 멘토 2명 + 멘티 8명 
l 강  사: 이혜민 (성북청년시민회 사무국장)
l 주요 활동

1) [몸풀기] 청년이 말하는 마을 공동체 
2) [강의] 성북구의 지리, 문화적 특성 및 마을 자원
3) [워크샵] 서포터즈 활동 세부계획 수립 * 소그룹 진행, 멘토는 팀장이자 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 

l 프로그램 타임 테이블

번호 순서 내용 소요시간

1 체크인/자기소개 워크샵 - 각자의 참여동기와 배경에 대한 소개
- 팀별 MBTI 공유하기 40분

2 강의 전 몸풀기 청년 스스로 느끼는 마을공동체에 대해 토론하기 20분

3 마을공동체 강의 성북구의 지리적/문화적 특성과 문화예술 자원/공간 
자원의 개요 40분

4 활동 계획 수립 워크샵 이후 활동 안내, 각자만의 활동계획 수립 20분

회차 활동명 활동 목표

1회차
【강의】 청년과 마을의 상관
관계 

○ 활동 전반에 대한 안내와 상호 관계맺기
○ 성북구 마을자원의 개요 이해

2, 3회차 【탐방】 직접 걸어보는 마을
○ 성북구의 공간자원/인적자원 탐방
○ 청년 개개인의 배경지식 및 네트워크 협업 
능력 향상

4회차
【공론장】 마을에서 의제를 
찾는 법 

○ 공론장 및 의제도출 워크샵 방법론 학습
○ 청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성북구 마을공
동체의 미래대응 의제 발굴



[2,3 회차] 직접 걸어보는 마을 【탐방】

l 목  표: 성북구의 공간 및 인적 자원을 탐방하고, 청년 개개인의 배경지식 및 네트워크 협
업 능력 향상시킨다. 

l 일  시: 2021년 10월 9일/16일 (토)  
l 장  소: 성북구 내 청년 활동 공간 (9일 정릉 일대/ 16일 월곡, 종암 일대)
l 인  원: 운영진 4명(사경 2, 시민회2) + 멘토 2명 + 멘티 8명
l 가이드: 박동염, 최지영 (성북청년시민회)
l 진  행: 두 팀으로 나누어 탐방 (1팀 당 운영진 포함 7명)
l 주요 활동

l 프로그램 타임 테이블

[4회차] 마을에서 의제를 찾는 법 【공론장】

l 목  표: 공론장 및 의제도출 워크샵 방법론을 학습하고, 청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성북구 
마을공동체의 미래대응 의제를 발굴한다

l 일  시: 2021년 10월 30일 (토) 14:00 – 16:00
l 장  소: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6층 다목적홀
l 인  원: 운영진 4명(사경 2, 시민회2) + 멘토 2명 + 멘티 8명 
l 강  사: 이혜민 (성북청년시민회 사무국장)
l 주요 활동: 

1) 강의 정리 및 탐방 회고
2) 공론장 방법론 학습 

일시 장소 내용

10월 09일 (토)
14:00 – 16:00

청년살이발전소
- 정릉 내 마을 공간 (청년살이발전소, 정릉도서관, 차라

리낭만 등) 라운딩 
- 청년살이발전소 공간 담당자 인터뷰

10월 23일 (토)
10:00 – 12:00

성북청년공간
- 월곡, 종암 내 마을 공간 (성북청년공간, 예술램프, 소

소한담 ) 라운딩
- 성북청년공간, 예술램프, 소소한담 공간 담당자 인터뷰

번호 순서 내용 소요시간
1 체크인/탐방 OT 활동 안내 및 각자의 계획 점검 20분

2 탐방

마을 활동/협업 공간 탐방 및 담당자 인터뷰
[1회차] 정릉 권역
:정릉도서관, 청년살이발전소, 차라리낭만 
[2회차] 월곡/장위/석관 권역
:성북청년공간, 예술램프 등

70분

3 탐방 갈무리 탐방 결과 상호 공유 30분



3) 공론장 의제 도출
l 프로그램 타임 테이블

번호 순서 내용 소요시간

1 체크인/공론장 이해 공론장이란 무엇인가? 평등하고 안전하게 의견을 나
눌 수 있는 공론장이 되려면? 20분

2 의제도출 워크샵 (1) 자유 토론 - 탐방 및 강의를 통해 본 성북구 마을공
동체의 현재 모습 40분

3 의제도출 워크샵 (2) 의제 도출 - 성북구 마을공동체의 핵심적 가치와, 앞
으로 필요한 정책 또는 제도 40분

4 활동 회고 직접 경험하며 익힌 공론장 방법론 회고, 전체 활동 
회고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