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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시설의 정책적 개선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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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policy implications of youth facilities that will be expanded by analysing at the current status of 
youth facilities in Seoul. The study was conducted as a process of improvement directions through prior researches and analysis of policy, 
survey of cases and analysis of status. First, the appearance background and status of youth facilities were analyzed for the study. It also 
looked at research institutes and Seoul Metro Government's policies and systems. Second, the space composition of 10 youth facilities 
opera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as analyzed according to local characteristics, programs and policies. Third, based on this, 
the policy implications of youth facilities were deriv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results were derived : First, the need to link 
youth facilities with policies to "live" solutions, secondly, DB of information and connection to youth facilities and jobs and thirdly, 
connection with major public institutions and facilities to promote active use, and finally, development of space provision and support systems 
and programs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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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1997년 IMF 구제금융 시기 이후 본격적으로 드러난 청

년의 문제는 장기불황에 따른 취업난이었다. Kim(2015)에

따르면 청년기에 겪는 장기간의 실업경험은 청년의 직업

경력을 비롯하여 미래소득수준을 낮추게 되고 개인들이

지니는 역량 수준, 고용가능성, 직업에 대한 만족도 및 

행복감, 더 나아가 건강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 이에 청년문제는 취업관련 정책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취업난에서 시작된 청년의 문제가 다

양한 사회적 문제-비혼, 비출산-로 확대되고 있기에, 청

년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활성화 등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들이 함께 모색되고 있다. 특히 서울

시는 증가되는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청년허

브와 무중력지대와 같은 청년시설을 은평구에 처음 개관

하였으며, 다른 구(區)로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인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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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부산 등 전국 자치단체로도 청년을 위한 공간의 확산

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청년시설의 경우 기존에 존재

하지 않던 용도이며, 해외에서도 그 사례가 많지 않기에 

계획에 관련한 자료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의 청년시설을 현황과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확대될 청년시설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연구는 문헌고찰, 선행연구 및 정책분석, 사례지 답사

와 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도출의 과정으로 진행되

었다. 본 연구는 첫째, 청년시설의 등장배경 및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공립 연구기관 및 서울시의 정책 및 

제도를 살펴보았다. 둘째,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년시설  

10개소의 지역적 특징과 프로그램, 정책에 따른 공간 구

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향후 청년시설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3 선행연구

청년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결과 청년문제에 대한 시

작점이 대학졸업자의 취업난이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었

기에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

해 전개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5년 이후에는 

취·창업을 위한 기회제공과 함께 커뮤니티 기반을 마련

해 주기 위한 공간적 지원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공

간에 대한 연구 및 해외사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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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지만 서울시의 무중력지대, 청년허브, 코워킹 스

페이스의 사용경험 및 정책제안 관련 연구와 창업지원센

터, 청년문화공간의 설계안을 제안하는 논문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Table 1>

Division Authors
(Year) Contents

Co
-working

Space

Yang & 
Ko

(2015)

Comparative Analysis of Floor Plan 
Configuration in Coworking Space in 
Tokyo, Japan

Kim
(2015)

Current Status of Co-Working Space for 
Start-up Support and Policy Tasks for 
Activation

Y
o
u
t
h
S
p
a
c
e

Policy

Youth 
Hub

(2015)

Formation of Space for Activation of 
Youth's Culture, Social Community and 
Jobs-Centering on the Seongbuk Area-

Youth 
Hub

(2017)
Composition and Operation Plan of 
Seoul Youth Space

User

Jo
(2017)

The influence structure of the 
satisfaction and social Interaction of 
users of Seoul's youth community 
spaces : focused on Seoul's youthzone

Ko
(2018)

A qualitative study on space 
experiences in 'Seoul youth hub'

Plan
ning

Park
(2016)

Planning of start-up business incubator 
center through an analysis of program 
and spatial characteristics

Ryu
(2017)

Planning of Youth Culture Space 
Through Expansion of Boundary

Table 1. Precedent research

이 가운데 청년 공간에 필요성과 공간지원 정책적 측

면을 언급한 연구인 Youth Hub(2015)에서는 성북지역에

서의 청년공간 필요성을 1) 해당 지역에 대학교가 많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 2) EU의 청년정책(EU Youth 

Strategy) 중 8개의 전략(Employment & entrepreneurship, 

Social inclusion, Participation in civil society, Education 

& training, Health & well-being, Voluntary activities, 

Youth & the world, Creativity & culture) 가운데 창의성

과 문화에서‘청년들이 자신들의 창조력과 관심을 발전

시키기 위한 공간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

고 명시된 것 3) UN의 ‘청년 정책의 11개 지표’를 통

해 구체적인 활동의 장을 마련해야한다는 공간적 전략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밝혔다. 성북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성북지역의 기존 연구를 분석하였으며, 

성북지역 외 서울지역의 청년공간지원 운영기관 및 코워

킹스페이스 입주단체, 지역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는 청

년층에 대한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하여 현재 청년지

원 공간에 대한 특징 및 한계 등을 통해 공간지원 정책

을 제안하고 있어 그 의의가 있으나, 성북지역의 특징과 

청년계층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Jo(2017)은 무중력지대 G밸리와 대방동의 사용자 설문

을 통한 비교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은 지역의 이용

자 특성을 고려한 물리적 공간과 프로그램 계획운영필요

와 사회적 교류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의 제안이 필요

함을 밝혔으며, Ko(2018)는 청년허브의 사용자 설문을 기

반으로 청년허브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정보의 제공

의 중요성과 건축가의 의도가 반영된 물리적 구조에 대

하여 사용자는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러한 사용공간에 대한 연구들은 공간계획에서의 방향성

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공간이 사용기

간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이므로 지속

적 관찰 및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 연구들은 국내에서 특수하게 증가하고 있는 청년

공간에 대한 현황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

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황을 분석을 통해 

한계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2. 청년문제의 등장과 청년정책

2.1 도시와 청년의 문제

우리 사회에서 청년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IMF 구제금융 시기부터로 보는 것이 보편적이다. 

1998년 2월 대학 졸업을 목전에 앞둔 취업준비생들은 그 

이전 세대가 겪지 못한 취업난을 경험하게 되었고 졸업

을 미루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람이 늘어나 졸업유예

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생겨났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점점‘낮아지는 고용률’과 ‘높아지는 

실업률’ 속에서 절망으로 바뀌어 나갔고, 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정부는 취·창업장려와 지원의 정책과 프로

그램들을 만들었다. 청년의 문제는 취업에의 어려움으로

부터 출발되었지만,‘서울로의 청년계층 집중’과 이로 

인한 ‘주거의 문제와 지역의 불균형 심화’, ‘비혼 및 

저출산’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꼬리가 이어져 사회 

불평등 심화를 촉발시켰으며, 사회·경제전반의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이 필요해졌으며 청년정책네트워크 거버넌스 활동들이 

시작되었다.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의견들이 통합

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은 도시의 구성원이

자 미래 도시구성원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청년의 문

제는 단순히 일자리에 대한 문제로 치부될 수 없으며, 지

속가능한 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문제로 치환되었다.

2.2 서울특별시 청년정책

청년문제에 가장 먼저 그리고 적극적인 관심을 둔 것

은 서울시였다. 서울시는 2013년 4월 청년문제의 공론장

을 마련하고 일자리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해 ‘청년일자리허브’를 개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 1월 2일에는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

를 제정 및 시행하여 청년문제에 관련한 정책을 가장 먼

저 추진하였다. 해당 법의 제1조에 따르면 정치·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의 능동적

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

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1) 청년허브(2018)에 따르면 서울시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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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에 근거하여 ‘청년허브’를 통해 청년생태계의 다양

성과 지속성, 그리고 발전가능성을 지향하고, 지원사업, 

교류사업, 연구사업, 교육사업으로 구분된 청년허브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 

Division Policy

Seol-Ja-Li
: Expanding social 
p a r t i c i p a t i o n 
opportunities and 
s t r e n g t h e n i n g 
capabilities for youth

Youth Activity Support (New)
Support for outstanding students to 
practice the value of the public interest
College student loans and support

Low-income scholarship

Iil-Ja-Li
: Supporting job 
entry and 
establishing a stable 
network

The expansion of jobs for young people 
in New Deal Projects
Expanding vocational training for young 
people at the Institute of Technology 
Education
Challenge 1000 project 
(supports youth start-up)
Operate an internship program for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trengthening the Integrated Support 
Service for ‘Seoul Job + Center’
Support matching social insurance 
premiums for working poor young 
people
The Protection of Work Environment 
and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Young Part-timers
Support for aspiring artists
Promotion of Culture & Art Dispatcher

Sal-Ja-Li
: Supporting the 
stability of young 
people's housing and 
living conditions

Customized public housing for one 
young household (new)
Youth Account Management (Double 
Hope)
Activation of private cooperation to 
support healthy financial life
Financial Stability of Emergency Living 
and Loan Loans

Nol-Ja-Li
: Creating an 
ecosystem for youth 
activities and 
expanding policy 
base

Creating and Supporting Youth Vitality 
Space
Strengthening youth policy 
implementation base through youth hub 
operation
Support for youth policy network 
operation

source :www.youthhub.kr

Table 2. Contents of '2020 Seoul Youth's Guarantee'

지원사업은 자발적인 커뮤니티활동과 혁신적 아이디어,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비 또는 공간을 지원하

는 사업으로 ‘청년참’, ‘청년활’, ‘청년업’, ‘청년

활력공간’,‘미닫이사무실’,‘청년청’이 있다. 청년단

1)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

2) 제18조(청년허브의 설치·운영) 제2항에 따르면 1. 청년허브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

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4.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

을 위한 교육 실행·지원, 5. 청년의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6. 청년의 주거안

정, 부채경감, 문화활성화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의 사업 지

원 및 혁신사례 발굴, 7.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 8. 기타 그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체의 자립을 위한 공간지원인 ‘미닫이사무실’은 2013

년에는 12개 팀, 2014년에는 245개, 2015년 24개, 2016년 

87개 팀이 2017년에는 89개 팀이 지원을 받았다. 교류사

업은 청년문제에 대한 세대 간 공감과 이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사업으로 ‘서울청년주간’, ‘국제

컨퍼런스 <삶의 재구성>’, ‘교류회’, ‘이주농부’, 

‘해외탐방’, ‘허브투어’와 같은 사업들이 진행되었

다. 연구사업은 청년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의 청년정책 수

립을 위한 청년과 관련전문가들이 직접 서울과 청년을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기획연

구’, ‘공모연구’, ‘N개의 공론장’이 진행되며, 이러

한 연구사업은 청년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고 있다. 교육

사업은 청년들의 자립과 자기개발 및 자존과 자활을 돕

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청년

시민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N개의 청년학교‘라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도시재생, 지역자치, 듣보잡문화, 활동가 

교육 등 다양한 분야,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청년정책 거버넌스‘청년허브’를 중심으

로 2014년 9월에서 2015년 8월까지 ‘청년정책 네트워크 

시즌2’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이 이루어졌고, 2015년 7월 서울청년주간 

동안 20개의 기획 컨퍼런스 등이 진행되었다. 이를 바탕

으로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놀자리’ 4

개 분야에서 청년정책20(핵심전략 사업 5개, 일반사업 15

개)을 수립하였으며 2020년까지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과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계획으로 2016년 3월에‘2020 서울

형 청년보장’이 발표되었다. 청년정책 20개의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4년간 꾸준히 청년정책을 펼쳐오던 서울시는 지

난 9월에 청년들이 직접 정책입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의 청년청을 2019년 초에 신설할 것임을 발표

하였다. 청년청은 서울시 소속의 청년정책담당관을 재편

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대인지예산편성’, ‘세대공존

시정운영’, ‘2단계 청년기본계획 수립’, ‘세대공존도

시·지역공존도시 혁신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청

년자치권이 부여된다. 이는 이후에 언급될 청년활동공간

으로의 청년청과는 다른 의미이다. 

2.3 청년시설을 위한 정책과 한계점

앞서 살펴본 봐와 같이 청년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서

울시에서는 정책마련과 함께, 다양한 사업들이 활성화 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는 이를 담는 공간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청년

공간들이 대부분 남는 공간이나, 저렴한 공간 또는 지자

체가 보유한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 교육 및 워크샵, 이벤트 및 파티, 

네트워킹 및 멘토링, 상담 등의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

이 되고 있다. 즉 청년시설은 그동안 요구되지 않았던 유

형으로 계획방향을 수립할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청년시설 현황 및 특성을 살펴봄으

로써, 계획적 한계와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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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ases of Study Location
Total 

floor area 
(m²)

Date of 
opening

Floors 
(B/F) Facilities’ characteristics note

1-1
Youth Hub

Mirae-cheong
684 Tongil-ro Eunpyeong-gu

1,882.00 ’13.4. 0/2 Remodeling
 / Total

Separate 
budget

1-2 Cheongneon-ch
eong 4,295.70 ’15.12. 1/4 Remodeling(Seoul Innovation Park)

 / Total -

2 Zero-gravity G-Valley 371-28 Gasan-dong, 
Geumcheon-gu 247.50 ’15.1. 3/15 Remodeling(Woolimlionsvalley)

Located on 6F, A-dong Civil trust

3 Zero-gravity Daebang-dong 14-14 Daebang-dong, 
Dongjak-gu 446.02 ’15.4.

’18.1. 1/4 Remodeling(Neighborhood Facility)
/ Total -

4 Youth Interaction Space 468-20 Mangwondong, 
Mapo-gu 313.91 ’18.3. 0/4 Remodeling,(Multi-Family Household)

/ Total -

5 Zero-gravity Seongbuk 147-10 Dongseon-dong 5-ga, 
Seongbuk-gu 205.98 ’18.4. 0/1 New building(container type)

/ Total -

6 Zero-gravity Yangcheon 404-1 Mok-dong, 
Yangcheon-gu 214.60 ’18.2. 0/1 New building(container type)

 / Total -

7-1
Zero-gravity
 Seodaemun

Muakjae 26-1 Hongje-dong, 
Seodaemun-gu 133.49 ’18.4. 0/4 Remodeling

/ Total -

7-2 Hongje 294-46 Hongje-dong, 
Seodaemun-gu 316.80 ’18.4. 0/5 Remodeling(Eugene shopping mall)

/ Located on the 2F, B-dong -

8 Zero-gravity Dobong Chang-dong 3, 
Dobong-gu 398.40 ’18.5 0/2 New building(container type)

/ Total -

9 Zero-gravity Gangnam 153 Gaeap-dong, 
Gangnam-gu 280.00 ’19.05. 0/1 New building(Scheduled)

 / Total
Installation 

cost

10 Zero-gravity Kwangjin 235 Gunja-dong,
Gwnagjin-gu 385.04 ’18.10. 1/6 Remodeling 

/ Located on the 2F, 3F Special grant

Table 3. Current status of facilities for youth & space in seoul

3. 서울시 청년시설 현황 및 특성

3.1 서울시 청년시설의 현황

서울시에서는 청년 지원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

여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하

여서는 청년문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청년

간의 활발한 교류의 필요성 또한 부각되었다. 따라서 교

류와 소통을 위한 플랫폼(공간)의 설치, 운영도 조례에 포

함하게 되었다.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8조에는 ‘청년허브의 설

치·운영’을 제19조에서는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을 명시하고 있다. ‘청년허브’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기관(단체)로 청년센터로 볼 수 있으며 청년허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는 유·무형의 공간이 요구된다. ‘청년

시설’은 동일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

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유형의 

시설을 말한다. 

해당 제도가 제정되기 전부터 서울시는 청년의 일자리

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어, 2013년 4월 옛 질병관리

본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청년일자리허브(현.서울혁신

파크 미래청)’를 개관하였었다. 이때 사무공간, 창작실, 

아카데미와 청년들이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무중력지

대’라는 공간을 갖추었다. 이후 2015년 1월에는 G밸리 

무중력지대가, 4월에 대방동 무중력지대가 개관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5년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

로 서울시는 청년허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공간으로 

‘청년청’을 추가로 개관하였다. 기존의 청년일자리허브

와 함께 청년을 지원·교육·연구·교류할 수 있는 시설

을 더하면서 청년허브는 청년의 생활·문화·자산 플랫

폼으로 구축되었다. 이로써 2019년 1월 기준으로 청년정

책에 따라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년시설은 청년허브 1개

소와 무중력지대 8개소, 청년교류공간 1개소로 총 10개소

가 있다. 무중력지대는 생활밀착형 청년시설로 현재 금천

구, 동작구, 마포구, 성북구, 서대문구, 도봉구, 강남구(예

정), 광진구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무중력지대 

광진만 구(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서울시의 보조금

을 추가로 지원받고 있으며, 나머지 7개소는 서울시가 직

접 운영하고 있다. 다만 서로간의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

워크를 구성하고 있고, 홍보를 위한  SNS채널 등을 공유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의 위치, 규모, 건물형

태, 개관시기 등의 기본정보는 앞의 <Table 3>과 같다.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사례는 기존 건축

물을 전체 혹은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

었으며, 신축사례인 무중력지대 성북(사례5), 양천(사례6), 

도봉(사례8) 3개소에는 컨테이너 등 저렴한 건축자재를 

활용하였다. 이 중 무중력지대 도봉은 원래 무중력지대 

대방으로 사용되던 컨테이너 건축물을 이전한 것이다. 

2015년 4월 대방역 3번 출구와 인접한 곳(대방동 340-5)

에 2개 층의 컨테이너 형태로 개관을 하였었는데, 해당 

부지가 공공시설 건립지로 2017년 12월부터 공사가 시작

되면서 도봉으로 이전되었고, 무중력지대 대방은 현재 위

치에 새롭게 개소하였다. 그리고 규모적인 측면으로 보면 

무중력지대 8개소 중 연면적이 가장 작은 곳은 무악재로 

133.49㎡, 가장 큰 곳은 대방동으로 836㎡이었으며, 나머

지 6개소는 200~320㎡ 사이로 대부분 소규모이다. 

3.2 시설별 위치적 특성

청년시설은 공공공간으로 접근성이 좋아야하며, 지역적 

특성(청년의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이 반영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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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Youth Hub 2_Zero-gravity G-Valley 3_Zero-gravity Daebang 4_Youth Interaction Space 5_Zero-gravity Seongbuk

Ÿ Seoul Innovation Park
Ÿ Easy to access
Ÿ a residential enclave

Ÿ an industrial estate
Ÿ Easy to access

Ÿ adjacent to the road
Ÿ middle and high school

Ÿ a residential enclave
Ÿ Seoul World Cup 

Stadium
Ÿ a residential enclave
Ÿ Sungshin Women's Univ.

6_Zero-gravity Yangcheon 7-2_Zero-gravity Hongje 8_Zero-gravity Dobong 9_Zero-gravity Gangnam 10_Zero-gravity Kwangjin

Ÿ a residential enclave
Ÿ adjacent to the road
Ÿ Mokdong Parking Lot

Ÿ Yujin Shopping Center
Ÿ a residential enclave

Ÿ Changdong Station
Ÿ adjacent to the road

Ÿ adjacent to the road
Ÿ Gaepo Digital Innovation 

Park
Ÿ Cheongnyong 

Neighborhood Park

Ÿ a residential enclave
Ÿ Seoul Children's Grand 

Park

Source : Google Map, Oct. 5, 2018 / http://youthzone.kr & Facebook

Table 4. Loc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cases

다고 판단하여, 대상의 위치를 <Table 4>와 같이 정리하

여 살펴보았다. 

10개소 가운데 6개소가 주거 밀집지 인근에 위치해 있

으며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사례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울시를 대표하는 청

년청의 경우 비교적 서울의 외곽인 은평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서울혁신파크와 공존하고 있으며, 금천구 무중력

지대 G밸리의 경우, 산업단지 내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

털단지역에 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무중력지대 강남은 서

울디지털재단에서 운영하며, 시민, IT개발자, 스타트업 등

의 시민들이 주도하여 서울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

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신

축될 예정이다. 지하철 역과도 바로 인접한 '개포디지털

혁신파크' 내 무중력지대 강남은 신규기업(창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청년허

브(은평구), 강남구 무중력지대는 각각 서울혁신파크와 개

포혁신파크 등 청년을 위한 시설 내에 함께 공존하고 있

어 활용도가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대다수의 청년시설들은 공공기관 및 일자리, 살자리 

등과의 직접적 연계성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3.3 청년시설 프로그램과 공간

청년시설 사례들의 프로그램을 조사하였고 ① 코워킹

공간, ② 세미나실, ③ 공유주방 겸 강당이 공통으로 운

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공간의 주요 모습

은 <Table 5>와 같다. 코워킹공간은 1인 기업을 운영 또

는 창업과 스타트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

로 업무공간, 업무지원공간 등을 제공되어, 청년들의 비

용을 줄여주며, 서로간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

간이다. 세미나실과 같은 비교적 다목적의 공간들은 대여

가 가능하고, 회의 및 업무를 원활하게 돕는 공간들로 형

성되어 있다. 특히 테이블의 형태에 주목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직사각형의 테이블도 있지만, 다각형의 테이블

을 이용하여, 토론과 세미나가 가능한 공간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창업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

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청년들이 활동,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 공유주방은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취사를 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식비절약 뿐 아니라 함께 식사

를 함으로써 유대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규모가 큰 서울시 청년청의 경우 무중력

지대의 10~15배 규모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공간들도 비교적 자유롭게 구성되어 있다. 서대문구에 위

치한 무중력지대는 무악재와 홍제, 2개소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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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1_Youth Hub 2_Zero-gravity G-Valley 3_Zero-gravity Daebang 4_Youth Interaction 
Space

5_Zero-gravity 
Seongbuk

① 
Co-Working Space

②
Seminar Room

③
Shared kitchen 

etc. Space 
Program

Cafe, Fitness, Studio, 
Common Space,
Making Room

Library, Multi Purpose 
Space, Work Room, 
Rest Area

Rest Area, Meeting 
Room, Multi Purpose 
Space, Startup Lab

Welcome Lounge,
Multi Purpose Space,
Rest Area

Community Space
Multi Purpose Space

Division 6_Zero-gravity 
Yangcheon 7-2_Zero-gravity Hongje 8_Zero-gravity Dobong 9_Zero-gravity Gangnam 10_Zero-gravity 

Kwangjin

① 
Co-Working Space (Scheduled)

②
Seminar Room (Scheduled)

③
Shared kitchen (Scheduled)

etc. Space 
Program

Community Space, 
Learning Room, Radio 
Studio Room

Community Space,
Rest Area

Lounge Cafe, Startup 
Lab (Scheduled)

Handicraft 
Market&Room, 
Counseling Room for 
Employment, Lounge
Work Room, Meeting 
Room, Coaching Room

Source : http://youthzone.kr/, Facebook

Table 5. Main space composition of facilities for youth

이중 홍제의 경우 다른 무중력지대와 유사하게 운영되

고 있으며, 무악재는 청년들의 창의예술 공간으로 특화되

어 운영된다.

청년시설은 이처럼 청년들의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

해 줌에 따라 경제성과 편의성을 제공해주고 있었으며, 

특히 이들 공간들은 취업난 등으로 인해 혼자가 되기 쉬

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와 연대감을 형성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공간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러

나 다양한 지역(구)에 한 개소씩 설치된 무중력지대의 프

로그램 및 공간구성은 유사하여, 지역적 특성에 따른 사

용자 요구를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또한 구별로 1개소가 운영된다고 하였을 때 물론 무

악재가 위치한 서대문구의 경우 무악재 이외 홍제도 

있기에 2개소를 합치면 면적이 작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의 청년교류공간이 80㎡, 무

중력지대 무악재는 한 개 층 바닥 면적이 각각 약33㎡에 

불과하여 다른 무중력지대가 약 200㎡인 것에 비하여 매

우 협소한 상황으로 특정실로 규정하여 사용하기에 어려

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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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ajor Programs (Facilities) Apply for program (Activities) Application method (Process)

1 Program for space-supporting
Youth organization networking

Space loan
Association of Youth Organizations by 

Region
Space Rental – Homepage application

Association of Young People – Online Platform

2 Program for space-supporting
Workplace Culture Improvement Project

Independent film show
Large canvas painting

Space Rental – SpaceCloud
Project – SNS/Google Sheet

3 Program for space-supporting
Project Find Me

Sense of self- 
(Thank you for your existence)

 STEP TO ME: Dancing in Zorba
Space Rental – SpaceCloud

Project – frip(social activity platform)

4 Program for space-supporting
Youth Exchange (Planning, Daily)

Joint project (planned exchange)
Round Market (Daily Interchange)

SSpace Rental – SpaceCloud
Project – SNS/Google Sheet

5 Program for space-supporting
Regional Youth Regeneration

Find answers at the Muirang Friends 
(Kakao Talk) Seongbuk Youth Site 

(discussed)
Space Rental – SpaceCloud

Project – SNS/Catok Open Chat/Google Sheet

6 Program for space-supporting
Media broadcasting project

Zero-gravity Film Festival (Youth)
Acquire podcast crates

Space Rental – SpaceCloud
Project – SNS/Google Sheet

7-1 Program for space-supporting
Young Artist (Muak)

Exhibition of the Blue House 
Dutch Video Art Exhibition

Space Rental – Facebook 문의
Project – SNS/email application

7-2 Program for space-supporting
Talking and Discussion Project

Young Networking with We.A.
Open table of Seodaemun cultural public 

maintenance team
Space Rental – SpaceCloud
Project – SNS/Google Sheet

8 Program for space-supporting
Local play and activity projects

Youth Station
Docking project

Space Rental – Email and Review
Project – SNS/blog/Google Sheet

9 Program for space-supporting 
Scheduled

Demonstration operation in November 
2018 Jan 2019 Operation (Scheduled)

10 Program for space-supporting
CHARGE & CHALLENGE

Worklife Design (2F)
Practical Business Camp (3F)

Youth Mall (Sales)
Space Rental – Email
Project – SNS/email

Table 6. Major programs and applications_Operating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3.4 시사점

청년시설은 사용자가 청년인 공적 시설로 요구프로그

램 및 위치의 적절성, 활용가능성의 확대와 같은 부분들

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장에서는 

서울시 내 분포되어 있는 청년시설의 10개소의 위치적 

특성과 프로그램, 공간구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청년청(청

년허브)은 서울시를 대표하는 청년시설로 1개소만 운영되

고 있기에 위치적인 측면의 당위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

고, 프로그램의 구성측면에서도 풍성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무중력지대의 경우 생활밀착형의 청년시

설로 이해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위치는 교통의 편의

성, 청년주거밀집지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프로

그램의 유사성이 강하였다. 이에 4장에서는 청년시설 계

획에서의 프로그램구성 및 위치에 관하여 3가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4. 청년시설의 개선방향

4.1 지역별 청년시설의 특화 필요 

서울시의 ‘청년기본조례(2015.1.2. 제정 및 시행)’제

정 후 전라남도가 ‘청년발전기본조례(2015.7.23. 제정 및 

시행)’을 제정하였고 청주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다른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2018년 10월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2개의 특별자치시, 5개의 광역시 및 8개 도

내 80여개의 시, 70여개 군에서 해당 제도가 수립되었다.

지자체마다 그 명칭과 내용에 차이가 있으며3) 지원범위,

3) 대부분의 자체단체에서는 <청년 기본조례>로 제정되어 있으

나 일부에서는 그 명칭이 아래와 같다. 

① 청년정책기본조례-광주광역시

내용 등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의 주

거, 노동, 문화, 육아, 교육 등의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기 위한 ‘청년기본법’이 지난해 5월 발의되었으

나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4)   

해당 법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청년을 규

정하고 있으며, 청년친화도시조성, 청년고용촉진 및 일자

리 질 향상, 청년주거 및 창업지원 등 청년시책 시행 권

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5) 

<Table 7>은 서울을 포함한 주요 지역의 <청년 기본조

례>에서의 ‘청년센터’ 및 ‘청년시설’의 규정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서울에서 가장 먼저 해당 조례가 제정되

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었는데, 대다수 지역의 <청년 기

② 청년발전기본조례-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동구, 전라남도 곡성

군, 구례군,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

평군, 해남군, 경상북도 의성군

③ 청년지원기본조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전광역시 서구, 강

원도 정선군, 충청남도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논산시

④ 청년발전지원조례-강원도 춘천시

⑤ 청년정책기본조례-충청남도 계룡시

⑥ 청년지원조례-충청남도 보령시

⑦ 청년의 시정참여활성화조례-경기도 오산시

⑧ 청년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충청남도 단양군

⑨ 청년희망도시구축을 위한 조례-전라북도 익산시, 전주시

⑩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라남도 영광군

4) “청년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청년기본법으로 시작하자.”오

마이뉴스. 2018. 10. 4.http://www.ohmynews.com/NWS_Web/(검색

일: 2018년 10월 10일)

5) “여야, 2030 지원하는 청년기본법 합의.”한경신문. 2018. 5. 

24. http://news.hankyung.com/article/(검색일: 2018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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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례>에서는 ‘청년센터의 설치·운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부 지역의 조례에서는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해당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청년센터와 청년시설에 대한 규정 유무 등이 상

이한 상황이지만,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Contents Region and Cities

Youth Center
(Youth Dream

 Center)

Seoul
Daegu
Incheon
Gwangju
Ulsan

Gyeongnam
Jeonbuk
Chungbuk
Jeju
Sejong

Suwon
Seongnam
Pohang
Suncheon

Youth Facilities
(Spaces)

Seoul
Busan
Daegu
Incheon
Daejeon
Gyeongnam

Gyeongbuk
Jeonnam
Chungbuk
Kyungki
Jeju
Suwon

Seongnam
Jeongseon
Changwon
Suncheon
Jeonju
Buyeo
Cheongju

Table 7. Whether to prepare a system related to youth 

support centers and youth facilities in major regions

하지만 일부 지역(광주, 순천, 수원, 부산 등을 확인)의 

청년시설 역시 서울의 청년시설의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순천의 창업인큐베이팅공간(식음료관련 

창업지원), 수원의 면접정장대여공간, 서울의 공유주방은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지만, 대

부분 코워킹스페이스, 다목적 공간(세미나, 모임), 스터디

공간 등이 기본적인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별 

청년들의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고, 프로그램은 지역의 청

년들로부터 Bottom-up방식으로 제안되고 공급되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4.2 청년지원공간의 연계

청년센터, 지원시설과 같은 거점 공간과 커뮤니티 공간 

등은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규정되는 유

형의 공간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커뮤니티 활성

화를 도모하면서 청년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주요한 역할이다. 이러한 공간의 제공은 

청년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에 필요한 플랫폼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청년문제는 도시의 지속가능과 직결된 

것으로 <2020 서울형청년보장>이 주창하는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는 도시의 공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청년의‘살자리’와 청년시설이 연계될 수 있다면 청

년시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현재

는 청년시설이 지역별 센터-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고, 해당 시설 내에는 커뮤니티공간이 마련되

어 있다. 이들 공간은 주로 취업준비생을 중심으로 프로

그램 마련 및 교육 등이 주로 진행되며, 이용되고 있다. 

취업준비생, 초기 취업생, 대학생, 창업자, 예비창업자, 청

년예술가 등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는 청년층들의 상호 

교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살자리’와의 

소소한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공공리모델링임대주택’ 

및 ‘SH희망하우징은’ 기성시가지의 주택리모델링을 바

탕으로 진행되는 것이기에 지역의 거시적 관점 및 미시

적 요건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청년층의 주거 가능지를 

탐색하고, 청년을 위한 기타의 시설들이 함께 조성되는 

방안이 강구된다면, 지역재생과 청년문제해결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공간은  청년의 장

년층 진입을 위한 인큐베이터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초 서울시의 청년시설은 청년의 취업지원을 위한 것

으로부터 출발하였지만, 청년시설이 ‘일자리-창업’와 

직접 연계된다면 문제해결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및 협업

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와의 연계

는 정부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6년 정부는 ‘행복

주택’을 진화시켜 청년들의 창업-일자리-과 주거-살자

리-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창업에 필요한 시설, 서

비스와 주거를 결합한 ‘창업인 맞춤형 행복주택’의 도

입을 발표하였다. 다음해인 2017년 수원, 용인, 창원, 동

대구, 부산, 광주, 판교 등에 신축주택으로 1000호를 공급

하기 위해 해당 자치시와 LH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2018년 8월 기준으로는 한 개소도 완공된 곳은 없다. 광

주광역시는 이외에도 올해 초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북

구 봉동의 다가구를 리모델링하여, 개인사무실 겸 집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면적 53 ~ 61㎡의 주택 7채가 공급

하여 주거를 지원할 예정으로 입주예정자를 모집하였었

다. 지원주택에는 입주기업 간 협업할 수 있는 회의공간, 

교류·소통이 가능한 창업지원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6) 

이처럼 정책적으로 창업을 통한‘일자리’와‘살자리’

와의 결합이 가능해 진 상황이며, 여기에 ‘창업지원시

설’대신 확대된 개념인 ‘청년시설’을 계획한다면 지

원센터의 기능이 수행가능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청년정책에서의 ‘창업지원’의 프로그램

들은 예비창업자들을 교육하고 창업공간의 제공하는 것

인데, 창업공간들은 일정 기간 후에 반납해야 하는 특수

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새로운 창업예정자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이 역시 정책의 지속성과 형평성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실제 도시공간에서의 창업을 경험해 보는 공

간에 불가하다. 도시에서는 청년층의 지속적인 삶이 보장

될 필요가 있고, 이 지속적인 삶이 주거지의 재생에서 중

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청년시설 계획시에는 청

년들이 기 조성한 창업시설(상가)들과의 연계도 고려되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시간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창업성공 청년들은 예비창업자들에게 멘토가 되어 줄 수 

있으며, 예비창업자들에게는 산 경험의 교육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의 다수는 

노후주거지에 활력을 더하기 위하여 청년층 유입에 힘쓰

고 있는데, 초기 조성단계에서부터 지역의 청년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간과 프로그램이 제공

될 필요가 있으며,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는 창업공간에 

대한 컨트롤 및 효율극대화가 필요하다. 

6) “광주시 <청년창업가에게 집을 임대해 드립니다.”연합뉴스. 

2018.3.19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1&aid=00099

67658(검색일 : 2018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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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지역의 청년센터가 없다면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광주

광역시의 행보는 창업공간제공을 통한 청년층 유입을 넘

어 주거지의 제공을 통해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노후주거지의 재생과 연결되어 있어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4.3 주요 공공기관 및 상업시설과의 연계

청년시설들은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시설과 연계된다면  

좀 더 편리하게 자주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부산광역시의 ‘청년두드림’이 있다. 부산광역

시 <청년기본조례>에는 청년시설과 청년센터에 대한 규

정은 없지만, ‘청년두드림’을 2017년 8월에 개소하였으

며 (재)부산경제진흥원이 운영 중이다. 취업문제 등 일자

리 정보를 공유하고 민관협업을 통한 청년들의 홍보와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되어, 상담, 취업지원(이력서, 자소

서 클리닉, 모의면접, 취업특강)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목

할 점은 해당 시설이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별관에 위치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상 1층 158㎡(전시공간, 청년창작

물 팝업스토어), 2층 760㎡(다목적공간, 일자리상담실, 교

육·회의장, 휴게공간, 사무실, 청년문화단체입주공간)규

모이며, 3층에서는 백화점과 연결되는 테라스 가 있어 휴

게공간, 야외전시&무대공간, 다목적공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7) 두드림센터는 롯데백화점이 증축공사를 하면서 37

억 원을 들여 건립하였으며 20년간 부산시에 무상으로 

제공한 공간으로8) 청년센터가 도시의 주요공간에 위치하

게 된 좋은 사례이다. 이와 같은 청년시설의 공공기관 등

과의 연계는 궁극적으로는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간이 아닌 사회전반의 문제를 위한 플랫폼이 될 수도 

있다. 

Figure 1. Realm library (1st Floor / Sitemap)

source : Photoby Author / Google Map(04.28.2019)

해외 사례로는 호주 멜버른의 림도서관(Realm, 

Librany, Eastern Regional Libraries, 2015) 사례를 들 수 

있다. 림 도서관은 역과 1분 거리로 도서관 1층은 카페와 

미팅이 가능한 부스들로 계획되어 있고 바로 인접하여 

영화관, 쇼핑몰들이 연결되어 있는 특성이 있다. 이 도서

관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상층부의 청년공간(시

설)이다. 2개 층을 사용하며, 중소규모의 대여형 회의실, 

창업공간, 간단한 다이닝룸(부엌), 프레젠테이션 룸 등으

로 계획되어 있다.9) 

7) 부산시청, 부산청년플랫폼 (https://www.busan.go.kr/)청년두드

림센터(https://busandodream.kr/kr/)

8) “청년 일자리·문화활동 지원 부산 두드림센터 문열어.”연

합뉴스. 2017. 8. 23.(검색일 : 2018년 10월 5일)

Figure 2. Realm library (5th Floor / Co-working Spaces)

source : Photo by Author (20th Jan, 2018)

또 다른 사례로 호주 단데농(Dandenong)의 시청사와  

도서관 예를 들 수 있는데, 공장지대의 산업중심지로 발

전했던 이 곳은 아랍계 이민자를 비롯하여 다국적 주민

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과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 관공서

와 도서관, 청년시설을 결합하여 계획하였다. 도서관10)

(Library, City of Greater Dandenong, 2015)과 관공서의 

주요 층을 연결하여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도서관 

상층부에는 청년들이 토론, 논의,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Figure 3. Dandenong library

source : http://www.greaterdandenong.com/document/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신축 공공건축물(신청사, 도서관, 

관공서 등)과 연계한 청년시설 결합의 가능성과 가치를 

시사점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도심부(역 인근, 상업

시설 밀집지역 등)에 위치시켜 공간의 사용을 원활히 하

고, 다양한 관계자와의 미팅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도 특

징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5. 결    론 

각 지역마다 증가하고 있는 청년시설, 일자리 창출공간

들은 현실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기보다 남겨

진 땅일 확률이 많다. LH 등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유하

고 있는 유휴공간이거나, 노후주거지내 리모델링이 시급

9) https://www.yourlibrary.com.au/locations/realm-library/
10) http://www.greaterdandenong.com/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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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irection of youth center

한 3~4층의 근린생활시설(상가) 건물인 경우가 다수이다. 

이 경우 건축물을 짓고 청년허브공간으로 대여한다고 해

도,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 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처럼 사회적으로 청년문제를 통합적-설자리, 일자리, 살

자리, 놀자리-으로 이해코자 하는 상황임에도 공간에 대

한 대안 마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청년임대주택과 청년허브공간을 연계 고려하고, 

주거와 생산 개념이 결합된 형태의 프로그램 제안이 필

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프로그램 제안과 함께 공간 구성

(공간의 타당성), 지원방식과 지원기금 조달 방향, 정책적 

지속성 담보(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 등이 함께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의 청년허브 정책 및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연구 및 정책 보고서 등을 살펴보았다. 

서울시의 청년허브 사례 10곳의 위치적(지리적 특성), 운

영방식, 시설 활용 시스템, 운용프로그램 등을 현장조사

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청년시설과 ‘살자리’해결을 위한 정책들과의 

연계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청년지원주택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각 지자체별로 적정 위치 및 규모, 재정

적 지원방향을 제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살자리는 청년시설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속적인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시설과 일자리의 연계는 취·창업지원센터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의 DB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 공간들이 취업을 준

비하는 청년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그 의미를 

축소시킬 수 있는 바 취업지원센터 등이 청년시설로 의미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노후주거지에 창업을 지원

하고 이를 통해 지역이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나

아가 기존 청년 창업시설(상가)와의 연계를 위한 청년시설

을 제안할 수 있다. 청년허브공간의 다양한 역할 중 일자리 

확산을 간과할 수 없는데, 이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연계 확산함으로써 의미가 배가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끝으로,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주요 공

공기관 및 시설과의 연계를 제안하였다. 이미 국외에서는 

공공기관(신청사,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등)과 연계하여 

청년허브공간을 확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부산

에서도 유사사례가 있다.

비단 청년뿐만이 아닌 사회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방안도 함께 고려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민

자를 위한 복지정책과도 맞물려있는 상황이라 판단된다. 

또한 최근에는 공공기관 외에도 민간시설(민간자본의 유

치가 가능한)인 영화관, 백화점, 쇼핑센터등과의 연계방안

도 모색되고 있는데, 청년허브를 통한 창업결과물이 실제 

판매되어 일자리로도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외 사례도 검토하였으

나, 한국만의 특이한 현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서울을 

중심으로 지자체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년 공간 또는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

램과 시설 확산 시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공간제공 및 

지원제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년허브공간의 유의미한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며, 향후 해당 공간

들의 사용실태 및 사용자·운영자·정책입안자 등의 심

층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하는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보

다 적극적인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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