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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재설계하는 ‘청년들의 마을’, 목포에 생긴다
-

행안부, ‘괜찮아 마을’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휴식과 새 출발 기회 제공

-

□ 팍팍하고 숨 가쁜 생활에 지친 청년들이 옛 정취가 가득한 목포의
원도심에 모여 정감 있고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하는 것은 물론,
교육을 통해 지방에서 새로운 출발을 지원받는 기회가 제공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괜찮아 마을’ 프로그램에 참여할 ‘1기
청년들’을 8월 1일까지 ‘괜찮아 마을’ 누리집을 통해 모집한다.
○ ‘괜찮아 마을’은 ‘괜찮고 싶은 청년’들에게 휴식과 새로운 출발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남 목포로 이주한 대도시 청년
들의 제안으로 마련되었다.
○ 모집대상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청년”, “더욱 도약하고 싶은 청년”,
“새로운 기회를 원하는 청년” 등 ‘괜찮아 마을’을 통해 지방에서
기회를 찾아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청년이다.
□ ‘괜찮아 마을’ 프로그램은 30명씩 기수제로 운영되며, 1기로 선발된
청년들은 8월 28일부터 6주 동안 함께 생활하며 다음과 같은 프로
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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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마을’에는 같이 생활하며 지친 마음을 회복하는 ‘괜찮은
집’, 하고 싶은 일을 준비하며 지역살이를 배우는 ‘괜찮은 학교’,
무엇이든 해 볼 수 있는 ‘괜찮은 공장’이 있다.
○ 여행 및 상담 프로그램과 지정 자유 주제의 문제해결을 통해 지역
살이를 준비하고 발표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 이 밖에도 , 섬 전문 간행물 발간, 히치하이킹 페스티벌 개최,
지역상품 재포장 판매 등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콘텐츠
사업이 추진되며, 목포시 등 지자체의 청년 취 창업 지원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찾기’가 지원된다.
□ 김용찬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장은 “메마른 인간관계와 각박한
사회현실에 지친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힘들 때는 잠시 쉬어도
괜찮다고 토닥여주는 따뜻함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괜찮아 마을’이
청년과 지역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좋은 대안이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 ‘괜찮아 마을’ 입주신청은 오는 8월 1일까지이며 ‘괜찮아 마을’ 누리집
(www.dontworryvillage.com)을 통해 할 수 있다. 7월 21일부터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설명회에 참석한다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 설명회 참가신청 : https://goo.gl/Y8HjnY
◇ 설명회 일정 및 장소
① 7월 21일(토), 대구,
② 7월 22일(일), 부산,
③ 7월 27일(금), 광주,
④ 7월 28일(토), 대전,
⑤ 7월 29일(일), 서울,

북성로 허브
한성 1918
쉐어하우스 공명
세븐팩토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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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괜찮아 마을 프로젝트」 사업개요
< 사업 개요 >

○ 프로젝트 : 괜찮아 마을 프로젝트
○ 추진업체 : (주)공장공장(목포이주 청년기업)
○ 사업예산 : 총 6억 6,000만원
○ 사업기간 : ~ ’18. 12월
○ 사업공간 : 전남 목포시 구(舊) 여관건물 우진장, 중앙수도, 구(舊) 경양식집 로라
○ 사업내용
① 괜찮아 마을: 괜찮은 집(셰어하우스), 괜찮은 학교(교육공간), 괜찮은 공장(공유사무실)
② 배낭축제 ‘히치하이킹 페스티벌’, 섬 전문잡지 ‘매거진 섬’, 다큐멘터리 ‘괜찮아질 때까지’ 등
Ⅰ

괜찮아 마을 개요

□ 괜찮아 마을 *전남 목포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만드는 괜찮기를 바라는 청년의 대안공간

⇨

❍

운영방법
(운영방법)
(운영일정)
(입주인원)
(프로그램)

기수식 운영 (6주씩 2기수)
1기 8.28. ~ 10.10,
2기 11.13. ~ 12.25.
1기당 30명, 총 60명
지역체험, 교육 프로그램, 새출발 프로그램, 수료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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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대상

*지방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설계해 보고자 하는 전국의 괜찮고 싶은 청년

(연령) 만 39세 이하

* 청년 창업지원금 수급가능 연령

(기타) - 지방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은 청년
- 장소 제약 없이 활동을 할 준비가 된 청년
- 지치고 실패했지만 다시 한 번 도약하고 싶은 청년
- 실력과 가능성이 있지만 등 떠밀어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청년
- 지역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공급하는 기회를 잡고 싶은 청년 등

❍

지원내용: 이주 초기에 필요한 거주공간, 체험‧교육, 유대관계를 제공
하고 일자리를 지원하여 지방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교류하며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괜찮은 집) 낯선 목포에서 함께 도우며 생활하는 청년 공유 하우스
(괜찮은 학교) 목포를 체험하고 학습을 할 수 있는 지역살이 교육공간
(괜찮은 공장) 다양한 시도를 하고 취·창업을 준비하는 공유 사무실·상점
※주민과 함께 유휴건물 활용, 농산물 유통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각종 활동병행
1주
마인드
리 셋

❍

2주

⇨

상상하기
(1)

3주

⇨

4주

상상하기
(2)

⇨

상상하기
(3)

5주

⇨

연습하기
(1)

6주

⇨

연습하기
(2)

연계 부속사업
① 전국에서 목포로 모이는 배낭축제 ‘히치하이킹 페스티벌’
② 국내최초 섬 전문 정기간행물 ‘매거진 섬’
③ 괜찮아 마을 생활 다큐멘터리 ‘괜찮아질 때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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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괜찮아 마을」 입주자 모집 포스터

-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