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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강의� :� 청년,� 도시를�만나다
일� � 시 12월� 17일(화)� 16:00~18:30

장� � 소� 청년허브�다목적�홀�

내� � 용

▲� 1세대� 도시기획자들과� 함께하는� 도시와� 청년에� 대한� TALK!� 도시의� 행복한� 미래
에� 대해� 강연도� 듣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좋은� 도시를� 만들

기�위한� 질문�한�가지씩’만� 들고� 온다면�더욱� 신나게�이야기하실�수� 있습니다.

②�개막축제� :� 관계효과
일� � 시 12월� 17일(화)� 18:30~21:00

장� � 소� 청년허브�다목적�홀�

내� � 용

▲� ∙오프닝�영상� :� 2013년� 청년주간� ‘관계효과’
� � ∙청년일자리허브�사업�및� 참여단체�소개
� � � -� 청년참,� 청년학교,� 청년정첵네트워크�등

� � � -� UFO팩토리,� 민달팽이유니온,� 오늘공작소,� 동대문퍼블릭그라운드�등

� � ∙공연�퍼포먼스�및� 자유�네트워킹
③�청년학교� :� 빛날�졸(炪)� 씨뿌릴�업(䎨)

일� � 시 12월� 18일(화)� 13:00~16:00

장� � 소� 청년허브�다목적�홀�

내� � 용

▲� 청년학교� 2기의� 졸업식이�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 다목적홀에서� 진행.� 청년학교� 학
생과� 선생님,�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관계자,� 평소에� 청년학교에� 관심이� 많았던� 시민

들을�대상으로�열려있는�졸업식.

④�청년혁신활동가� :� 일탐색전과�매듭파티
일� � 시 12월� 18일(화)� 15:00~20:00

장� � 소 청년허브�창문카페

내� � 용

▲�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에서� 일을� 배우며� 협업하는� 관계에서� 성장하기� 위한�

‘청년혁신활동가’는� 지난� 10개월동안� 총� 104명이� 20개의� 참여사업장에� 흩어져서�

활동.� 일탐색전에는� 활동을� 마감하는� 혁신활동가들이� 다음� 일에� 대한� 진지한� 고민

을�해보고,� 그� 궁금증에�도움을�줄�수�있는� 강사의�강연.

⑤�청년활동활성화� :� 성장�그리고�가능성
일� � 시� 12월� 19일(목)� 15:00~17:00

장� � 소 청년허브�세미나실

내� � 용�

▲� ‘청년활성화사업’은� 도약과� 성장의� 단계에� 놓인� 청년단체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

하기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19개� 청년단체에� 지원.� 청년단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인� 청년활성화� 사업의� 참여단체들이� 어떠한� 성장을� 했는지� 알아보고� 앞으

로의�가능성을�모색합니다.

⑥�혁신일자리워킹그룹� :� 「난국타개」그�난해한�문제� 해결� LAB�
일� � 시� 12월� 20일(금)� 15:00~17:00

장� � 소 청년허브�세미나실

내� � 용�

▲� 문제해결을� 시도하며� 일에� 대한� 새로운� 발상을� 해온� 12개의� 워킹그룹.� 새로운� 일

에� 대한� 도전과� 실험의� 365일을� 공유합니다.� 단발성� 아이디어가� 아닌� 실체가� 있는�

지속가능한� ‘일’로� 도약하기�위한�문제해결�실험실을�엽니다

⑦�동대문�청년� :� 마주치는�그대,� 나의� 동반자
일� � 시� 12월� 20일(금)� 19:00~21:00�

장� � 소 청년허브�세미나실

내� � 용

▲동대문이라는� 지역을� 매개로� 청년들이�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동대문의�
장인들,� 건축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동대문� 변천사,� 동대문의� 틈을� 찾는� 현장리서

치,� 짜투리� 키트와� 짜투리� 신을� 만든� 제작� 프로젝트� 등� 2개월의� 활동을� 공유하며�

2014년�동대문에서�청년들이�무엇을�할�수�있을지에�대한�실천방향을�이야기합니다.

<별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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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종로4가�생산혁신기지� :� 3Days� 워크숍
일� � 시� 12월� 20일(금)~22일(일)� 10:00~18:00

장� � 소 종로� 4가� 지하상가

내� � 용

▲서울� 시내� 한� 가운데에� 있음에도� 사람들의� 발걸음이� 뚝� 끊긴� 지하상가,� 적막한� 지하

상가에� 활력을� 전하러� 청년들이� 들어갔다.�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문화를� 시도할�

생산혁신기지� 안착.� 80~90년대� 활력� 넘치던� 지하상가를� 꿈꾸며,� 가죽,� 천,� 털실을�

활용한�오픈워크숍을�진행합니다.

⑨�더체인지� :� 지식나눔장터
일� � 시� 12월� 19일(목)� 10:00~18:00

장� � 소 청년허브�다목적홀

내� � 용

▲‘비영리와� 기술� =� 알려줄� 수� 있는� 것과� 배우고� 싶은� 것의� 만남'� 지식나눔장터�

LETS를� 통해서� 찾아갑니다.� 나에게는� 사소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매우� 소중한� 것을�

알려줄�수� 있는� 경험,� 배움의�욕구를�채워줄�수� 있는� 사람들과�함께�하세요.

⑩�청년정책네트워크� :� 2013� 마무리�파티
일� � 시� 12월� 20일(금)� 19:30~21:30

장� � 소 청년허브�창문카페

내� � 용

▲스스로� 청년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249명의� 청년정책위원들.� 지난� 5개월간,�

13개의� 의제� 테이블,� 255개의� 아이디어,� 20개의� 정책제안을� 마련한� 과정과� 성과에�

대해�나누며�활동을�마무리�합니다.

⑪�소모소모� :� 청년이�짰다
일� � 시� 12월� 21일(토)� 14:00~17:00

장� � 소 청년허브�청년공작실

내� � 용

▲� 청년공작실은� 손을� 통해� 일거리를� 만드는� 청년메이커들의� 제작� 공간입니다.� 청년그

룹� 소소모모가� 실과� 바늘로� 워크숍을� 하며� 물물교환을� 하는� ‘미리(크리스)마스’파

티를�진행합니다.�

⑫�늘장(어반라이트)� :� 동짓날�팥티
일� � 시� 12월� 21일(토)~22일(일)� 10:00~18:00

장� � 소 마포구�공덕역� 1번출구

내� � 용

▲� 청년허브� 워킹그룹� <어반라이트>팀에서� 경의선� 폐선부지인� 공덕역� 인근을� 공간재

생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사회적경제의� 상설장� <늘장>을� 운영했습니다.� 동짓날을� 맞

이해�지역주민들과�함께� ‘팥죽’을�나눠먹으며�모두의�건강과�행운을�같이�빌어봅니다.

⑬�청년참� :� 커뮤니티�탐방� DAY
일� � 시� 12월� 21일(토)~22일(일)

장� � 소 청년허브,� 아현동쓰리룸�등� 자체공간

내� � 용

▲� [서울라이트러닝]� 남의� 재능에� 빨대� 꽂는� ‘빨� 때-쏫’� :� 포크댄스를� 배우며,� 털실책
갈피를�만드는�모임�

� � � [아현동쓰리룸]� 우리� 집에� 가요� :� 맛있는� 야식을� 먹으며� 만화책을� 보는� 아현동의�

파자마�파티

� � � [열린�커뮤니티�활동]� 커뮤니티� ‘훈훈하네’� :� 레몬차와�귤잼�만들기�워크숍

� � � [늘품]� 따뜻한� 손� :� 홀몸어르신들을� 위한� 뜨개질� 목도리� 기부� 캠페인,� 뜨개질을� 알

려드립니다.

� � � [투명가방끈]� 살아남기와�살아가기

� � � [공공씨네]� 동네에서�단편영화를�볼� 수� 있는� 기회,� 제로�

� � � [프레킹]� 누구나�와서� 함께�놀�수�있는� 테이블�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