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

1. 6 �북파크–지하철 27분 - 1 �KT&G�상상마당�홍대–버스 14분 - 2 �까페창비–버스 21분 - 5 �문화비축기지–지하철 37분 - 9 �청년허브

(5개�장소,�이동�시간�대중교통�기준�99분)

2. 3 �루트파이�스쿨–버스 34분 - 4 �동대문�옥상낙원�DRP–지하철 12분 -� 8 �스토리스튜디오�혜화랩–지하철 44분 - 9 �청년허브

(4개�장소,�이동�시간�대중교통�기준�90분)

3. 42 �서울청년센터�금천�오랑–지하철 46분 - 6 �북파크–버스 26분 - 4 �동대문�옥상낙원�DRP–지하철 12분 - 8 �스토리스튜디오�혜화랩

(4개�장소,�이동�시간�대중교통�기준�84분)

| 인천-경기 |

4. 16 �인천아트플랫폼–버스 49분/자동차 22분 - 18 �코스모�40–버스 58분/자동차 29분 - 20 �판타스틱큐브도서관–버스 48분/자동차 28분 -

14 �경기청년협업마을�(4개�장소,�이동�시간�대중교통�기준�155분/자동차�기준�79분)

5. 15 �예술공간�봄–버스 36분/자동차 15분 - 11 �경기상상캠퍼스–버스 30분/자동차 13분 - 12 �고색뉴지엄

(3개�장소,�이동�시간�대중교통�기준�66분/자동차�기준�28분)

| 세종-대전 |

6. 43� 조치원문화정원�- 자동차 48분 - 51� 서점�다다르다�- 자동차 4분 - 24� 테미오래

(4개�장소,�이동�시간�자동차�기준�91분)

| 전북 |

7. 32 �아원�- 자동차 17분 - 30 �복합문화지구�누에�- 자동차 15분 - 31 �삼례문화예술촌�- 자동차 12분 - 33 �팔복예술공장�- 자동차 13분 -

48 �우주로�1216�(5개�장소,�이동�시간�자동차�기준�57분)

| 광주-전남 |

8. 35 �메이홀�- 자동차 7분 - 44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자동차 27분 - 46 �야호센터�- 자동차 10분 - 45 �소촌아트팩토리�- 자동차 25분 - 

47 �나주문화도시조성지원센터�(5개�장소,�이동�시간�자동차�기준�69분)

| 제주 |

9. 50 �예술공간�이아�- 자동차 5분 - 41 �제주�사랑방�- 자동차 15분 - 57 �수상한�집�광보네�- 자동차 17분 - 38 �JDC�문화공간�낭�- 자동차 27분 - 

39 ��김영수�도서관�(5개�장소,�이동�시간�자동차�기준�6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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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색뉴지엄

수원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공간

모나무르

전시와 산책의 여유를 즐기는 곳

복합문화지구 
누에

'누구나 예술'을 표방하는 열린 공간

대구예술
발전소

산업 유산을 활용한 예술 창조 공간

인디고 서원

함께 새로운 현실을 꿈꾸는 곳

야호센터

청소년, 청년, 어른이 어우러지는 곳

우주로 1216

전국 최초의 트윈 세대 전용 공간

젊은달
와이파크

거대한 설치 미술을 만날 수 있는 곳

테라로사

커피와 문화를 함께 즐기는 공간

지혜의 숲

나무가 책이 되고, 지혜가 되는 숲

13

김영수 도서관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도서관

수상한 집 
광보네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기록한 공간

복합 문화 공간

공공 기관

상업 공간

책을 읽거나 구매할 수 

있는 곳

교육,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곳

여러 전시회가 

꾸준하게 열리는 곳

카페와 같은 

휴식 공간이 있는 곳

건물이 특이하거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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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51

41

50

57

감자꽃스튜디오  

광명업사이클
아트센터

'업사이클'의 철학이 담긴 공간 

조치원문화정원

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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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상상캠퍼스

서점 다다르다 

KT&G 상상마당 춘천

예술공간 봄 

경기청년경기청년
협업마을협업마을

코스모 40코스모 40

캠프 
그리브스

인천아트플랫폼

판타스틱큐브도서관판타스틱큐브도서관

동부창고 

수창청춘맨숀

나주문화도시
조성지원센터

팔복예술공장

문화공간 작당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메이홀  

소촌아트팩토리

해동문화예술촌담빛예술창고

이터널저니 부산

이터널저니 남해이터널저니 남해

삼례문화예술촌

KT&G 상상마당 논산KT&G 상상마당 논산

테미오래  

서점 다다르다

33,48

JDC 문화공간 낭JDC 문화공간 낭

베릿내 문화공간

제주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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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책박물관

다양한 책 문화를 체험해 보는 곳서울

서울청년센터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금천 오랑   

북파크북파크  

까페창비까페창비

스토리스튜디오스토리스튜디오

혜화랩  혜화랩  

문화비축기지

청년허브   

KT&G KT&G 
상상마당 상상마당 
홍대홍대

동대문동대문
옥상낙원옥상낙원
DRPDRP

루트파이 스쿨  루트파이 스쿨  

하루 투어 추천 코스

ver.1 학교 밖

학교공간혁신 인사이트 투어 맵

학교공간혁신
전문지원기관

후
원



 「학교공간혁신 인사이트 투어 맵」 pdf 파일 내려받기

● 창비교육연수원: 
teacher.changbiedu.com

이 자료는 학교공간혁신사업을 위해

학교 밖에 있는 전국 우수 공간의 인사이트 투어를 

진행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되었습니다. 

각 공간을 방문하시기 전에 

QR 코드를 통한 누리집 방문 또는 전화, 이메일 연락으로 

이용 가능 시간과 프로그램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발행일: 2020년 7월 22일)

학교공간혁신
전문지원기관

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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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미사동로40번길	75-19
1661-0288

콘서트, 전시회, 공연, 플리 마켓 등의 문화 행사와 패

션쇼 등의 대형 행사를 위한 전문 대관 공간은 물론 카

페와 정원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다.

공간 관찰 포인트
  물류 창고로 쓰이던 창고 2개 동과 정원을 포함한 주택

을 개조한 공간

  카페, 정원과 함께 문화 행사, 전시 등이 가능한 대관 공간으로 구성

 11  경기상상캠퍼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031-296-1980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이 관악캠퍼스로 이전

하면서 유휴 공간으로 남았던 교정과 건물들을 복합 문

화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현재 생활 문화와 청년 문화

가 혼합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간 관찰 포인트
  4가지의 공간 비전: 도심 속 문화 휴식 공간, 삶의 학교, 미래의 캠퍼스, 생활 

문화 플랫폼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한글 이름에 건물 조성 연도를 조합한 공간 이름

 12  고색뉴지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85
031-228-3441

수원 산업 단지 내 유휴 공간이었던 폐수 처리장을 문

화 예술 복합 창의 공간으로 재창조하였다. 수원 시민

을 위한 문화 향유 및 지역 고유의 콘텐츠 개발, 스토리 

구축과 기록 공유에 주목하고 있다.

공간 관찰 포인트
  폐수 처리 탱크, 기계 설비 등 공간 곳곳에 남아 있는 과거의 흔적

  산업 시설의 구조와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독특한 공간

 13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경기도	광명시	가학로85번길	142
02-2680-6928

‘재활용’에서 한 단계 진화해 버려지는 물건에 예술적 

가치를 더해 새로운 작품이나 상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업사이클’을 주제로 다양한 전시와 디자인 교육 및 이

벤트가 이루어지는 예술 공간이다.

공간 관찰 포인트
  과거 광명시의 자원 회수 시설 홍보동을 리모델링한 공간

  세계적인 건축 디자이너 로랑 페레이라가 디자인 설계에 참여

  외부·내부의 소통, 무거움·가벼움의 혼재, 공간 간의 막힘 없는 연결이 콘셉트

 14  경기청년협업마을

경기도	시흥시	소래산길	11
031-310-2063

평생 학습의 장이자 시민 캠퍼스로서, 예술을 중심으로 

생명의 기운이 충만한 삶을 실현하고 다양한 문화를 꽃

피우는 것을 비전으로 하는 공간이다.

공간 관찰 포인트
  청년들의 다양한 실험을 지원하는 입주 공간 및 공유 

공간으로 운영 

  소래산과 접해 있는 쾌적한 환경 

  청년들이 협업할 수 있는 개방형 사무실, 회의실, 스튜디오 등의 공간

 15  예술공간 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76-1
010-2083-1711

1980년대에 지어져 방앗간, 오락실, 건설 사무소, 가

정집 등으로 쓰이던 건물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개조한 

공간이다. 슬럼화되어 가던 마을이 예술을 통해 활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공간 관찰 포인트
  국제 협업 아트 프로젝트를 통해 외벽에 그려진 아메리카 대륙의 신화 이야기

  골목 갤러리: 이전에 식당으로 쓰이던 곳을 전시실로 개조한 공간

  윈도우 갤러리: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이 24시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

 16  인천아트플랫폼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218번길	3
032-760-1000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전시 및 공연, 시민 

참여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문화 예술 향유

의 광장이 되고 있는 곳이다. 근대 개항기 건축물을 리

모델링하여 조성되었다.

공간 관찰 포인트
  개항장이었던 도시의 역사성과 공간 특성을 살려 문화적으로 활용 

  근대 개항기 건물과 1930~40년대의 건축물을 리모델링한 공간

  창작 스튜디오, 전시장, 공연장, 생활 문화 센터 등 총 13개 동 규모로 조성

 17  지혜의 숲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45
031-955-0050

가치 있는 책을 모아 보존, 보호하고 관리하며 함께 보

는 공동의 서재이다. 6.5m 높이의 원목 서가에 꽂혀 

있는 13만여 권의 기증 도서를 볼 수 있다.

공간 관찰 포인트
  지혜의 숲 1: 학자, 지식인들과 연구소에서 기증한 도

서를 소장한 공간

  지혜의 숲 2: 우리나라의 대표 출판사들이 기증한 도서를 읽을 수 있는 공간

  지혜의 숲 3: 유통사,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기증한 도서를 볼 수 있는 공간

 18  코스모 40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31번길	9
032-575-2319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코스모화학 공장 단

지의 정제 시설이었던 40동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리

모델링하는 재생 건축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공간 관찰 포인트
  새 건물이 옛 건물에 관입되어 서로 넘나들며 연결되어 

있는 공간 형태

  본래 공장 건물의 특징을 살리면서 그 안에 필요한 시설들은 신관 증축

  1층과 3층 홀은 기존 공장 설비가 철거된 후 넓게 남은 특징을 살려 사용

 19  캠프 그리브스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적십자로	137
031-953-6970

문화적 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철거 위기에 놓였

던 군부대 시설이 민간인을 위한 평화 안보 체험 시설

로 새롭게 태어난 공간이다.

공간 관찰 포인트
  남북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한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

과 2km 떨어진 곳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평화공원 등 주변을 둘러보며 워크북을 푸는 활동

  민통선 안이라는 특이점을 이용한 안보 체험이 가능

 20  판타스틱큐브도서관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070-7713-0596

독립 영화 전용관인 판타스틱큐브와 함께 운영되고 있

는 라운지형 영화 전문 도서관이다. 영화 DVD 열람도 

가능하다.

공간 관찰 포인트
  영화 관련 도서로 채워진 도서관

  부천 시청 1층 로비에 위치해 시민들의 접근성 담보

  복층 구조로 여러 장소에서 책을 읽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배치

 21   KT&G 상상마당 춘천

강원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399번길	25
033-818-3200

창작자에게 상상 실현 기회를, 향유자에게 새로운 아이

디어와 문화 예술 환경을 제공하는 곳이다. 공연장, 갤

러리, 카페 등을 갖춘 ‘아트 센터’와 객실, 연습실, 세미

나실 등을 갖춘 ‘스테이’로 구성되어 있다.

공간 관찰 포인트
  예술과 함께 머무는 ‘아트스테이(Art+Stay)’ 콘셉트의 복합 문화 공간

  의암호 수변에 위치하여 아름다운 경관

  야외 공연장, 갤러리 등에서  다양한 문화 예술 체험 활동이 가능

 22  감자꽃스튜디오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고길천로	105
potatostudio@naver.com

산촌 폐교 건물을 재생한 예술가의 창작 공간이자 주민

들의 문화 교육 공간, 그리고 방문객의 체험 공간이다.

공간 관찰 포인트
  예술: 예술 공간

  자연: 자연 친화적 환경

  지역: 지역에 도움이 되는 공간

 23  젊은달와이파크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송학주천로	1467-9
033-372-9411

10개 구역으로 나뉘어진 거대한 미술관이자 대지 미술 

공간이다. 현대 미술관, 목공예·금속공예공방, 술샘 박

물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간 관찰 포인트
  다양한 현대 미술 작품들과 여러 박물관, 공방이 합쳐

진 복합 예술 공간 

  조각가 최옥영의 시그니처 컬러인 붉은색을 사용한 공간

 24  테미오래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05번길	27	101호

042-335-5701

옛 충청남도지사 관사촌으로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역사 문화의 공간이다. 시민과 함께 전시, 레지던시, 지

역 공동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공간 관찰 포인트
  역사, 문화 예술, 관광 여가가 복합된 공간

  10개의 관사 공간을 각각의 콘셉트를 설정하여 운영

 26   KT&G 상상마당 논산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한천길	15-20
041-734-6980

지역 사회의 문화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복합 문화 체

험 공간이다. 이를 통해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창의적 체험 교육의 장이 되고 일상에서도 특별한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공간 관찰 포인트
  옛 한천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교외형 복합 문화 체험 공간

  문화 예술 교육 센터, 아트 캠핑 빌리지, 카페(아팅 라운지)로 구성

 27  동부창고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덕벌로	30
043-715-6861

청주 연초 제조창의 담뱃잎 창고로 사용되던 건물을 문

화와 예술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만들어 냈다.

공간 관찰 포인트
  전체 7개 동을 생활 문화, 커뮤니티, 이벤트, 예술 교육

의 공간으로 활용

  1960년대 공장 창고의 원형이 유지되어 있으며, 적벽돌과 목조 트러스로 건

축되어 근대 문화 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높은 건물

 28  모나무르

충청남도	아산시	순천향로	624
041-582-1004

레스토랑, 베이커리 카페, 아트 갤러리, 공연장(콤플렉

스 홀)과 정원인 워터 가든이 함께 어우러진 아산의 복

합 문화 공간이다

공간 관찰 포인트
  빛과 소리 그리고 물이 흐르는 힐링 공간 

  특색에 어울리는 색으로 구분된 각각의 장소

  레스토랑, 플라워 베이커리 카페, 다목적 공간(컴플렉스홀), 갤러리 등의 공간

 29  담빛예술창고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객사7길	75
061-383-8240

방치된 양곡 보관 창고를 문화 재생 사업을 통해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었다. 지역민과 방문객들의 휴식과 

문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공간 관찰 포인트
  지역 미술 문화 정착과 사람 중심의 문화 전시 기획

  죽녹원과 관방제림을 잇는 영산강 배후의 자연 공간

  국내 최초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여 정기 연주 진행

 30  복합문화지구 누에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62-9
063-262-3955

새로운 예술 경험을 통해 소통하고 교감하는 문화 예술

을 누리는 삶의 공간이자 시민과 예술가의 문화적 역량

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공간 관찰 포인트
  폐산업 시설 문화 재생 사업을 통해 전라북도 잠업시험

장 단지에 조성

  살롱, 아트홀, 청년 키움 식당, 섬유·금속·도자·목공실, 커뮤니티실 등 9개 공

간과 입주 단체가 사용하는 공간으로 구성

 31  삼례문화예술촌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81-13
070-8915-8121

환경 변화로 기능을 잃은 양곡 창고가 지역 주민과 소

통하고 상생하는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미술

관, 소극장, 디지털 체험관, 문화 카페, 목공소, 공방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자리하고 있다.

공간 관찰 포인트
  일제강점기 양곡 수탈의 중심이었고 2010년까지 사용되던 삼례 양곡 창고

를 문화 예술 공간으로 조성

  관광객들에게는 보고 즐길 수 있고 휴식을 제공하는 문화의 공간

 32  아원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송광수만로	516-7
063-241-8195

전통 한옥을 중심으로 현대적인 건축의 미술관과 생활

관이 공존하고 있다. 건축이 공학이면서 인문학임을 

자랑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다.

공간 관찰 포인트
  현대와 전통이 함께 어우러져 연출해 내는 새로운 공간

  천지인, 사랑채, 안채, 별채 등 숙박이 가능한 고택 공간

 33  팔복예술공장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1길	46
063-211-0288

90년대 초반까지 카세트 테이프를 생산하던 공장이 폐

업 후 방치되다가 문화 예술 플랫폼으로 재생된 공간이

다. 놀이를 통한 예술 경험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간 관찰 포인트
  기존 공장의 시설을 활용한 문화 예술 공간 조성

  유아부터 성인까지 놀이를 통한 예술 경험이 이루어지는 공간

  예술을 즐기면서 성장하는 전주형 예술 교육 플랫폼

34  해동문화예술촌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지침1길	6
061-383-8246

담양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간직한 복합 문화 공간

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대규모 술 공장인 해동 주조장

을 리모델링하여 재탄생시켰다.

공간 관찰 포인트
  폐산업 시설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활용

  벽화, 전시 기획전, 교육 체험 등 다양한 전시 관람 및 체험 활동 가능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

 35  메이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23번길	1
010-6791-8052

광주의 5월 정신이 오롯이 살아있는 시민 예술 공간이

다. 미술사에 획을 긋는 전시를 이어 오면서 시민 교육

에도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공간 관찰 포인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 예술 공간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도서 2,000여 권을 보유한 도서관

 36  대구예술발전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22길	31-12
053-430-1225~9

낙후된 지역에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도시 재생의 효과

는 물론 예술 창작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창의적 작가 

양성 기반을 구축하여 새로운 실험과 융합의 장으로 문

화를 선도하는 예술 발전소이다.

공간 관찰 포인트
  연초 제초장 별관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조성된 예술 창조 공간

  전시실, 작업실, 키즈 아트 팩토리, 북 라운지, 예술 정보실, 스튜디오 등의 공

간으로 구성

 37  수창청춘맨숀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22길	27
053-252-2566

시각 예술을 중심으로 미디어 아트, 음악, 무용, 퍼포먼

스 등의 종합 예술을 통해 청년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청년 복합 문화 공간이다.

공간 관찰 포인트
  KT&G 직원들의 관사 아파트를 리노베이션한 청년 복

합 문화 공간

  낡은 건물의 외벽을 살려 아파트가 가진 세월을 보존하면서 내부를 정돈하여 

과거와 현재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 구성

 38   JDC 문화공간 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064-722-9665

제주의 곶자왈과 오름을 테마로 만든 문화 공간이다. 

책과 놀이 공간 캠핑의 느낌을 즐길 수 있는 장소이다.

공간 관찰 포인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책방

  제주의 자연을 모티브로 한 실내 체험 공간인 휴게 쉼터

 39  김영수 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8길	18
064-717-3358

제주북초등학교의 도서관과 사용하지 않던 건물을 활

용하여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마을 도

서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간 관찰 포인트
  학교 안에 위치해 있지만 마을 사람들과 공유하는 공간

  도서관과 사용하지 않던 창고, 관사를 활용한 공간 조성

 40  베릿내 문화공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064-735-6550

평화와 관련된 3,500여 권의 다양한 도서가 구비되어 

있는 문화 휴식 공간이다. 어린이를 위한 키즈 존도 마

련되어 있다.

공간 관찰 포인트
  6m 높이의 대형 서가

  주상절리를 모티브로 한 의자

 41  제주 사랑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17길	27-1
064-727-0613

산지천변에 있는 오래된 제주 전통 가옥을 재정비해 만

든 주민들의 공간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공간 관찰 포인트
  쉼터,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주 사랑방

  제주도에서 발간되는 책들을 읽어볼 수 있는 제주 책방

  옛 고씨 주택 안거리를 제주 사랑방, 밖거리를 제주 책방으로 운영

 42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A동	612호

02-864-5002

청년들이 사회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다. 총 다섯 지대의 공유 공간

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간 관찰 포인트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해 청년의 활동을 지원

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장함으로써 청년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곳

  휴식, 독서, 공동 작업, 요리 등 청년을 위한 다양한 공간

 43  조치원문화정원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수원지길	75-21
044-301-5800

정수장의 역사적 가치에 도시 정원이라는 새로운 장소

적 기능성이 더해진 지역 주민들의 문화 공간이다.

공간 관찰 포인트
  정수장으로 사용되다 폐쇄된 시설과 근린 공원을 통합

하여 만든 재생 공간

  기존 정수장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전시동, 관람동, 체험 공간 등으로 사용

  기존 정수장 시설을 보존하여 공간의 역사성을 아카이빙하는 의미 획득

 44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160번길	31-37
062-232-1324

청소년이 자기 삶을 가꾸고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소

셜 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과 관계, 일을 스

스로 창출하는 진로 모델을 제시하며 미래 핵심 역량 

중심의 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공간이다.

공간 관찰 포인트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디자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간

  6층 녹음실부터 지하 목공실까지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

 45  소촌아트팩토리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85번길	14-9
062-960-3685

오래된 민방위 비상 대피 시설 건물과 아시아 문화 중

심 도시 홍보관으로 사용되었던 폐컨테이너를 조합하

여 리뉴얼한 복합 문화 공간이다.

공간 관찰 포인트
  전시, 공연 등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구성한 공간

 46  야호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340번안길	5
062-960-6980

청소년과 시민들이 인문 사유, 예술 경험, 사회 참여, 

창의 체험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공간 관찰 포인트
  야호센터의 각 글자(Y, A, H, O)에 맞춰 층별 공간이 

갖는 철학과 의미

  청소년들이 참여한 예술 활동을 통해 꾸며진 공간

  센터 안팎에 위치한 예술가들의 예술 놀이 작품

 47  나주문화도시조성지원센터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천1길	93
061-820-8110

시민 참여와 지역 가치 창조, 문화 공동체 발전을 위해 

장소와 사람 예술을 엮는 ‘문화 베틀’의 역할을 하는 공

간이다.

공간 관찰 포인트
  총 6개 동과 굴뚝 1개로 구성된 공간

  전시 공간, 창작실, 게스트 하우스, 소극장 등의 공간 운영

  예술가들이 함께 작업하는 공간

 48  우주로 121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06
063-230-1840

전주시립도서관 내부에 있으며, 시민들을 위한 책 놀이

터이자 청소년들이 주인이 되는 공간이다. 책과 관련

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공간 관찰 포인트
  4개의 경험을 콘셉트로 하는 4개의 공간(톡톡존, 쿵쿵

존, 슥슥존, 곰곰존)

  3개의 우주로 문화(개념 탑재, 취향 존중, 내 것처럼)를 만들어 가는 공간

 49  문화공간 작당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동로	3	4층

055-275-5580

‘만들고 머무르는 곳’이라는 독특한 분위기의 공간이

다. 청년을 위한 각종 교육과 전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간 관찰 포인트
  공간 안에 위치한 작은 무대, 공유 부엌

  청년들이 다양한 모임을 진행할 수 있는 대관 가능 공간 

 50  예술공간 이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14길	21
064-800-9331

옛 제주대학교 병원을 리모델링하여 만든 공간이

다. 누구나 쉽게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

활 속 문화 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간 관찰 포인트
  동시대의 예술 경향을 보여 주는 제주 작가들의 

작품 전시 

  연습 공간, 회의 공간, 예술 자료실, 커뮤니티 공간 등 운영

 51  서점 다다르다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73번길	6	1층

010-9430-2715

여행 프로젝트와 예술 문화를 기획하는 청년 기업

에서 운영하는 서점이다. 여행 인문 서점이자 다

양한 여행 소모임을 가질 수 있는 여행자들을 위한 

공간이다.

공간 관찰 포인트
  ‘다르다(differ)’와 ‘도달하다(reach)’의 중의적 의미를 가진 이름

  바퀴가 달려 이동 가능한 책장을 통한 가변형 공간 사용 

  편하게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좌석 배치와 테이블

 52  칠성조선소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46번길	45
033-633-2309

조선소로 사용했던 공간을 개조한 카페이다. 뮤지

엄, 살롱, 오픈 팩토리, 플레이 스케이프로 공간이 

구분되어 있으며 여러 전시와 문화 예술 프로그램

이 진행 중이다.

공간 관찰 포인트
  60년 넘게 조선소로 운영되던 공간에 남아 있는 과거의 흔적

  칠성조선소 뮤지엄, 카페, 놀이 조형물 등의 공간 구성

 53  테라로사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현천길	7
033-648-2760

공간의 미학과 식음 문화의 융합을 바탕으로 새로

운 가치와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공간이다. 카페와 

함께 커피 박물관도 운영되고 있다.

공간 관찰 포인트
  커피 재배부터 한 잔의 커피를 마시기까지의 과정

을 전부 볼 수 있는 커피 박물관 

  커피를 마시며 숲의 풍경을 볼 수 있는 테라스 공간

 54  이터널저니 남해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1179번길	40-109
055-860-0689

총 350평 규모의 공간으로 레스토랑과 식품관, 도

서, 예술 작품, 라이프 스타일 아이템 등 서로 다른 

요소들이 치유와 영감이라는 콘셉트 아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공간 관찰 포인트
  서점, 키즈 존, 라이프 존으로 구별되는 공간 구성 

  다양한 주제로 펼쳐지는 8,000여 권의 도서

 55  이터널저니 부산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268-31
051-604-7222

삶의 일부분인 여행, 철학, 인문, 식음, 예술에 대

한 다양한 책과 전시회, 작가와의 대화 등 지적인 

즐거움으로 가득한 공간이다.

공간 관찰 포인트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500평 규모

의 공간

  해외 원서, 한정판 도서, 디자이너 북 등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는 공간

 56  인디고 서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408번길	28
051-628-2897

독서-토론-대화라는 작은 교육적 실천을 통해 청

소년들의 인성, 감성, 지성을 키우는 교육을 만들

어 가는 공동체 공간이다. 1층 그림책방, 2층 서점

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간 관찰 포인트
  2층 서점 입구에서 계단으로 높이 차이를 주어 공간 분리감과 함께 활용

도를 높인 부분

  건물 가운데 중정에 위치한 은행나무

 57  수상한 집 광보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3길	14-4
064-757-0133

폭력과 불법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다시는 일어나

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국가 폭력 피해자를 기

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공간 관찰 포인트
  간첩 조작 사건 등 국가 폭력에 희생된 많은 이를 

잊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개조하여 만든 공간

  기념관, 게스트 룸, 공연 및 강의 공간, 카페 등의 공간 구성

 2  까페창비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2길	7
02-322-8626

일상에서 작은 감각을 깨울 수 있는 곳이다. 창비출판

사 외의 도서도 다수 비치하여 읽어 볼 수 있으며 지하

1층을 활용하여 도서, 작가 관련 전시 이벤트를 꾸준히

하고 있다.

공간 관찰 포인트
  창비의 도서 5,000여 권과 그 외 좋은 책들을 만나 볼 수 있는 공간

  카페 건물에 있는 녹음실, 강의실, 회의실 등의 공간도 대관 가능

3  루트파이 스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	118	2층

02-6959-7888

청소년들이 지식을 연결하는 다양한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여러 체험 교육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공간 관찰 포인트
  프로젝트 전문 교육 기관

  창의 융합 문제 해결·디자인 싱킹·미래 교육 관련 강의

  AI 관련 강의와 활동

 4  동대문 옥상낙원 DRP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307	B동	우측	옥탑

010-6616-6214

동대문 신발 도매 상가의 옥상을 문화 예술 활동을 위

한 공간으로 조성한 곳이다. 2016 대한민국 공공디자

인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현재 다양한 문화적 생산과 

교류를 하고 있다.

공간 관찰 포인트
  1960년대에 지어진 동대문 신발 도매 상가의 옥상에 위치 

  옥상의 전환적 확대 사용을 통해 지역의 문화 생산,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공유 공간으로서 새로운 기능 제시

 5  문화비축기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증산로	87
02-376-8410

산업화 시대의 유산인 마포 석유비축기지를 도시 재생

을 통해 문화 공원으로 탈바꿈한 공간이다. 기존의 유

류 보관 탱크를 활용하여 공연장, 강의실, 이야기관, 커

뮤니티 센터 등으로 운영 중이다.

공간 관찰 포인트
  서울의 대표적인 대형 도시 재생 랜드마크

  유류 보관 탱크 중 4개는 시민을 위한 공연장, 강의실, 이야기관 등으로 변신

  기존 탱크의 내외장재를 재활용해 신축한 탱크를 커뮤니티 센터로 운영

 6  북파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4
02-6367-2024

북 콘서트, DIY 클래스, 소규모 모임, 공개 방송, 스터

디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과 ‘나만의 서재’라는 콘셉트

에 걸맞게 안락하고 자유롭게 독서를 즐길 수 있는 라

운지로 구성된 공간이다.

공간 관찰 포인트
  2층 문화 공간: 도서 구매가 가능한 서점,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 ‘뉴턴홀’

과 ‘다윈룸’, ‘인터파크 TV 스튜디오’가 준비된 공간

  3층 라운지: 1인 단독 독서 부스, 리클라이너 의자, 소파 등이 비치된 공간

 7  송파책박물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37길	77
02-2147-2486

책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 책과 사람을 이어 주는 공간

이라는 철학으로 다양한 책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이다.

공간 관찰 포인트
  1층 상설 전시실: 책과 독서 문화라는 주제 아래 1부 

향유, 2부 소통, 3부 창조로 구성된 전시 진행

  2층 북 키움: 어린이가 다양한 책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체험 전시 공간

 8  스토리스튜디오 혜화랩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16	3층

070-8872-0171

이야기를 읽고, 보고, 듣고, 만드는 일이 궁금한 12세

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들을 위한 열린 작업실이다.

공간 관찰 포인트
  읽고,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깨닫는 콘텐츠존

  듣고, 관찰하고, 밝히고, 겪고, 건네고, 알리는 커뮤니

케이션존

  쓰고, 엮고, 그리고, 찍고, 짓고, 빚고, 부수는 크리에이션존

 9  청년허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1층

02-6238-6900

2013년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를 기반으로 문을 

연 공간이다.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청년의 생활, 문

화, 자산 플랫폼이다.

공간 관찰 포인트
  서울 혁신 파크 안에 위치한 청년들을 위한 공간

  다목적홀, 세미나실, 창문 카페 등의 공간은 대관 가능

 1   KT&G 상상마당 홍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65
02-330-6200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영

화관, 공연장, 디자인 스퀘어, 갤러리, 사진 암실, 

카페 등이 있다. 예술가에게는 창작 활동을 지원하

고 일반인에게는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

이다.

공간 관찰 포인트
  영화, 공연, 전시, 교육, 체험 등 다양한 문화 예술 향유

  교육·전시·라이프 스타일 샵 등의 특색 있는 공간 배치

복합 문화 공간

공간 구분

학교공간혁신
인사이트 투어 맵

ver.1 학교 밖

학교공간혁신
인사이트 투어 맵

공공 기관 상업 공간

1 ~ 41 42 ~ 50 50 ~ 57 

ver.1 학교 밖


	학교공간혁신_리플렛(지도면)_최종(인쇄용)(프로파일 포함x)-확인용
	학교공간혁신_리플렛(본문면)_최종(인쇄용)(재)(프로파일포함x)-확인요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