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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아, 

어차피 인생  

반짝이야

청년들이 쉬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은 
괜찮아마을을 만들기 위해,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 괜찮아마을 조성 배경

괜찮아마을을 시작한 이유

나. 괜찮아마을을 시작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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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인구 10만 명당, 2017년

OECD 국가 자살률

청년 사망 원인 1위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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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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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17년

20-30대 사망 원인

13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   대한민국

청년들이 교통사고보다 자살을 조심해야 하는 사회, 대한민국

1. 괜찮아마을 조성 배경

나. 괜찮아마을을 시작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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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괜찮아마을 조성 배경

청년 비정규직 비율 35.7%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희망, 꿈 등 N가지
를 포기하는 N포 세대

청년 실업률 11.6%

2017년 통계청 기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3.9 4 4.2 4.1 4.5

9.9
10.7

11.8 11.3 11.6

청년 실업률 전체 실업률

2003년 2011년 2017년

31.8

34

35.7

2017년 통계청 기준

줄지 않는 실업률, 늘어가는 비정규직, 꿈까지 포기하는 청년들

나. 괜찮아마을을 시작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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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괜찮아마을 조성 배경

비어가는 지역에는 청년들이 없습니다

통계청, 주택총조사

전라남도 청년 인구 변화(15~29세)

0

125

250

375

500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6년

통계청, 주택총조사

전국 빈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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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 가구단위: 천 명

전국 빈집 증가전라남도 청년 인구 감소
1995년   50만 명 
2015년   28만 명

1995년   37만 호 
2015년   107만 호

나. 괜찮아마을을 시작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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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괜찮아마을 조성 배경

지역은 청년에게 빈 공간과 기회를 제안하고 
청년은 지역에서 기회를 발견합니다.

괜찮아마을 
(지역)

청년

지역에서 공간, 기회를 제공합니다. 
널브러지는 시간을 제안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은 사회를 제안합니다.

지역에서 기회를 발견합니다 
빈 공간에 활력을 불어 넣습니다.

나. 괜찮아마을을 시작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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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괜찮아마을 조성 배경

청년들을 위한 작은 사회를 지방에 만듭니다

전국 청년들이 목포로 자유롭게 여행을 옵니다.

<매거진 섬> <히치하이킹 페스티벌>

쉬어도, 지역에 살아도, 무엇을 상상해도 괜찮은 작은 마을

지역에서도 재밌는 콘텐츠 만들 수 있습니다

지역 청년들과 함께 섬을 통해 매거진을 만듭니다

무엇을 상상해도 
어떤 사람이 돼도 괜찮아

지쳤을 땐 
쉬어도 괜찮아

인생을 다시 설계해도 
지역에 정착을 해도 괜찮아

지치고 마음 아픈 청년들에게 

휴식, 상담, 여행 제공

무엇이든 상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교육, 실험, 공간 제공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회, 창업, 취업, 지역 정착 지원

특별한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홍보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마을 조성 과정을 기록하고 전국에 영화로 상영합니다.

나. 괜찮아마을을 시작한 이유



같은 옷을 입고



이야기 나누며

이야기 나누며



함께 춤추고

함께 춤을 추고



함께 누워 쉬고함께 누워 쉬고



마을을 만나고



공연을 하고



마음을 다잡고



서로를 보살피고



서로를 그려주고



함께 밥을 먹고



나의 재능을 나누며

재능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고민을 나누고



함께 배우고



함께 상상하고

빈집을 찾고



함께 상상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무엇이든 시도하고





괜찮아마을 입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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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
함께 마을에서 
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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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다니는 여행 말고 함께 여행처럼 사는 마을을 만듭니다. 
바다, 산, 섬 등 아름다운 환경과 평화로운 마을에서 지냅니다. 
직접 시장을 열고 축제를 만들고 지친 청년들을 위로합니다. 
종교, 정치를 초월한 평화와 조화를 꿈꾸는 마을을 만듭니다.

지방 도시에 작은 마을을 만듭니다

마을 만들기

함께 마을에서 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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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때로 목적이 없는 시간을 보냅니다. 
문화적, 사회적, 지구 평화를 위한 고민을 합니다.

비생산적인 시간을 보냅니다

시간 보내기

함께 마을에서 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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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다르다고 아무도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직업과 가치관도 괜찮습니다.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 무엇이든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누구나 무엇이든

함께 마을에서 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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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서는 
이렇게 지냅니다.

잃어버린 공동체성을 회복합니다

따로 또 같이,자유로움을 느낍니다

따뜻한 밥을 함께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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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아요. 거실은 공유하지만, 방은 따로 있어요. 

같이 요리하고, 모닥불 피워놓고 이야기 하다가 잠드는 밤들을 보내요. 

한 번씩 함께 여행을 가며, 잘 몰랐던 지역을 알아가요.

잃어버린 공동체성을 회복합니다

마을에서는 이렇게 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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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또 같이, 매일 산책을 하며 주변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목적이 있는 시간을 보내지만, 세부 시간은 스스로 결정합니다. 

프로젝트에 따라 함께 과업을 수행해요. 무리하진 않고 잘 쉬어야 해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요.

따로 또 같이, 자유롭게

마을에서는 이렇게 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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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는 스스로 또는 모둠 사람들과 함께 해요.  
아침에 열리는 전통시장을 이용해요. 비용은 아끼고 몸은 더 건강해질 거예요. 

우리가 만든 음식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기도 해요.

따뜻한 밥을 나눠요

마을에서는 이렇게 지냅니다



KTX - 2시간 25분
고속버스 - 4시간
승용차 - 4시간 30분

목포-서울

약 1,000여 개의 섬,
해상 케이블 카

목포-신안군 섬

크루즈 선 - 5시간
남해안 철도 2020년 개통 예정 (목포~보성~부산)
신안군 새천년대교 (압해도~암태도) 2018년 개통 예정
광주, 진도, 무안, 강진 등 승용차 1시간 이내 이동

목포-제주

전국 3대항 6대 도시.
목포 근대문화유산
적산가옥 공폐가
남도 음식, 섬 문화
109일의 전쟁 준비
Negative Heritage

목포의 장소성
신안군

무안군

영산강

고하도

영암군

목포시

목포
원도심

1. 괜찮아마을 조성 배경

라. 괜찮아마을의 공간



a. 공간 운영

1층 괜찮은 공장

2층 괜찮은 공장

3층 괜찮은 학교 인생 리셋 프로그램 대강의실, 소강의실 
공방과 쿠킹 스튜디오

30개의 책상이 있는 공유 사무실

요식업, 소매업 위주의 
4개의 기간제 공유가게 

2층

1층 괜찮은 집 
괜찮은 공장

괜찮은 집 
괜찮은 공장

3층 괜찮은 집 숙박 가능한 숙소 
쉬면서 목포를 내려다볼 수 있는 루프탑 조성

괜찮은집 마을주민과 이웃 시민들이 함께 하는 마을 식당 
섬 특산물을 브랜딩해 판매하는 전문 상점

숙박 가능한 숙소 
섬과 바다에 관한 서적과 지도가 있는 도서관

1. 괜찮아마을 조성 배경

라. 괜찮아마을의 공간



1

쉬는 방법 제안, 
지역 살이 체험을 위한 
셰어하우스 <괜찮은 집>

5

전국에서 목포까지 히치하이킹으로 와 
축제를 여는 <히치하이킹 페스티벌>

3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험하고 
창업할 수 있는 공간 <괜찮은 공장>

4청년들이 섬을 취재하고 제안하는 
국내 최초 섬 정기간행물 <매거진 섬>

2
청년 인생 리셋 프로그램, 
청년들을 상상하게 하는 
대안 교육 <괜찮은 학교>



괜찮아마을 주민이 되기까지

2. 괜찮아마을 운영

가. 괜찮아마을의 주민이 되기까지



괜찮은 집
휴식, 상담

괜찮은 학교
교육, 상상

괜찮은 공장
실험, 창업

1.전국에서 인생을 다시 설계하고 싶은 다 큰 청년을 모집, 선발합니다

60명 6주

2.청년은 지역에 살면서 배우고 상상합니다

3.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기회를 발견합니다

청년들이 섬을 취재하고 제안하는
국내 최초 섬 정기간행물 <매거진 섬>

전국에서 목포까지 히치하이킹 하고
섬에서 축제를 여는 <히치하이킹 페스티벌>

2. 괜찮아마을 운영

가. 괜찮아마을의 주민이 되기까지



2. 괜찮아마을 운영

가. 괜찮아마을의 주민이 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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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아마을 인턴 
여행 진행 및 축제 개최 인력 고용 
콘텐츠 제작 교육 및 고용 
매거진 제작 창업 지원

커뮤니티 
지역 이주 청년 네트워크 조성 
전국 지역 청년 활동 기획 및 운영

지역 정착형 일자리 연계 괜찮아마을 청년 지역정착 생활지원

일자리 머물자리

괜찮은 공장 
기간제 공유가게 임대 기회부여 
괜찮은 공장에서 가게를 시범 운영

지역 창업 지원 

창업 청년 기업의 마을 기업화 
코워킹 스페이스 제공 (공동 작업실, 집필실 등) 
지역 창업지원제도 사업 중간 네트워크

누구나 선생님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계속적 제공 
교육은 유료로 진행 / 수업료 지급 
지역 선생님 협동조합 조성 

주거 
지역이주 청년을 위한 빈집뱅크 운영 
지역 청년을 위한 보조금 안내 및 지원

안전 
지역 안전 지킴이 역할 수행 

지역 정착 청년 멘토 그룹 활성화

문화 
지역 청년 문화 활동 기회 제공 

정기적 문화 관람 및 참여 기회 제공

+

괜찮아, 저지르자 #5 

지역 정착 지원



3. 괜찮아마을 새로운 출발

다시, 시작하는 마지막 날에

가. 다시, 시작하는 마지막 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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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9명

목포 장·단기 체류 인원 
각 기수 종료 이 후

3. 괜찮아마을 새로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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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가구 27명

목포시내 주거공간 임대

3. 괜찮아마을 새로운 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