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지 NO.16 – 201711/12 

신촌도시재생지원센터 



청년창업포럼 
Serise #4 

네 번째 신촌청년창업포럼이 지난 12월 

8일/9일 양일간 “그뤠잇, 스페이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신촌에서 공간운영을 기반으로 창업을 

시작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5차원공간 ” 의  박희정  대표님과 

“트레블라운지” 손영한 대표님의 생생한 

창업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앞으로도 신촌에 많은 청년들의 활동과 

이야기가 계속 넘쳐나기를 바라며, 다음 

청년창업포럼도 기대합니다. 



제6기 
도시재생아카데미 

신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제 6기 

신촌도시재생아카데미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월  13일 ,  신촌  도시재생사업  총괄 

계획가이신 연세대학교 이제선 교수님의 도시 

재생의 이해와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윤 전 우  사 무 국 장 님 의  지 속 가 능 한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을 주제로 한 강의로 

시작된  아카데미는  12월  20일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지 현장답사, 1월 10일 성수동 

도시재생사업지 현장답사를 거쳐 1월 17일 

신촌도시재생사업의  이해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됩니다. 신촌 도시재생사업에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 신촌 도시재생지원센터 02-3140-8339 



청년창업꿈터 
개소 

지난 11월 13일 신촌에 청년창업꿈터가 

개소하였습니다. 기존의 낡은 모텔을 

리모델링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청년창업 오피스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이 공간은 주거와 함께 청년창업 업무 

공간  뿐만  아니라 , 서울시의  창업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창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곳에서 꿈을 가진 청년들이 도전하고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5회 
대학-지역연계수업 

타운홀미팅 
2017년 2학기 동안 다섯번 째 대학-지역 

연계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서대문구 내 

대학의 다양한 8개 학과가 참여하여 ‘지역 

랜 드 마 크 를  재 해 석 한  관 광  기 념 

상품 ’ (명지전문대  패션  텍스타일  / 

세라믹과 ) ,  ‘재난을  넘어서는 ,  재美난 

우리’(연세대 문화인류학과)  등  다양한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 발표회가 지난 12월 4일 

가좌역에 위치한 사회적마을경제지원센터 

3층에서  열렸습니다 . 학생들의  노력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화여대길 
골목축제 

11월 25일, 이화여대 3,5,7길 일대에서 

지역상인들이  함께하는  골목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오전 풍물패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골목별 특색에 맞추어 ‘예뻐지는 

골목’, ‘멋있는 골목’, ‘맛있는 골목’이라는 

테 마 로  다 양 한  행 사  이 벤 트 가 

진행되었습니다 . 무엇보다  지역의 

상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준비하고 진행한 

축제로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지역축제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신촌1인가구 
소셜다이닝 

혼밥말고 여러밥 
11월 17일, 24일, 12월 1일 3주 동안 

금요일 저녁마다 신촌에서 신촌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노잉커뮤니케이션즈가 

함께하는 소셜다이닝 “혼밥말고 여러밥”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부동산 

자취생활 상식 퀴즈를 푸는 자취 골든벨 

시간과 사전에 함게 선정한 음식으로 같이 

요리하고 나누어 먹으면서 1인 가구로서 

느끼는  감정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이번  소셜 

다이닝은 함께 음식을 만들고 서로 소통을 

하는 행사로 혼자 살 때 느끼는 심리적 

불안함을 공유하고 홀로 사는 외로움을 

달래며 각자의 꿈을 공유하고, 응원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신촌 다양성 포럼 

오는 12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부터 저녁 여섯시까지 신촌 다양성 포럼이 

개최됩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본 강연에는 서울문화재단 대표 

주철환님, 퇴사학교 대표 장수환님, 전 

야구선수 , 스포츠해설가  양준혁님이 

신촌과 청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의 첫 시작을 신촌에서 

재미있고  의미있는  강연으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촌행사 

제3회 김현식가요제  신촌! 첫눈에 반하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김현식 

가요제는 가수 김현식 노래를 테마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가요제입니다 . 11월  18일  연세로 

스타광장에서는  최종 선발된  10팀의 

현장경연이  이루어졌으며 , 록  밴드 

안녕바다와 조문근 밴드의 축하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신촌 연세로에서는 ‘신촌! 

첫눈에 반하다’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산타가 되어 달리면 

기부가 되는 ‘2017 산타런’, 크리스마스 

의상  컨테스트 , 크리스마스  마켓 , 

무대공연, 인공눈 뿌리기, 스윙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어  많은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촌 도시재생지원센터 
활동 소식 

11.01 도시재생 축제 준비위원회 

11.13 청년창업꿈터 개소식 

11.15 주민협의체 임원진회의 

11.21 골목환경개선사업 사례지 답사(주민협의체) 

11.21 바람산공원 설계안 주민설명회 참석 

11.22 청년문화활동가 양성교육 강의 

11.25 이화여대길 골목축제 

11.29 8개 도시재생사업지 센터장 모임(신촌) 

12.01 서울시 2017 도시재생 성과공유회 참여 

12.04 대학-지역 연계수업 타운홀 미팅 

12.05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통합워크숍 

12.08 청년창업포럼 시리즈4 1일차 

12.09 청년창업포럼 시리즈4 2일차 

12.13 신촌 도시재생 열린 아카데미 (1주차) 

12.13 주민협의체 임원진 회의 

12.20 신촌 도시재생 열린 아카데미 (2주차) 

12.23 신촌 다양성 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