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결과보고서

1. 사 업 명 : 2017 하자마을 김장잔치 

2. 사업목적
  - 네트워크학교들의 자원과 경험을 모아내는 마을의례를 통해, 각 학교의 학습이념과 과정을 
서로 알아가며, 하자 마을에서 성장하는 주민으로서의 소속감을 가져가게 한다   
  - 각 학교의 농사 프로젝트 수업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매개로 하나의 마을 잔치를 만들어 냄
으로써, 함께 일하는 과정을 통한 마을살이의 경험을 제공한다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11월 20,21일(네트워크학교)과 24,25일(허브카페)
  -  대상 : 하자 네트워크학교 및 하자마을주민들
  -  장소 : 하자센터 1층 공동부엌, 쇼케이스, 허브카페 외 
  -  참여인원 : 총 110여명 (네트워크학교 학생 및 교사 : 80여명/하자카페주민 30명 내외)
  -  내용 
1)네트워크학교

2)허브카페

날짜 시간 내 용 참여인원

11월 20일 (월) 14시

다듬기 25명 (하자작업장학교 고등, 청년)
3명 (목화학교)
25명 (로드스꼴라)
8명 (영쉐프스쿨)
17명 (오디세이학교)

씻기

절이기

11월 21일 (화) 10시 30분

헹구기 25명 (하자작업장학교 고등, 청년)
3명 (목화학교)
8명 (영쉐프스쿨)
17명 (오디세이학교)
25명 (로드스꼴라)

채소 다듬기
채소 썰기 
점심 식사
버무리기

날짜 시간 내 용 참여인원

11월 24일 (금) 14시 다듬기,씻기,
절이기 허브주민 (어른 15명, 어린이 5명)



4.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하자작업장학교를 비롯해 네트워크학교에 소속된 학교들이 각각 하자 옥상농원 / 하자 텃밭 
/ 상암 / 노들섬 등에서 도시 텃밭을 가꾸어 왔음.
  - 이에, 각 학교에서 수확한 김장 채소로 하자 네트워크학교와 하자마을 사람들과 함께 김장잔
치를 진행하고, 자취를 하는 청년/청소년, 하자마을 사람들 및 필요한 연계기관에 기증하는 김치 
만들기를 하고자 함.
  - 하자마을의 일상의례 회복을 통해 대안적인 교육실험의 방법(/내용)이자 공동체 회복운동의 
일환임.

5. 전체평가
  ◦ 진행일정 
  - 사업수행주체 : 하자네트워크학교, 허브카페
  - 사업추진방법 
     - 11월 16일 : 네트워크학교 회의
     - 11월 17일~20일 : 김장재료 확인 및 부가재료 구입
     - 11월 20일 : 손질 및 절이기
     - 11월 21일 : 김장 (버무리기)
     - 11월 24일 : 허브카페 손질 및 절이기
     - 11월 25일 : 김장 (버무리기)

올해의 가장 큰 특징은 그간의 네트워크학교 중심의 김장잔치에 허브카페주민의 김장잔치도 추
가되었다는 점이다. 아쉬운 것은 미리 일정을 공유하지 못해서, 일주일간격으로 김장이 별도로 
진행 된 점이다. 배추를 절이기 위한 큰 그릇을 마을에서 좀 더 준비할 수 있다면 한 날짜에 같
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먼저  네트워크학교 김장은 작년과 비슷하게 진행되었다. 네트워크학교 회의를 통해 각 학교별 
수확량을 확인하고, 필요한 재료들을 주문했다. 첫째 날은 쇼케이스에 모여 각 학교별 농사 이야
기도 듣고, 가벼운 체조로 몸풀기를 한데 이어 모은 채소들을 다듬고 씻고 절이는 작업을 진행했
다. 둘째 날은 절였던 배추를 깨끗하게 씻고 나머지 양념으로 쓰일 채소들도 씻고 알맞게 써는 
작업을 했다.  작업장학교를 제외하고는 김장 잔치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어서, 처음 
진행부터 꽤 활기차게 진행이 되었다.  
예년에 비해 일의 분담을 덜 체계화 하면서 시작했음에도, 학생들의 호기심 덕에 자연스레 일 분

11월 25일 (토) 10시 30분

헹구기
채소 다듬기
채소 썰기 
점심 식사
버무리기

허브주민 (어른 17명, 어린이 15명)



담이 되면서 채소 다듬기부터 썰기까지 제법 다양한 일을 경험할 수 있었다.  끝난 후 가져온 김
치통에 한두포기씩 나누어 가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각 학교별로 농사를 시작하며 함께 ‘시농’을 치르고 여름과 가을 동안 정성껏 키운 농산물을 모
아 김장 잔치를 치르며, 한 해 농사를 마무리 짓는 이 흐름은 학생들에게도 1년의 농사와 일상의 
식탁이 연결되는 경험이 되었다고 보여지며, 함께 모여서 일하고 나누는 마을의례와 김장 잔치의 
의미를 직접적인 일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또한 보쌈을 준비하여 마을주민들 모두가 모여 점심을 먹는 기쁜 시간을 갖을 수 있는 것도 큰 
의미라고 하겠다. 

허브카페김장은 올 해 허브4층 텃밭에서 농사지은 배추와 무로 처음으로 김장을 하게 되었다. 주
민들이 직접 기른 배추와 무에 필요한 채소와 양념을 구입하여 김장을 하였다. 특히 버무리는 날
에는 어린이들이 작은 손으로 합세하여,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것을 보며 뿌듯했다. 

  ◦ 미흡한점
유기농 고춧가루을 대량으로 구입하였는데, 너무 매운 것이라서 색깔을 빨갛게 하려다 보니 매워
지고, 매워지면 다시 무채를 넣어가며 색깔과 매운 맛을 맞추느라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상대적
으로 배추의 양은 작고, 학생들은 많아서 버무리는 데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았다. 

6.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