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결과보고서

1. 사 업 명 : 2017 하자생일잔치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12월 16일(토) 15:00~21:00 
   ◦ 대    상 : 네트워크학교 죽돌, 판돌, 졸업생, 초기판돌 외
   ◦ 장    소 : 하자센터 본관 999클럽  
   ◦ 참여인원 : 270여명 (네트워크학교 죽돌 100여명, 마을주민 100명, 판돌 외 70)
   ◦ 결    산 :  (시보조금: 금 팔십오만구천이백원, 859,200원)
3. 사업내용
   ◦ 역할분담
    - 총 기획 : 운영지원부.마을운영팀
    - 사회 : 우니 (마을운영팀)
    - 음식 : 소풍가는 고양이 케이터링
    - 공간 정비 및 관련 디자인 : 단지, 열린작업장, 교육기획팀 외 
    - 음향 : 아키, 산체스, 흐른
    - 촬영 : 효빛, 네모
    - 속기 : 생기
    - 공연 : 밴드마스터, 하자작업장학교 
◦ 추진실적 (일정, 세부사업별 내용 및 연인원) 

◦ 결과물 : 영상, 사진, 대담속기록   

     



4. 홍보 및 외부연계
   ◦ 홍보실적 : 페이스북, 하자넷 홈페이지 홍보
   ◦ 외부연계 : 없음

5. 전체평가
  ◦ 프로그램 : 18번째 하자생일잔치는 3부로 진행되었다. 1부는 초기판돌들과 하자마을의 촌장
이신 조한의 대담으로 이루어졌다. 조한이 미리 준비하신 영상과 자료화면으로 요즘 우리가 하자
센터를 중심으로 어떻게 청소년들과 살아가야 할지 발제를 해주셨다. 뒤이어 하자센터 준비기부
터 2년까지 있었던 활과 그레이스 그리고 뒤이어 작업장학교에서 활동했던 시원의 말씀이 이어졌
고, 죽돌이었던 한나와 남이가 초기시절 하자는 어땠는지, 하자가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
지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객석은 꽉 차 있었고, 초기 이야기를 처음 듣는 죽돌들과 
판돌들의 집중력 또한 높았다.
  2부는 2018년도부터 크리킨디센터로 가는 죽돌, 판돌에게 전하는 말씀과 조한의 칠순을 축하하
는 자리가 진심어린 말과 공연으로 이어졌다. 뒤어어 3곳 배식대로 나뉘어져 식사를 하고 3부인 
댄스파티가 시작되었다. 죽돌들이 준비한 공연들이 끝나고 1시간 30분정도 미리 신청받고 DJ가 선
곡한 음악에 맞추어 죽돌들의 신나는 댄스파티가 이어졌다.  
  ◦ 운영 (일정 및 공간활용, 예산, 홍보, 참가자들 반응등) : 다른 해에 비해 의미가 중첩된 생
일잔치로 한 달 전부터 기획이 시작되었다. 준비팀이 꾸려졌고, 한달 동안 4회 회의를 하며 준비
하였다. 연말 사업정리와 결산에 맞물리면서 마을전체가 함께 하는 행사임에도 모든 판돌들이 준
비에 결합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시간을 내어 손수건에 은평으로 가는 판돌들, 죽돌들의 이름을 
수놓는 정성을 들였다. 받는 사람들도 무척 기뻐하고 고마워 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행사장을 꽃
으로 꾸미기 위해 오전 내내 한곳에 모여 꽃다발을 만들어 모든 객석에  배치하였다. 행사장이 
일명 꽃밭이 되었고, 참석하는 사람들이 본인에게 그리고 주위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꽃을 주고 
받는 훈훈함이 연출되었다.
  ◦ 미흡점 : 마을의례 기본 예산이 얼마 남지 않아서 식사비는 다른 계정의 예산조정을 받아야 
했다. 차후년도부터는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