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결과보고서

1. 사 업 명 : 2017 하자마을 입촌잔치 “겨울가고 봄(春), 마주 봄(見)”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3월 15일 수요일 12:00~15:30
   ◦ 대   상 : 네트워크학교, 청소년운영위원회, 허브단골 어린이 및 엄마들, 사회적기업, 하이

 서울유스호스텔 및 아하!성문화센터, 판돌, 마을 촌장 외 
   ◦ 장   소 : 하자센터 / 행사장소(중정), 식사장소(허브카페, 신관101호, 신관주차장 100인의 

 식탁) 
   ◦ 참여인원 : 220여명 
   ◦ 결    산 : 금팔십구만삼백팔십원(금890,380원)

3. 사업내용
   ◦ 역할분담
    - 총 기획 : 마을운영팀, 신입판돌 (메이,쏘영,우기,록,옙티,징타,가지)
    - 진행 : 총괄-헤일로 / 하자센터 판돌
    - 사회 : 마을운영팀 우니, 하자작업장학교 고등과정 하루
    - 음식 : 비빔밥, 잡채 (영셰프스쿨) / 기정떡 (로드스콜라) / 과일 (오디세이) / 시래기국 

     (작업장학교) / 전, 김치, 음료 (하자센터)
    - 공간 정비 및 관련 디자인 : 단지, 원쓰, 네모
    - 포스터 : 하자작업장학교 고등과정 만세
    - 사진 : 옙티
    - 음향 : 산체스
    - 공연 : 하자작업장학교, 가수 ‘사이’

   ◦ 추진실적  
    1) 추진일정 

구분 날짜 내용

사전
2017. 3. 7.(화)
2017. 3. 8.(수) ~ 14.(화)

- 기획회의 및 업무분장
- 준비 : 포스터 및 공간디자인, 초대가수 섭외, 
        초청자 초대, 공간세팅 및 최종점검 등

행사 당일 2017. 3. 15.(수) - 진행 (행사 일정표 참고)

사후 2017. 3. 24.(금) - 마을운영팀 평가회의



              
    2) 행사 일정표 및 세부내용

시간 구분 내용

11:55 시작 안내 행사 시작 알림

12:00~13:30 점심식사 점심식사

13:30~13:45 여는 공연 및 
인사 

하자작업장학교 고등과정 축하공연 및 인사 
(+큰손,가람,부니께 감사장 전달)

13:45~13:50 오프닝 사회자 - 입촌잔치 취지

13:50~14:40 인사 및 상견례

1.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본부장, 부장)
2. 아하!성문화센터 (센터장, 운영팀장 외 8명)
3. 에듀스케라 (한판 외 1명)
4 .방물단 (월리 외 3명)
5. 이야기꾼의 책공연 (분홍신 외 12명) - 공연
6. 오가니제이션요리 (블루, 나나)
7. 허브모임 엄마들 (10명)
8. 청소년운영위원회 (15명)
9. 놀이활동가 & 허브단골어린이 (하리 외 6명)
10. 영셰프스쿨 (8명) - 바디퍼커션
11. 로드스꼴라 (8기 떠별 13명) - “두유”노래 
              (7기 떠별 15명, 주말 떠별 4명) - 시낭송&기타 연주
12. 오디세이학교 (15명) - “오디세이로 한발짝”노래&피아노,바이올린 
연주
13. 목화학교 (3명) - 나비퍼포먼스
14. 하자작업장학교 청년과정 (4명)
15. 판돌 (네트워크학교 교사판돌 20명, 
         운영부 8명, 
         허브카페팀&열린작업장팀 8명, 
         기획부장&교육협력팀&창의진로팀&창의교육팀 8명, 
         학습생태계팀&커뮤니케이션팀&시설팀 8명) - 한문장 공유
16. 센터장 (물길)

14:40~14:45 초대자 인사

초대자 소개 및 인사
- 평생교육진흥원 김영철 원장님, 정책홍보팀 전아림 주임님
- 청년허브 차재근 센터장님, 원대로 기획실장님
- 서울문화재단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직원 3명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님

14:45~14:55 덕담 촌장님 덕담 (큰산, 조한)

14:55~15:05 닫는 공연 유기농펑크포크 가수 사이 2곡 - 냉동만두, 엄마말

15:05~15:10 정리 마무리 멘트 및 정리 (+잠자리 날리기 w/허브단골 어린이)

15:10~15:30 왈츠 함께 추는 춤 (w/하자작업장학교 죽돌)



   ◦ 결과물 : 사진





4. 홍보 및 외부연계
  ◦ 홍보 : 포스터

  ◦ 외부연계 : 서서울 센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5. 전체평가
  ◦ 프로그램
이번 입촌 잔치는 하자에 터를 잡은 오랜 주민과 새 식구가 된 주민, 외부 손님들도 초대해서 서
로 안부와 덕담을 주고받고 잔치음식을 나눠먹고 즐기는 동네마을잔치로 준비했다. 작년에는 처
음으로 하자에 깃발을 꽂으며 등장한 오디세이학교 죽돌들이 있었다면, 올해는 신관을 중심으로 
드나드는 그룹들(허브엄마모임, 단골어린이, 놀이활동가,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 등)과 이웃사촌
인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아하!성문화센터에서도 참석했고, 새로 들어온 주민뿐만 아니라 기존의 
마을주민들도 모두 서로를 맞는 환영인사를 준비하고 어울리는 자리를 가졌다. 하자작업장학교 
죽돌의 여는 공연과 유기농펑크포크가수 사이의 닫는 공연은 입촌 잔치의 내용에 어울리는 선곡
은 아니었지만, 잔치분위기의 흥을 돋우고 큰 웃음을 주는 무대를 만들어 주었다. 네트워크학교 
죽돌들의 노래, 시낭송, 클래식 공연, 바디퍼커션 등은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해주었고, 감사장 전
달식과 잠자리 날리기, 왈츠까지 여러 그룹의 다양한 퍼포먼스가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단순하
게 일회성 행사로서의 입촌식이 아닌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마음을 모
아 좋은 기운을 나누고 한해를 지낼 힘을 기를 수 있는 입촌식이었다.

  ◦ 운영 (일정 및 공간 활용, 예산, 홍보, 참가자들 반응 등) 
입춘이 지난 시기이지만 아직은 꽃샘바람 탓에 추위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내년에는 하이서
울유스호스텔의 협조를 얻어 볕이 잘 드는 하자 앞마당에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야겠다. 신관앞 
주차장에 100인의 식탁을 펴고 식사장소로 활용하여 마을 잔치 분위기에 어울리는 공간구성이었
고, 바로 옆 중정에서 행사가 진행되어 동선 등도 무난했다. 나만의 나무목걸이 명찰 만들기 부
스는 식사 후 행사시작까지의 여유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소소한 활동으로 운영되었다. 네트워크
학교에서 주민으로서 음식 준비를 함께하고 네트워크학교, 판돌들이 스스로 협업할 수 있는 역할
을 기꺼이 담당해 주었다. 그러나 각자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동안은 담당자의 기획으로 진
행되던 의례가 처음으로 전체의 사업으로 협업을 이끌어내려니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판돌도 있
었지만, 참가자로서가 아니라 진행자이자 기획자로서 함께 만들어가는 의례라 좋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