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결과보고서

1. 사 업 명: 하자마을책방 (북카페)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대    상 : 하자센터 이용 청소년, 일반시민
   ◦ 장    소 : 본관 106호
   ◦ 참여인원 : 연인원 6,100명
   ◦ 결    산 : 21,773,520원(시보조금 14,545,320원/법인전입금 7,228,200원)
      잔    액 : -27,590원

3. 사업내용
   ◦역할분담
    - 기획/진행: 마을책방 담당자 풍뎅, 에스더, 푸른
    - 실행: 마을책방 담당자, TED 모임, 책모임 ‘조용한 혁명’, 다수의 청소년 자원활동가 및 책

    방 이용자
    - 내부연계: 커뮤니케이션팀 뉴스레터 담당자, 청소년 카페 ‘그냥’, “열 아홉, 내 인생의 스프

링캠프” 담당자 메이   
  
   ◦추진실적 

일자 활동 내용 연인원

연중 
상시 

자원활동가 
시스템 운영

- 오디세이 학교 죽돌(로디, 가온, 갈매기, 조이)의 
자원활동 /학기 중 주 3회
- 대안학교 및 서울지역의 전기, 후기 청소년의 
자원활동이 비정기적으로 진행 됨.
   

80명



4. 홍보 및 외부연계
   ◦홍보실적 
     -달시장, 창의서밋 등 하자센터의 행사 중 쉬거나 책을 읽는 장소로 활용.
     
     -웹 채널
     마을책방 사이트 http://bookcafe.haja.net
     마을책방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ajabookcafe
     마을책방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bookcafe.haja/
     
     하자마을 뉴스레터 
     2월의 새로운 책 소개  https://history.haja.net/?p=16518
     3월의 추천도서 ‘탈핵’ 및 자원활동가 모집 
      https://haja.net/index.php?mid=newsletter&category=448&document_srl=692
     4월의 추천도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책들’
      https://haja.net/index.php?mid=newsletter&category=448&document_srl=701

연중 
10회  

정기적인 
도서구입 

- ‘오늘의 교육’, ‘녹색평론’, ‘인디고ing', ’작은 것이 아름답
다‘ 등 정기간행물 배치   

- 하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연관이 깊고, 청소년의 
인문학적 성찰과 문학적 감수성을 고취하는 도서구입 

6,020명연중 
상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활동

- 하자센터 외부로 발송되는 뉴스레터에 마을책방 소식 
기고

- ‘열 아홉,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와 협력하여 밑줄긋기 
활동 

- 외부서가 (쇼케이스, 마을서당, 청소년 카페 ‘그냥’ 도서 
비치 

- 대안학교를 졸업한 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책모임 
‘조용한 혁명’ 모집 및 진행 

연중 
상시 

마을의 사랑방 
역할

- 일상적으로 책을 읽는 장소, 모임장소로 활용됨
- 쾌적하게 장소를 관리하고 다과 및 차를 제공
 

총계 6,100명



     5월의 추천도서 ‘시, 시인 그리고 고정희’ 
      https://haja.net/index.php?mid=newsletter&category=448&document_srl=704
     책방지기 ‘푸른’ 소개 및 책 추천 
      https://haja.net/review/7844

     -홍보시안

 5. 전체평가
   ◦일상적으로 편안하게 책을 읽는 장소이자 모임의 장소, 센터 내부 행사의 대기실로도 활용
됨. 학기에 주 3회 진행된 오디세이 자원활동과 더불어 센터 청소년들의 꾸준한 방문이 있었음. 
통계 상, 다독이용자 10명 중 6명이 센터 내부의 청소년. 
   ◦청소년카페 ‘그냥’과 협력하여 도서전시전을 지속적으로 열었음. 신관을 통해 유입되는 청
소년 시민들을 본관 책방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소모임이 정기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일상의 활력을 얻는 사람들이 증가하였
음. 외부에서 유입된 청소년들에게 하자센터와의 인연이 단발적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후기청소년을 중심으로 시작된 독서모임에서는 학
습과 네트워킹 기능이 활성화 될 예정. 
   
   ◦작가와의 대화는 이용자들의 요청이 낮고, 도서구입예산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으로 전용됨. 
-> 차기년도에는 소모임의 활성화를 꾀하는 활동비가 지원되는 것이 필요함.

   ◦개인기기를 통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함. 그 영향으로 DVD 대출 이용수가 도서

TED 모임 안내문 책모임 ‘조용한 혁명’ 안내문 자원활동가 모집 안내문



에 비해 현저히 적음 (연간 40회). 2018년도에는 청소년의 영화추천전 등을 열어 활성화를 추진 
할 예정. 장기적인 관찰과 판단이 필요함.
   
6. 사진

신규도서 사진 자원봉사자 활동모습

책모임 ‘조용한 혁명’ 진행 사진 ‘열 아홉, 스프링캠프’ 참가자들이 만든 책트리와 
밑줄긋기 활동, 설명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