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결과보고서

1. 사 업 명 : 2017 자전거공방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1월~12월
   ◦ 대    상 : 청(소)년 및 일반인
   ◦ 장    소 : 하자센터 자전거공방 외 활동현장
   ◦ 참여인원 : 연인원 1,608명 
   ◦ 결    산 : 금이백이십칠만육천이백팔십원(금2,276,280원)

3. 사업내용
   ◦ 역할분담

- 기획 및 실행 : 열린작업장팀
    - 외부연계

활동명 강사 / 워크숍팀 주요내용

리본프로젝트
(자전거리사이클

링)
영등포자활센터 교육용 폐자전거 지원협약 및 워크숍 인력지원

리본프로젝트
(자전거리사이클

링)
김두범(두부공) 자전거 프로그램 기획자문 및 기술자문

리빙랩 프로젝트 이상우(토이보)
김두범(두부공) 리빙랩 프로젝트 카고바이크 제작 기술자문



   ◦ 추진실적 

    
   
4. 홍보 및 외부연계
   ◦ 홍보실적
   공방 블로그개설 : http://gongbang.haja.net

   ◦ 외부연계
   영등포 자활센터 :　폐자전거 수거 및 리사이클링 수업연계
   관악고등학교 : 리사이클링 수업연계
   영등포공업고등학교 : 리사이클링 수업연계

5. 전체평가
  ◦ 프로그램
- 리본프로젝트 : 엄마모임과 영등포공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 그간 학교와 연계하여 체험  

식으로 진행하던 방식이 아닌 필요에 의한 팀만을 선별하여 진행, 체험 형태가 아닌 관심 또는 

프로그램명 부제 일정 세부내용 연인원 비고/예산

자전거공
방

마을공방

공유공방 상시

자전거를 매개로한 다양한 
작업자들이 공유공방인 자전거 
공방을 이용하여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자원 및 기술 
정보를 공유.

180명 예산X

리빙랩프로젝트 6월~
11월

도심형 생활자전거를 주제로 서울 
도심에 맞는 카고바이크를 
제작하고 생활형 자전거를 이용한 
생활디자인을 연구 및 제안

864명 리빙랩프로젝
트 지원금

교육공방

목화학교
오디세이

프로제트수업

3월~
11월

목화학교 & 오디세이학교
생활자전거 프로젝트 결합수업.
기초생활 정비 및 리사이클링 
수업 진행.

240명 작업장학교협
력사업/예산X

관악고등학교
자전거수업

3월~
12월

관악고등학교 특수학급,
직업체험 거점학교로 특수학급 
학생들의 자전거 기초정비 
수업진행

180명
관악고등학교
협렵/자체운영

금(관학고)

RE:BORN 
Projcet

7월,
12월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의 학교 
자체 자전거 지원일환으로 
교육복지 대상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리사이클링 워크숍 
진행. 버려진 자원을 재활용 
함으로서 더 이상 쓸모가 없을 것 
같았던 것에서 새로운 쓸모를 
찾아내고, 자전거로 떠나는 
여행을 통해서 내 힘만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도전정신을 키움.

144명
영등포공고 

협력프로젝트/
자체운영금(영

등포공고)



필요에 의한 프로그램 진행이다 보니 작업 집중도 및 결과물의 완성도가 높았다. 진행 방법이 
판돌이 상주하여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방식이다 보니 업무상의 과부하 또는 다른 일정과의 
맞물림 등으로 진행상의 혼선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다.

- 공유공방 : 공유자원인 자전거 공방을 자전거를 매개로 다양한 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이 자유롭
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유, 여러 작업자들이 공방을 이용해서 몇몇 가지의 작업이 이루어졌
다. 자전거공방의 특성상 올해는 하자와 연관된 팀들이 제한적으로 공방을 이용했지만 작업자
들의 공방이용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정비수업 : 관악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동안 약20회의 수업을 진행. 특수학급 
직업체험 거점학교로 지정된 관악고등학교와 협업하여 학교에 열린작업장을 셋팅하고 학생들
의 자전거 정비수업을 진행하였다. 1학기에는 장애인 자전거교육 단체인 꿈꾸는거북이와 협력
하여 자전거타기 및 기초정비 수업을 진행하였고, 2학기에는 만들이팀과 함께 심화된 정비수업
을 진행하였다. 장애인학생과 수업을 진행했던 경험이 부족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긴 했지만 
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만족스러운 수업을 진행 할 수 있었다.

  ◦ 운영(일정 및 공간 활용, 예산, 홍보, 참가자들 반응 등):
 2017년부터 열린작업장 팀으로 재편이 되면서 공방을 통합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다. 자전거공방
의 경우 2017년에는 자전거공방 자체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았고 공간운영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
다. 사업의 경우 공공작업장의 사업으로 통합 진행되었다. 자전거공방의 특성상 완전 오픈형의 
운영방식이 아닌 공방의 멤버쉽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다. 자전거 공방의 경우 고가의 공구들이 
많고 용접기 등 다소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구들이 있어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작업자의 경
우 판돌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 공방 이용에 다소 제한점이 있었다. 이부분은 점차적으로 완전오
픈 형태로 안전교육 또는 이용 공간의 분리를 계획하고 있다. 소모성 공구들과 소모품들의 무분
별한 사용으로 공간운영비가 특정 소모품들에 소요가 많이 되었고, 공방을 이용하는 작업자들에
게 공방 이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수업 진행의 경우 담당판돌이 직접 진행이 아닌 외우 강사와의 연계로 진행을 하려고 했고, 관
악고, 영등포공고, 동네한바퀴 진행의 경우 담당판돌이 아닌 외부 강사가 진행을 하도록 설계가 
되었다. 외부 강사와의 연계로 프로그램 진행이 매끄럽게 진행이 된 부분도 있지만, 수업진행 후 
학생들이 하자로 찾아왔을 경우 함께 수업을 진행했던 강사가 없어 불편해 했던 부분들은 무엇
인가 장치를 마련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아직은 강사풀이 탄탄하지 못해서 강사양성 프로
그램 또는 PM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 같다.
  
◦ 미흡점: 공간이 상시로 오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공공
방이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했던 것 같다. 공방 공간의 경우 공간의 중요성도 있지만 공간을 관리 
운영하는 사람이 꼭 필요할 것 같다. 공방 사업비가 공간을 운영하는 실 운영비 정도에 불과해서 
자체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다양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점들
도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올해 공방을 이용한 작업자들이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였지만 팀별 



작업의 성격상 특정팀이 작업을 진행 할 경우 다른팀이 함께 공간을 사용하지 못했던 점과 공간
을 이용한 팀들의 작업물을 공유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했던 점은 개선해야 할 점이었다. 

 공방의 공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 공구의 잘못된 사용 등으로 공구의 
파손 및 분실의 횟수가 잦았다. 분실의 경우 자전거를 분해한 부품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파손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공구별 사용법 안내 등의 정리가 
조금 더 촘촘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특히 자전거공방의 경우는 전용 공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할 것 같다. 

                               
7. 사진

작업장학교 고등과정 리사이클링수업 폐자전거 분해사진

영등포공고 자전거여행 리본프로젝트 정비수업

커뮤니티 단체라이딩 영등포공고 RE:BORN 프로젝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