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의 문화유산들을 토대로 연극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새로운 예술작품을 만드는 프로그램

연극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시간! 지역의 문화유산 탐방을 

통해 지역을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나를 연극적 

상황에 놓이게 하여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무심코 지나쳤던 지역의 문화유산들을 토대로 극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며 새로운 예술작품을 탄생 시키는 시간을 

가진다. 

일시 : 1기  4.6~7.20, 10:00~13:00 (15회)

2기  8.10~11.16, 10:00~13:00 (15회) ※매주 금요일

대상 : 도봉구 관내 주민 20명

장소 : 방학 1동 주민센터,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반디극장

문의 : 창작집단 소풍가는 길 010-3622-3414

지역 내 청년예술가들이 함께 창작 뮤지컬을 만드는 프로그램

제작부터 공연까지 함께 만드는 창작뮤지컬!  

지역 내 청년예술가들이 뮤지컬에 대해 이해하고 직접 

제작한다. 나아가 지역 예술자원 파트너쉽을 통하여 마을 

청년예술가들의 지역 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연계 

공연 활동 시간을 가진다.

일시 : 4.2~11.13, 18:00~21:00 (30회) ※매주 월요일

대상 : 지역 내 청년 20명

장소 : 금호4가동 주민센터

문의 : 사단법인 올림 010-9086-2006

창작집단 소풍가는 길  예술로 스마일 - 스무 개의 마을 일기 사단법인 올림  MAKERS-마커스도
봉
구 

성
동
구프로그램  

① 이주 다문화 여성들의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 

② 청춘 러브 뮤지컬 ‘마술 같은 사랑 연극 같은 사랑’ 

③ 으랏차차 중창단 ‘음악을 만지다’

마을극장에서 벌어지는 우리만의 리그! 평상시에는 마을 

모임 터로 주말은 가족들의 예술놀이터, 예술장터와 

파티가 열릴 때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신한다. 마을극장 

수유리를 중심으로 예술을 보는 즐거움, 예술을 하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진다.

일시 : ① 4.2~11.19, 10:00~12:00 (30회) ※매주 월요일

② 4.5~11.22, 13:30~15:30 (30회) ※매주 목요일

③ 4.5~11.22, 18:00~20:00 (30회) ※매주 목요일

대상 : ① 이주 다문화여성 20명

② 60세 이상 어르신 20명

③ 성인 장애청년 20명

장소 : ① 강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을극장수유리

② 마을극장수유리

③ WC스튜디오, 마을극장수유리

문의 : 극단 진동 070-8183-7466

동네를 중심으로 사진과 상상력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펼치는 프로그램

사진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동네 이야기! 지역과 공간, 

주변을 관찰하고 사진으로 담는다. 강북의 랜드마크인 

‘북서울 꿈의 숲’을 중심으로 다양한 길, 꿈의 숲을 즐기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계절별로 변화되는 산과 나무들의 

색감과 환경, 거주지 주변의 동네 풍경과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기록을 하는 시간을 가진다.

일시 : 4.13~11.3, 09:30~12:30 (25회) ※매주 금요일

대상 : 일반시민, 문화소외계층 20명

장소 : 북서울 꿈의 숲 프로그램실

문의 : 아트오브웍 Art of Work 010-9468-3320

극단 진동  마을 속 일상 예술 커뮤니티 ‘마을극장 수유리’ - 우리는 마을극장에서 꿈꾼다

아트오브웍 Art of Work  신비하고 기이한 창고, 걸어서 북서울 꿈의 숲으로

강
북
구

성
북
구 몸과 몸이 만나 대화하는 ‘커뮤니티 피지컬 댄스’ 활동 프로그램

몸과 몸이 어우러지는 커뮤니티 피지컬 댄스! 신체를 도구로 

사용해 몸과 몸이 어우러지는 ‘피지컬’ 퍼포먼스 수업을 

중심에 두고, 사회적 공통분모를 지닌 다양한 문화의 

이주여성들이 무용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커뮤니티 

댄스’를 통해 정체성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진다.

일시 : 4.22~11.11, 13:00~15:00 (28회) ※매주 일요일

대상 : 성북구 다문화 이주여성 15명

장소 : 성북 정보도서관

문의 : 기분좋은 극단 010-8501-7110

기분좋은 극단  다양한 세상 속 오색 날개 짓

재활용 폐가구를 재료로 생활에 필요한 아이디어 소품과 

작품을 만드는 프로그램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동네 재활용 폐가구!  

지역의 재활용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고, 재활용의 의미와 

새로운 모색지점에 대해 고민한다. 재활용 가구가 필요한 

곳에 대해 조사하고, 동네에서 수집한 재활용 목재 및 

폐가구를 이용해 생활에 필요한 아이디어 소품과 작품을 

만드는 시간을 가진다.

일시 : 1기  4.26~7.12, 12:30~15:30 (12회) ※매주 목요일

2기  9.1~11.24, 15:00~18:00 (12회) ※매주 토요일

대상 : 일반성인, 직장인, 워킹맘 등 문화취약계층 20명

장소 : 문화정원 아트 홀, 이문238

문의 : 내내로(NNR, 엔엔알) 010-6776-1606

자신의 지난 이야기를 자서전 형식으로 대본화하여  

나만의 예술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프로그램

연극으로 피어나는 나의 이야기!  

지역의 노년층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자신의 지난 이야기, 하고 싶었던 말들을 자서전 형식으로 

발표하고 이를 자유롭게 표현하며 연극으로 만들어 본다.

일시 : 1기  4.10~7.3, 10:00~13:00 (12회)

2기  9.4~12.4, 10:00~13:00 (12회) ※매주 화요일

대상 : 시니어 20명

장소 : 성미산마을극장

문의 : 공연예술창작터 수다 010-3240-5231

내내로(NNR, 엔엔알)  여기는 뚝딱 동(洞)

프로그램 

① 시니어 연극 ‘상몽’ 

② 정릉주민연극 ‘연애’ 

③ 문화낭비단 

④ 축제기획단

동네에서 예술가와 만나다!  

성북의 다양한 문화·역사를 배경으로 주민과 예술가가 

만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로 소통하는 

동네 문화를 만드는 시간을 가진다. 축제와 공연이라는 

장르를 통해 공공예술과 지역과 소통하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추진하고 주민 스스로 주인이 되어 지역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주체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시 : ① 4.4~11.28, 10:00~12:00 (30회) ※매주 수요일

② 4.4~11.28, 19:00~21:00 (30회) ※매주 수요일

③ 4.3~11.24, 19:30~21:30 (30회) ※매주 화요일

④ 7.26~10.20, 16:00~19:00 (10회) ※매주 목요일 
(축제 추진과정과 협의진행으로 시간과 요일 변경가능)

대상 : ① 성북구 시니어 주민 10명

② 성북구 중년층 주민 10명

③ 성북구 청년, 주부, 직장인 10명

④ 성북주민 축제기획단 15명

장소 : 성북구민여성회관

문의 : 우리동네 아뜰리에(WooA) 010-8012-5515

공연예술창작터 수다  실버, 은빛날개를 달다마
포
구

우리동네 아뜰리에  동네예술, WooA 하게

우리가 사는 마을을 제대로 인식하고, 마을 이야기를 우리 

마을 춤으로 공유하는 프로그램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마을 이야기를 춤으로 

펼치자! ‘가재울뉴타운’이라는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으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된 서대문구 남가좌1동을 중심으로 

문화 나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리 지역의 이야기와 

주민들 간의 이야기를 영상에 담아 ‘우리마을이야기 춤’을 

만들고 ‘바람꽃 부채춤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진다.

일시 : 1기  4.17~7.17, 10:00~13:00 (13회)

2기  8.21~11.27, 10:00~13:00 (13회) ※매주 화요일

대상 : 지역주민(성인) 누구나(문화소외계층 포함)

장소 : 남가좌1동 주민 센터  

문의 : 달그락 아트 컴퍼니 010-4572-5575

청각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이 함께하는 목공예 프로그램

가족이 함께하는 목공예를 통해 정서적,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한다. 제작 시 대화를 통해 가족간 관계를 형성하고, 

기본 목공 교육을 토대로 개인이 직접 제작하여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하는 시간을 가진다.

일시 : 1기  5.2~7.4, 13:30~16:30 (8회) ※매주 수요일

2기  8.4~9.22, 10:00~13:00 (8회) ※매주 토요일

대상 : 농아인 및 가족단위 20명

장소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문의 : 우드포유(Wood4U) 협동조합 010-4609-3971

달그락 아트 컴퍼니  가재울아트매거진 ‘바람꽃 날다’

우드포유(Wood4U) 협동조합  손으로 보는 나무

서
대
문
구

지역의 문화유산들을 토대로 연극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새로운 예술작품을 만드는 프로그램

신림동 다문화 보이스,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거주외국인과 다문화 가족 및 주민들이 이웃과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한다. 

토론연극을 통해 능동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시간을 

가진다.

일시 : 5.26~10.27, 10:00~13:00 / 14:00~17:00 

            ※매주 토요일 

              *상기일정은 진행 상, 참가자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상 : 결혼이주여성 및 한국인 기혼여성 (15명)  

             *가족 부분 참여 가능

장소 : 억압받는사람들의연극공간-해(解)

문의 : 억압받는사람들의연극공간-해(解) 070-4300-5474

억압받는사람들의연극공간- 해(解)  관악 아고라프로젝트관
악
구

말로 꺼내기 어려운 직장 내 갈등문제 및 개인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드는 스트레스 해소 프로젝트.

영화 제작을 통해 이제는 무엇이든 표현합시다.  

게임을 통해 시나리오 제작을 경험하고 각각의 역할에 맞춰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제작합니다. 더불어 여러 영화들을 

감상하며 편히 쉬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과물로 

만들어진 단편영화는 영화제에 출품 지원하며, 구로 디지털 

직장인 단편영화제 개최의 기반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모임으로 성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시 : 1기  5.14~7.30, 19:00~21:00 (12회)

2기  9.3~11.26, 19:00~21:00 (12회) ※매주 월요일

대상 : 구로일대의 직장인 20명

장소 :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G밸리

문의 : 두 번째 페이지 010-3138-9907

두 번째 페이지  스마트폰으로 영화찍자금
천
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종로구

중랑구

성동구

용산구

영등포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금천구 관악구

극단 진동

창작집단 소풍가는 길

공연예술창작터 수다

달그락 아트 컴퍼니

(재)은평문화재단

숨쉬는미디어교육 자몽

예술창작교육연구소

어반아츠 프로젝트

우드포유(Wood4U) 협동조합

스튜디오 153

민화예술교육컨텐츠연구소 민화랑

시소

넘나들이

아트오브 웍 Art of work

사단법인 올림

서울어바웃아트센터

고래이야기

기분좋은 극단

내내로(NNR, 엔엔알)

우리동네 아뜰리에

두 번째 페이지 억압받는사람들의 연극공간 - 해

문화예술로 깃든
우리 동네를 
함께 걸어 봐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유무형의 지역 자원을 
조사·탐색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지역, 이웃, 그리고 예술이 만나 
고유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2018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동네"를 보다 가깝게 느끼는 경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연극 연극

연극

목공예

연극

공예 디자인 시각예술

연극무용 영상 퍼포먼스 피지컬 댄스

문학 미술 창작 뮤지컬 워크숍

무용 영상 미술

연극

영화

사진

음악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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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사람, 그리고 예술이 이어지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삶의 터전인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역의 특성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커뮤니티를 형성해가는 
프로그램으로서 성인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e-sac.or.kr)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기간 : 2018년 4 ~ 11월(프로그램별 상이)
운영장소 : 서울시내 13개 자치구

2018 서울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총 30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예술로 물든
흥미진진한 
우리 동네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적 가치를 만드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성인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발 닿는 서울의 곳곳, 우리동네를 예술로 물들여 보세요.

종
로
구 조선 후기 민화의 의미를 배우며 그리는 프로그램

일상을 담아내는 그림 민화!  

가족과 이웃을 향한 민화의 길상,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알아본다. 태어나고, 자라고, 학업 및 성취를 기원하며,  

부귀강령, 무병장수하기를 바라는 생로병사의 흐름을 

민화로 그려내는 시간을 가진다.

일시 : 1기  4.17~7.10, 10:00~13:00 (12회)
2기  8.28~11.27, 10:00~13:00 (12회) ※매주 화요일

대상 : 문화소외계층을 포함한 성인 누구나 20명

장소 : 종로구 1,2,3,4가동 주민센터

문의 : 민화예술교육컨텐츠연구소 민화랑  
             010-7116-5233, 010-3725-8021

민화예술교육컨텐츠연구소 민화랑  행복을 그리는 - 민화랑 ‘희喜랑朗’

시각 장애인 가족을 중심으로 한 지역 오케스트라 프로젝트 

프로그램

음악으로 다시 보는 효자동 오케스트라!  

초·중·고등학생, 청년, 직장인, 주부, 어르신 등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만드는 지역 오케스트라. 시각 장애인 가족을 

주축으로 음악으로 함께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일시 : 4.12~11.22, 18:00~21:00 (28회) ※매주 목요일

대상 :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지역주민 25명

장소 : 청운효자동주민자치회관 지하 1층

문의 : 예술창작교육연구소 010-2304-5052

예술창작교육연구소  음악으로 함께 보다

북촌공예 장인들과 함께 전통천연염색 및 침선공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작하는 프로그램

손끝에서 다시 태어나는 전통공예! 북촌공예장인들의 

살아온 삶을 이해하고 전통염색, 색실누비 과정을 통해 

전통공예에 대해 심도 깊게 학습한다. 스카프, 전통노리개 

및 다양한 소품제작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결과물을 

북촌 한옥마을에 전시하는 시간을 가진다.

일시 : 1기  4.4~7.4, 14:00~17:00 (12회)

2기  8.1~11.7, 14:00~17:00 (12회) ※매주 수요일

대상 : 서울시 거주 성인 청각장애인 20명

장소 : (사)한국전통색실누비보존협회

문의 : 시소 010-3870-0633

시소  꿈꾸는 손

음악과 미디어가 함께 하는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

음악은 세상을 바꾼다!  

우리 동네 ‘차이나타운’을 새롭게 바라보고 긍정의 

스토리를 찾는다. 놀이를 통해 감각과 상상력을 깨우고, 

국악과 힙합이 함께 하는 미디어밴드 활동을 통해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 노래 부르는 시간을 가진다.

일시 : 4.15~11.18, 13:00~16:00 (30회) ※매주 일요일

대상 : 대림동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거주하며 초등학생  

             자녀를 둔 중국동포 가족 20명

장소 : 서울시 서남권글로벌 센터, 중국동포한마음협회

문의 : 어반아츠 프로젝트 010-9184-1895

어반아츠 프로젝트  봄을 위한 준비-차이나는 스웩(swag) 미디어 밴드

문래동 곳곳을 탐사하고 특별한 지역 여행책자를 함께 

창작하는 프로그램

마을 주민이 알려주는 문래동 여행코스!  

지역 곳곳을 탐사하여 지역 고유의 예술과 문화공간을 

발견, 탐구한다. 책에 담을 여행코스를 개발하고, 다양한 

예술기법을 활용하여 여행책자를 창작하는 시간을 가진다.

일시 : 4.5~10.25, 13:00~16:00 (24회) ※매주 목요일

대상 : 베이비부머세대의 문래동 주민 및 문래동 중장년층  

             20명

장소 : 문래정보문화도서관

문의 : 넘나들이 010-4789-5569

넘나들이  안녕! 문래동은 처음이지?영
등
포
구

은
평
구 다양한 사진 활동을 바탕으로 나에 대한 발견과 이해를 돕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진, 서로의 마음을 잇다! 자녀를 돌보느라 분주했던 

엄마들이 카메라를 통해 일상의 공간을 사진으로 담고  

함께 나누며, 나와 주변을 새롭게 발견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참여자들은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봉사촬영과 전시회를 진행한다.

일시 : 3.29~11.15, 10:00~13:00 (30회) ※매주 목요일

대상 : 장애자녀의 부모 및 비장애자녀의 부모 20명

장소 : (사)함께가는은평장애인부모회

문의 : 스튜디오153 010-9000-0529

스튜디오 153  사진, 마음을 잇다

자신의 이야기를 몸 움직임에 녹여 지역과 관계성을 찾는 

프로그램

감각을 통해 ‘나’를 만나는 시간!  

나의 몸과 친해지고, 다양한 감각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나를 만나며 표현하는 시간을 가진다. 지역의 스토리를 

담은 작품 구성을 통해 지역행사 및 축제에 참가하여 

예술을 통한 공동체적 의미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진다.

일시 : 4.26~11.22, 9:00~12:00 (30회) ※매주 목요일

대상 : 50세 이상 어르신 20명

장소 : 은평문화예술회관

문의 : (재)은평문화재단 02-351-3735

(재)은평문화재단  나의 살던 은평, 은빛날개를 달다

프로그램 

① 호기심 사진관 

② 호기심 라디오 

③ 호기심 나무놀이터

나만 아는 우리 마을 이야기를 나누다!  

오래된 마을과 현재의 마을을 주민 개개인의 기억과 

이야기로 풀어낸다. 마을을 기록하고, 나무를 이용해 

마을의 놀이공간을 만들며, 마을의 이슈를 공론화해 

미디어매체를 기획한다. 조금 더 행복한 마을살이를 할 

수 있는 관계를 맺고, 마을 안에서의 일상예술에 대한 

즐거움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일시 : ① 4.12~11.22, 10:00~13:00 (10회)

② 4.12~11.22, 15:00~18:00 (15회)

③ 4.12~11.22, 15:00~18:00 (15회) 

      ※둘째, 넷째 주 목요일

대상 : ① 20대 이상 인왕마을 주민 15명

② 어린이 ~ 성인 인왕마을주민 15명

③ 어린이 ~ 성인 인왕마을주민 15명

장소 : ① 나무와열매도서관

② 나무와열매도서관, 인왕마을 곳곳

③ 나무와열매도서관, 인왕마을 곳곳

문의 : 숨쉬는미디어교육 자몽 010-9293-4561

7~8월 중  
방학 예정

숨쉬는미디어교육 자몽  호기심 프로젝트 - 인왕마을에서 만나!

서울문화재단  |   www.sfac.or.kr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www.e-sac.or.kr

시각예술(전통채색화)

마임 무용 연극

사진 글쓰기 미술 환경 커뮤니티

용
산
구 참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의 주제를 함께 공유하고 

노래와 문학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

노래와 문학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동네 이야기!  

우리가 살고 있는 기역의 특징과 관련된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알아가고 참여자 간 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지역에 

대해 알아간다. 참여자들에 의해 발견되고 공유된 지역의 

이슈와 의미가 통하는 노래를 찾아 부르고, 공연을 하며 

지역의 의미 있는 행사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진다. 지역의 

주제를 참여자들이 함께 공유하고 노래와 문학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

일시 : 4.3~10.27, 19:30~21:30 (24회) ※매주 화요일

대상 : 지역주민(성인) 누구나(문화소외계층 포함)

장소 : 용산구 효창동 작은도서관 고래이야기

문의 : 고래이야기 010-6375-8332

고래이야기  함께 노래하는 마을 이야기 합창 문학악기연주 공공소통예술

시각 스토리텔링

미디어 음악 국악 연극

전통공예

무용음악 문학

중
랑
구 디자인 발상과정을 통한 나의 동네 도시 이미지를 브랜드 

디자인 하는 프로그램

디자인으로 다시 보는 우리 동네의 모습!  

‘면목동의 풍경, 역사, 스토리, 이웃을 대한 새로운 풍경을 

찾아간다. 디자인 발상기법으로 우리 동네 브랜드 이미지를 

제작해보고 타이포그래피, 마인드맵핑 낙서하기, 픽토그램, 

다이어그랩, 옵아트 등 우리 동네의 아트상품, 포스터를 

직접 디자인하는 시간을 가진다.

일시 : 1기  4.29~7.15, 10:30~13:30 (12회)

2기  7.22~10.14, 10:30~13:30 (12회) ※매주 일요일

대상 : 면목동 부근 지역주민(미취학 아동포함 가족) 20명

장소 :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면목정보도서관 

문의 : 서울어바웃아트센터 010-6455-7670

서울어바웃아트센터  붕어빵 가족의 동네 스케치 미술 디자인 인문학

사진 목공미디어 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