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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 들려주는 정조이야기, 행궁야사(夜史) 

밤이 들려주는 정조이야기, 행궁야사[夜史]는 한국의 행궁을 대표하는 

‘수원 화성행궁’의 곳곳을 이동하며 전문해설과 함께 아름다운 도심 속 

궁궐야경을 감상하고 관객참여형 역사극을 즐기는 야간 관람프로그램

입니다. 

일   시  10.01(일) ~ 10.03(화) 19:30~22:30

장   소  화성행궁, 화령전 

요   금  20,000원/인

문   의  화성마케팅부 031-290-3632~6

행사

수원화성 불빛 축제
세계문화유산 등재 20주년을 맞이하여 횃불 행렬 재현과 수원화성을 

테마로 한 화려한 멀티미디어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EDM)쇼

기     간  10.13(금) ~ 10.14(토) 

장      소  연무대 일원

주요내용  - 멀티미디어& 레이저 쇼

               - 횃불 퍼포먼스

               - 체험프로그램

               -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EDM)

문      의  화성마케팅부 031-290-3612

세시풍속-북새통 '중양절'

세시풍속-북새통 ‘중양절’

음력 9월 9일로 날짜와 달의 숫자가 같은 중일 명절 중 하나인 

중양절을 맞이하여 선조들의 국화차 마시기, 전통놀이 등 중양절 

풍습 체험

기    간  10.27(금) ~ 10.28(토) 

장   소  수원전통문화관

문    의  전통문화기획팀 031-247-3763~4



10월 문화소식

행사

화서문 공공한옥 문화예술 프로그램

전통예술 교육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국악공연, 공방작품 전시 및 

체험 등 다양한 전통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

① 전통예술교육 : 매주 화~금요일 8개 과목 운영

② 국 악 공 연 : 매주 토, 일요일 13:00

③ 공방작품전시 : 상설운영 10:00-17:00 (월요일 휴관)

④ 공방공예체험 : 매주 토, 일요일 13:00-16:00

장    소  화서문 공공한옥

관람료   무료 (유료체험 : 성인 5,000원/ 청소년 2,000원) 

문     의  수원전통문화관 한옥운영팀 031-247-9368 

             화서문 공공한옥 : 070-4241-7798      

수원남문시장 K-Sale Festa in Suwon

글로벌명품 수원남문시장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대규모 쇼핑·

관광행사  

일    시  10.20(금) ~ 금·토·일 13:00 ~ 22:00

장    소  수원남문시장 일원

문     의  글로벌사업단 031-207-7913

2017 생생문화재 “정조와 함께하는 행궁 나들이” 

2017 문화재청 생생문화재에 선정된 사업으로, 수원을

대표하는 문화재인 화성행궁과 세계문화유산 수원화

성의 콘텐츠를 활용한 1박2일의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기    간  5기: 10.21.(토) ~ 22.(일) / 6기: 10.28.(토) ~ 29.(일) 

장    소  수원화성 일원 및 화성행궁 

참가비  중학생이상 1인 5만원, 중학생미만 1인 4만원

문     의  화성마케팅부 290-3636
슬기샘 달별캠프

천체 관련 실험 및 만들기 수업 후, 도서관 밖 공원에

서 밤하늘의 달, 목성, 금성 등을 천체 망원경을 통해 

직접 관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접    수  10.17(화)

일    시  10.27(금) 19:00 ~ 21:00

장   소  슬기샘 2층 어울림터 및 만석공원

대    상  초등 전 학년 30명 및 학부모

문     의  슬기샘어린이도서관(031-247-7656)

추석맞이 송편 빚기_송편이 데굴데굴

추석을 맞아 송편 빚고 이웃들과 다 함께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 보내기

일    시  10.14(토) 10:00 ~ 17:00

장   소  바른샘 2층 어울림터

인   원   60명 (접수 필수)

문     의  바른샘어린이도서관(031-216-9373)

리틀정조체험학교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을 돌아보며 문화유산 주변 탈거리,

볼거리, 배울거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체험해볼 수 

있는 현장학습 프로그램

일    시  10.22.(일), 10.29.(일) 09:30~16:30

장    소  수원화성일원

참가비  1인 20,000원

문     의  화성마케팅부 031-290-3615

교육

향교골에서 만난 정조임금님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 수원소재 초등학교 3-5학년 학생들이 수원향교에서 조선시대 교육을 체험하고 정조

  와 함께 행궁까지 행차하며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일    시  10월 매주 화·목요일 9:30-12:00

놀러가자 우리향교

- 수원향교를 방문하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향교체험 

  프로그램

일    시  10월 14일, 21일, 28일 토요일 / 10:00-12:30

청소년 지역해설사와 함께하는 수원화성 나들이

- 청소년 지역해설사에게 듣는 초등학생 맞춤형 역사 해설 

   프로그램

일    시  10월 14일, 21일 토요일 / 14:00-16:00

문    의  문화사업부 031-290-3553 



교육

오예스 (오늘날 예술인들에게 꼭 필요한 스킬)

전문예술인들의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일   시  10월 매주 화요일 19:00~21:00

장  소  수원문화재단 지하 1층 영상실

대   상  전문예술인 및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선착순 60인)

문    의  문화사업부 031-290-3553

2017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연극탐험대>

수원SK아트리움에서 ‘연극’의 이론, 체험, 감상, 평가를 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    간  10월 매주 토요일

           

장   소  수원SK아트리움

수강료  무료

문    의  공연사업부 031-250-5324

교육일자(각 4차시)

9/16, 9/23, 10/14, 10/21

10/28, 11/4, 11/11, 11/18

기수 (오전반/오후반)

5기(오전반)  10시 - 13시

6기(오후반) 14시 - 17시

7기(오전반)  10시 - 13시

8기(오후반) 14시 - 17시

일시 (5회차)

10.18 / 10.25 / 11.01 / 11.08 / 11.11

10.19 / 10.26 / 11.02 / 11.09 / 11.11

10.20 / 10.27 / 11.03 / 11.10 / 11.11

장  소

지혜샘 어린이도서관

슬기샘 어린이도서관

바른샘 어린이도서관

고생물탐험 - 쥬라기학교

과정 중심의 체험 교육을 통해 중생대 지구 생명 역사를 배우고 화석 표본 전시와 관련

도서를 통해 생물학, 지구과학 기초정보 습득 합니다.그리고 중생대 환경을 직접 눈으

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자연사박물관을 견학합니다..

접    수  09.26(화) ~ 선착순 모집 완료시까지

           

참가비  마지막 5회차 우석헌자연사박물관 견학 참가비 1인당 15,000원

대    상  초등 3-5학년 30명 (각 도서관 10명씩)

문    의  슬기샘어린이도서관 031-247-7656

            지혜샘어린이도서관 031-225-6150

            바른샘어린이도서관 031-216-9373

오색찬연 궁중병과 체험 프로그램

궁중의 떡, 한과, 음청류 체험

일    시  10.14 ~ 매주 토요일 14:00~17:00

인    원  회당 20명 (선착순 모집) 

대    상  성인

장    소  전통식생활체험관 조리실

수강료  회당 25000원 (※ 재료비 포함)

문    의  수원전통문화관 031-247-5612

장       르 장       소일       시

공공예술 매주 금요일 16:00 슬기샘어린이도서관

무       용 매주 화요일 15:30 슬기샘어린이도서관

미술 + 인문학 매주 금요일 15:30 지혜샘어린이도서관

체험 + 인문학 매주 화요일 10:00 지혜샘어린이도서관

연       극 매주 수요일 16:00 바른샘어린이도서관

음악 + 글쓰기 매주 월요일 16:30 수원문학인의집

영       화 매주 월,화요일 18:30 수원문학인의집

오늘은 공공예술 하는 날!

몸으로 상상하기

금요일 오후 도서관에서

살아있는 동화 속 주인공

을 만나요

도자기에 담긴 우리집

식탁이야기

연극으로 만나는 수원의

설화 - 천년용의 비밀

나의 노래 작곡 프로젝트

화의 모든 것 이렇게 만날

수 있다

열린 문화예술교육

수원시민 누구나 함께 즐기는 다양한 장르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문    의  문화사업부 031-290-3552



10월 문화소식

공연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All Beethoven

2007년 그의 나이 예순 한 살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32곡) 마라톤 리사이틀을 완수한 백건우가,

10년 만에 다시 ‘피아노의 신약성서’(한스 폰 뷜로 베를린 필 초대 지휘자 코멘트) 앞에 앉는다. 3월 31일

김해를 시작으로 10월 14일 수원SK아트리움까지 전국 40여곳에서 백건우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회가

시리즈로 열립니다.

   - 소나타 17 번  d 단조 , Op. 31-2 "Tempest ( 템페스트 )"

   - 소나타 30 번  E 장조 , Op. 109

   - 소나타 10 번  G 장조 , Op. 14-2 

   - 소나타 23 번  f 단조 , Op. 57 "Appassionata ( 열정 )" 

일    시  10.14.(토) 16:00

장    소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

관람료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문     의  공연사업부 031-250-5322

연극데이트 시리즈5 <국민연극 라이어 1탄>

대한민국 500만 관객의 선택! 최장기 오프런 공연의 끝나지 않는 기록! 거짓말은 하는 것보다 들키는

것이 더 나쁘다! 기막힌 거짓과 어설픈 진실, 속고 속이는 우리의 인가사를 통렬한 웃음으로 선사하는

영국의 희곡 작가 레이쿠니(Ray Cooney)의 대표작 ‘라이어’

일   시  10.20.(금) 20:00 ~ 10.21.(토) 15:00/18:00

장   소  수원SK아트리움 소공연장

관람료  전석 3만원  

문    의  공연사업부 031-250-5326

박종훈의 아침클래식

- 피아니스트 박종훈의 영상, 해설,

   연주가 함께 있는 수원SK아트리

   움의 고품격 클래식 콘서트

- 10월 주제 : ‘음악은 여행이다’ 

   인간은 음악을 단순히 이야기나 

   상징적 의미를 담아내는 것은 물

   론이고 특정한 민족의 혼을 담으

   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각 나라

   의 민요와 탱고를 통해서 음악의

   세계 여행 이야기를 해 봅시다. 

- 연주곡 : 러시아 민요 ‘검은 눈동자’, 피아졸라 ‘리베르탱고’,

   여인의 향기 OST 등

출연진  박종훈(해설/피아노), 첼리스트 예슬(첼로), 

            조우태(바이올린), 진선(반도네온)

일   시  10.25.(수) 11:00

장   소  수원SK아트리움 소공연장

관람료  전석 15,000원 (문화가 있는 날 15% 할인)

문   의  공연사업부 031-250-5324

정형일 ballet creative 

<新도미부인 Red Motion>

2015 PAfe 경기전문예술 창작지원 쇼케이스 우수작 !

실존했던 백제시대 한 부부의 지고지순한 사랑이야기

를 창작현대발레로 연출!

정절 혹은 순결에 대한 일방적인 관습의 역사 속에서

과거 상투와 도포자락에 감춰버린 남성들의 성적판타

지와 이기심. 지식과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에 대한 저항

의 몸부림 그리고 사회적 잣대에 둘러쳐진 굴레에 대한

반항의 몸짓이 시작된다.

일   시  10.27.(금) 19:30

장   소  수원SK아트리움 소공연장

관람료  전석 1만원

문   의  공연사업부 031-250-5326   

아트리움가을나들이

10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수원SK아트리움이 권선구와 영통구

로 가을나들이를 떠납니다. 수원 제1야외음악당과 권선 서수원 칠

보체육관에서 수원SK아트리움 펼치는 명품 공연을 만끽할 수 있

습니다.

첫 번째 나들이 : 고상지탱고콘서트  

일   시  10.25.(수) 19:30 

장   소  수원 제1야외음악당

출연진  고상지 일렉트릭 탱고밴드(보컬 최고은)

관람료  무료

문   의  공연사업부 031-250-5300

두 번째 나들이 : 뮤지컬갈라콘서트

일   시  10.27.(금)  19:30

장   소  서수원 칠보체육관

출연진  홍지민, 민우혁, 더원, 임정희

거리로 나온 예술

아마추어 예술인, 동아리, 동호회 등

무대에 서기 힘든 예술인의 활동 공간

마련 및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거리공연

출    연  꾼꼬빗사위 등 5개팀 

일    시  10.14.(토) 11:00

            10.18.(수) 18:00

장    소  남문로데오청소년공연장,

             매산로 테마거리

관람료   무료

문     의  문화사업부 031-290-3544



공연

찾아가는 문화마중 “힐링 콘서트”

문화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문화향수

기회를 증진하고, 문화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다중이용 시설을 대

상으로 한 수준 있는 방문형 찾아가는 공연

출연진  바리톤 한명원, 강형규, 오동규, 소프라노 서운정,

               한윤미 일렉트론 밴드 

- 영화 스타워즈 테마곡,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하망연

  (대장금의 OST),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중 지금 이 순간 등 최고

   의 명곡

일    시  10.21.(토) 17:00-18:30

장    소  수원제1야외음악당

관람료   무료

문  의  문화사업부 031-290-3542

2017 추석특별공연

추석한가위 명절에 수원을 찾은 시민•관광객 여러분

에게 우리 전통의 멋드러진 공연으로 보답하고자 합

니다. 남사당놀이 전문집단 "천지개벽" 팀의 풍물, 버나

돌리기, 탈놀이, 무동놀이, 줄타기 및 수원 지역의 젊은

예술인들이 만든 단체인 "SW아트팩토리"의 전통무용 

공연이 콜라보로 진행됩니다.

일   시  10.3.(화) ~ 10.7.(토) 14:00-15:30 

장   소  화성행궁 신풍루

관람료  무료

문   의  화성마케팅부 031-290-3638

근현대예술조망 사업 ‘극장유람’ 연장 전시

수원을 대표하는 근대적 문화장소 ‘극장’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조

망하고, 근현대 유산으로서의 도시 건축물, 장소에 대한 문화적 인

식 촉진을 위한 전시

기    간  10.11.(수) ~ 11.10.(금) 

장    소  수원미술전시관 PSⅡ

문     의  문화사업부 031-290-3534

분황사 우물에는 용이산다
-배유안 글, 오진욱 그림, 파란자전거, 2010

컴퓨터 게임에 빠진 저팔계
-천추스 글, 윤세열 그림, 나한기획, 2016

10.10(일) ~ 10.22(일)       10.10(화) ~ 10.22(일) 

슬기샘어린이도서관 3층 자료실 복도       지혜샘어린이도서관 2층 로비

기      간

장      소

어린이도서관과 함께하는 원화 전시

작품과 작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림책 원화전시

 문    의       슬기샘어린이도서관 031-247-7656

                  지혜샘어린이도서관 031-225-6150 

전시

어린이미술체험관 기획전시 <두둥실, 하늘을 나는 법>

새로운 시각으로 일상적 삶을 만화적인 상상력으로 보여주는 주혜

령 작가의 작품으로 전시 및 연계프로그램 구성. 전시 감상 및 프로

그램 참여를 통하여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

기    간  09.26(화) ~ 01.31(수) 

장    소  어린이미술체험관

문     의  문화사업부 031-211-0343

바다가 준 선물 ‘가시야 가시야’展

다양한 어종의 물고기 뼈와 조개껍질로 예술작품을 만

드는 최찬미 작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 전시

연계프로그램은 바다 속을 재현한 젤리양초 만들기, 상

설체험프로그램은 버려진 물건을 재활용해 예술작품

으로 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 아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    간  07.18.(화) ~ .10.27.(금) 

장    소  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

문     의  문화사업부 031-269-3647

나도 큐레이터 4기 작품 전시회_<생각의 바다로>

‘나도큐레이터 4기’ 참여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미술 작품 전시회

기    간  09.23.(토) ~ 10.15.(일) 

장    소  바른샘어린이도서관 3층 전시공간

관람료   무료

문     의  바른샘어린이도서관 031-216-9373



싹ssac틔움 회원 명단
물 회 원 김승국 배영애 신희선 김종수 최창혁 김남훈 임금자 최용진 황연주 김서연 김정희 김영훈 전효정 

씨앗회원 이진석 한수민 최진봉 한예지 김현주 박병규 정다미 이진희 하진주 고서진 신혜숙 엄주용 이규영 

              김다롱 최영옥 한아름 최화섭 조성면 박정봉 박완열 박상이 차광수

싹ssac틔움 회원이 되어주세요

싹ssac에 정기기부를 해주실 싹ssac틔움 회원을 모집합니다. 

모두가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을 꿈꾸며,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싹ssac이란 

Suwon Sightseeing•Art•Culture를 의미하며 시민과 함께 문화•예술•관광의 ‘싹ssac’을 틔우고자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기부, 이렇게 참여합니다

ARS기부 060-700-1199 (통화당 2,000원)

온라인기부 홈페이지 하단 싹ssac 배너 클릭

현금기부 기업은행 168-020092-01-446 (재)수원문화재단

문의 및 신청하기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 (재)수원문화재단

전화 031-290-3564

홈페이지 give.swcf.or.kr

싹틔움 소식

싹ssac틔움 회원이 되시면

씨앗 회원

(연간회원)

月 3,000원 이상

年 30,000원 이상

물 회원

(연간회원)

月 10,000원 이상

年 100,000원 이상

•年 4회

   문화꾸러미 발송

햇살 회원 1,000,000원 이상

•인인화락 광고 게재

•기획공연 티켓제공

•기부자 네이밍 지정

•기업 임직원을 위한 

   문화행사 기획

•감사카드 발송

•기부금 영수증 발행

•월간 뉴스레터 발송

•인인화락 명단 게재

•인인화락 발송

개인

기업

주체 구분 후원액 특별예우 기본예우

제54회 수원화성문화제와 함께하는 야외모금 캠페인
지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동안 제54회 수원화성문화제와 연계하여 수원문화예술 기부 프로젝트 싹ssac 야외모금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만의 싹ssac틔움 화분만들기>를 진행하였으며 참가비 전액은 수원문화예술 기부프로젝트 

싹ssac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체험해 참가해 주신 모두가 기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3일간 모금 캠페인을 통해 

현금 814,400원이 모금되었으며, 3명의 새로운 정기후원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금된 순수기부금은 수원문화재단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며, 사용내역은 연말에 뉴스레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기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뿌린 문화예술의 씨앗이 커가는 모습을 잘 지켜봐주세요 !



재단소식

중국국제여유교역회(CITM) 수원시 홍보관 운영 

중국 운남성 쿤밍에서 열리는 중국 최대의 관광박람회에 참가, 수

원시 홍보관을 운영하여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및 화성행궁 등 

수원시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홍보합니다.

일        시  2017.10.20.(금) ~ .10.22.(일) 

장        소  중국 운남성 쿤밍시

참가규모   전시 총면적 180m (한국관 공동부스)

문         의  화성마케팅부 031-290-3613

수원문화재단 운영시설

수원SK아트리움 
장안구 이목로 24-25 / 031-250-5300

슬기샘어린이이도서관
장안구 송정로 9 / 031-247-7656
09:00~18:00 (월 · 공휴일 휴관)

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풀잎
장안구 경수대로 1274 / 031-269-3647
10:00~18:00 (월 · 일요일 휴관)

수원미술전시관
장안구 송정로 19 / 031-243-3647
10:00~18:00 (월요일 휴관)

지혜샘어린이도서관 
권선구 동탄원천로 818 / 031-225-5566
09:00~18:00 (월 · 공휴일 휴관)

바른샘어린이도서관
영통구 매봉로 10 / 031-216-9933
09:00~18:00 (월 · 공휴일 휴관)

어린이미술체험관
영통구 중부대로 448번길 97 / 031-211-0343
10:00~18:00 (월 · 일요일 휴관)

화성행궁•수원화성
팔달구 정조로 825 / 031-228-4677 

화서문공공한옥
팔달구 화서문로 19 / 070-4241-7798
09:00~18:00 (월요일 휴관)

행궁길갤러리
팔달구 행궁로 18 / 031-290-3552
10:00~18:00

수원전통문화관 
팔달구 정조로 893 / 031-247-3764
09:00~18:00 (월요일 휴관)

수원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
팔달구 수원천로 372 / 031-228-4613



임시공휴일 개천절 추석

10월 문화달력

(재)수원문화재단   A 1626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11(남창동)   H www.swcf.or.kr   T 031-290-3600   F 031-290-3570   E swcf_kr@swcf.kr

상설공연

교육 전통예술 교육 (10.10~)

교육,체험

전시

근현대예술조망 ‘극장유람’ 전시

공방공예작품 전시 (화-일요일)

공공한옥 국악공연 (10.14 토•일 13시)

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1 5 6 73 4

10 11 12 13 148 9 한글날

행사 밤이 들려주는 정조이야기, 행궁야사 @화성행궁 화령전

공연 추석 특별공연 - “풍물, 줄타기, 전통무용 + 강강수월래

체험 공방공예체험 (10.10~ 토 · 일 13:00-16:00)

두둥실, 하늘을 나는법 

가시야, 가시야( ~10. 27)

수원SK아트리움 수원화성일대

수원미술전시관

수원전통문화관 행궁길갤러리화서문공공한옥

바른샘어린이도서관 슬기샘어린이도서관

수원문학인의집

기타지혜샘어린이도서관 어린이미술체험관 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

교육 업사이클링 아트( 10.7~10.27)

교육 시민정규 (규방공예 / 다례,예절)

교육 뚝딱뚝딱 이야기 보따리

교육 열린문화예술교육

교육 열린문화예술교육

교육 궁중음식교육

        (입문,중급)

교육 전통악기체험

교육 전통병과교육(떡과정)

교육 궁중병과 체험

행사 수원화성 불빛 축제

교육 학생단체예절교육

전시 한국전통생활매듭 공예전

교육 반짝반짝 빛나는 깨끗한 바다나라

교육 열린문화예술교육

교육 향교골에서 만난 

        정조임금님 @수원향교

교육 향교골에서 만난 

        정조임금님 @수원향교

공연 백건우 All Beethoven

분황사 우물에는 용이 산다 (10.10~10.22)

컴퓨터게임에 빠진 저팔계 (10.10~10.22)

생각의 바다로 (10.15)

교육 전문예술인교육 오예스

공연 장용영 수위의식

교육 상상톡톡 탐험대

행사 송편이 데굴데굴

교육 연극탐험대

15 16 17 18 19 20 21

교육 전통악기체험

교육 시민정규 (규방공예 / 다례,예절) 교육 학생단체예절교육

교육 반짝반짝 빛나는 깨끗한 바다나라

교육 열린문화예술교육

교육 향교골에서 만난 

        정조임금님 @수원향교

교육 조물조물 연희공방

모집 슬기샘달별캠프

전시 Candle in the Wind

교육 열린문화예술교육

교육 궁중음식교육

        (입문,중급)

교육 고생물탐험

       쥬라기학교

교육 열린문화예술교육

교육 전통병과교육(떡과정)

행사 수원남문시장 K-Sale Festa in Suwon

공연 국민연극 라이어 1탄

교육 궁중병과 체험

전시 중국국제여유교역회 (CITM) @수원시홍보관

교육 향교골에서 만난 

        정조임금님 @수원향교

교육 꼬물꼬물 움직임 교실
교육 뚝딱뚝딱 이야기 보따리

교육 열린문화예술교육

교육 전문예술인교육 오예스

교육 쥬라기학교

교육 상상톡톡 탐험대

교육 연극탐험대

교육 쥬라기학교

22 23 24 25 26 27 28

Candle in the Wind

행사 리틀정조 체험학교

수원남문시장 K-Sale Festa in Suwon

         중국국제여유교역회 교육 열린문화예술교육

교육 향교골에서 만난 

        정조임금님 @수원향교

교육 열린문화예술교육

전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10.30)

교육 반짝반짝 빛나는 깨끗한 바다나라

교육 시민정규 (규방공예 / 다례,예절)

교육 전통악기체험

교육 학생단체예절교육

교육 열린문화예술교육

교육 문화가 있는날 프로그램

교육 궁중음식교육

        (입문,중급)

교육 전통악기체험

공연 박종훈의 아침클래식

공연 아트리움가을나들이

         @수원제1야외음악당

교육 슬기샘달별캠프

교육 열린문화예술교육

교육 세시풍속 북새통절 중앙절

교육 전통병과교육(떡과정)

공연 아트리움가을나들이

         @서수원칠보체육관

공연 정형일 Ballet Creative

<新 도미부인 RED MOTION>

교육 향교골에서 만난 

        정조임금님 @수원향교

교육 궁중병과 체험

교육 뚝딱뚝딱 이야기 보따리

교육 전문예술인교육 오예스

교육 조물조물 연희공방

교육 뚝딱뚝딱 이야기 보따리

교육 쥬라기학교

교육 꼬물꼬물 움직임 교실

교육 향교골에서 만난 

        정조임금님 @수원향교

교육 쥬라기학교

교육 쥬라기학교

교육 상상톡톡 탐험대

교육 연극탐험대

K-Sale Festa in Suwon

29 30 31

행사 리틀정조 체험학교 교육 열린문화예술교육

교육 열린문화예술교육

전시 장현순개인전

교육 시민정규     

         (규방공예 / 다례,예절)

교육 전통악기체험

교육 조물조물 연희공방

교육 전문예술인교육 오예스

교육 뚝딱뚝딱 이야기 보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