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경기공연예술 창작쇼케이스

수원
문화재단
월간

뉴스레터

11
2017

공연

2017 경기공연예술 창작쇼케이스

경기문화재단과 수원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경기문화재단 전문예술 

창작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9개 작품의 쇼케이스와 심포지엄

일   시  11.07(화) ~ 11.10(금) 

장   소  수원SK아트리움 소공연장 및 리허설룸 

문   의  공연사업부 031-250-3526

11.7(화)

11.8(수)

11.9(목)

11.10(금)

구분

19:00

~20:15

15:00

~17:30

19:00

~20:15

19:00

~20:55

19:00

~20:05

17:30

~18:30

시간

심포지엄(리허설룸)

경기도 공연예술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 경기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창작쇼케이스1(소공연장)
한오백년 주제에 의한 강원도 아리랑 Fantasy(나인9뮤직소사이어티)
이중섭의 편지(극단 봄)

창작쇼케이스2(소공연장)
어린이를 위한 창작음악 콘서트 ‘민이의 음악책장’(경기현대음악협회)
할머니(창작집단V.O.I.C.E2)

창작쇼케이스3(소공연장)
24/24이십사분의 이십사(극단 청년단)
바다를 담은 소녀(더원댄스컴퍼니)
나무도장(극단 올리브와 찐콩)

창작쇼케이스4(소공연장)
산대희-산더미(예술불꽃화랑)
굴댕이(지음오페라단)

리셉션(대공연장 로비)

행사명



11월 문화소식

공연

2017수원시민가곡제

가곡에 관심 있는 수원시민들이 직접 참가하여 만들어 가는 '2017 수원시민가곡제'

일    시  11.19.(일) 17:00

장   소  수원SK아트리움 소공연장

관람료  무료

문    의  공연사업부 031-250-5322

전원경의 미술관 옆 음악당 시즌2

두 번째 시즌을 맞은 <전원경의 미술관 옆 음악당>은 ‘세계의 다양한 도시로 떠나는 미술, 

음악, 역사 여행!’ 서양의 다섯 개 도시를 주제로 미술작품과 음악작품들이 태어난 공간적 

배경이나 역사적 사건을 예술전문 작가 전원경의 소개로 들여다보는 인문학 강연콘서트! 

11월의 테마  상트 페테르부르크_광활한 대지에서 탄생한 걸작들

출연진  전원경(강연), 김주영(피아노), 박혜준(첼로), 신자민(메노 소프라노)

일    정  11.28.(화) 11:00

장   소  수원SK아트리움 소공연장

관람료  전석 15,000원 

문    의  공연사업부 031-250-5324

어린이 미술체험관 기획전시<두둥실, 하늘을 나는 법>

새로운 시각으로 일상적 삶을 만화적인 상상력으로 보여주는 주혜령 작가의 작품 감상 및

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시

일    시  09.26.(화) ~ 2018. 01.31.(수) 

장   소  어린이 미술체험관

문    의  문화사업부 031-211-0343

내가 만든 종이인형展

종이인형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완성 된 시민들의 종이인형 작품 전시

일    시  11.07.(화) ~ 11.13.(월) 

장   소  행궁길갤러리

문    의  문화사업부 031-290-3553

전시

돌멩이의 반란展

주변 환경에서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돌멩이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재창조하는 

김종렬 작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 전시연계프로그램은 지구의 역사를 배우는 

<돌고 도는 돌멩이>와 돌멩이로 창의력을 키우는 <꿈꾸는 돌멩이> 체험프로그램 운영

일    시  11.10.(금) ~ 2018.1.30.(화) 

장   소  어린이 생태미술체험관

문    의  문화사업부 031-269-3647

연극 <옥탑방 고양이>

창작연극 사상 최초 6년 연속 연극 예매율 1위 스테디셀러! 연극 <옥탑방고양이>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이미 2003년 MBC드라마로도 각색되어 젊은 층에게 큰 

호응을 얻은 작품. 건축가를 꿈꾸는 까칠한 서울남자 경민과 드라마 작가를 꿈꾸고 상경한 

시골 촌뜨기 처녀 정은이 옥탑방에 동거하며 일어나는 청춘 로맨스와 취업난 등의 힘든 

삶의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 청년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서도 남녀

간의 설레는 로맨스와 동거라는 자극적인 멜로 소재를 다뤘다는 점에서 많은 관객들의 

공감과 관심을 얻고 있는 작품

일   시  11.17.(금) 20:00 / 11.18.(토) 15:00, 18:00 (총3회)

장   소  수원SK아트리움 소공연장

관람료  전석 30,000원

문   의  공연사업부 031-250-5326



수원화성 달빛동행

수원화성, 화성행궁 야간투어 프로그램으로 환하게 쏟아지는 달빛아래 시와 이야기가 

있는 감성해설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고 화성행궁 안에서 전통연희를 

즐기는 야간 프로그램

일   시  11.02.(목) ~ 11.04.(토) 

장   소  수원화성 일원

대   상  초등학생 이상

관람료  20,000원 / 1인

문    의  화성마케팅부 031-290-3632

화서문 공공한옥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역민과 관광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국악공연, 공방작품 전시 및 

체험 등 다양한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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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247-9368 

리틀정조체험학교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을 돌아보며 문화유산 주변 탈거리, 볼거리, 배울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체험해볼 수 있는 현장학습 프로그램

일   시  11.12.(일) 09:30~16:30

장   소  수원화성일원

관람료  1인 20,000원

문    의  화성마케팅부 031-290-3615

2017 생생문화재 <정조와 함께하는 행궁 나들이> 

2017 문화재청 생생문화재에 선정된 사업으로, 수원을 대표하는 문화재인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의 다채로운 콘텐츠를 활용해 가족과 함께 즐기는 1박2일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일   시  11.11.(토) ~ 11.12.(일) (7기) 

장   소  수원화성일원 및 화성행궁

참가비  성인 50,000원 / 학생 40,000원

문    의  화성마케팅부 031-290-3636

행사



11월 문화소식

오예스(오늘날 예술인들에게 꼭 필요한 스킬)

전문예술인들의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일   시  11.07, 11.14, 11.22(화) / 19:00~21:00

장   소  수원문화재단 영상실

대   상  전문예술인 및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문    의  문화사업부 031-290-3553

식탁의 품격 ‘김치를 담그다’

 ‘맛있고 건강한 김치’와 ‘궁중김치’를 담그는 김치 체험 수업

일   시   -맛있고 건강한 김치 : 11.07(화) 14:00~16:00

             -궁중김치 : 11.09(목) 14:00~16:00

장   소  전통식생활체험관 조리실

대   상  회당 20명

문    의  문화교육팀 031-247-5612

교육

문    의  문화사업부 031-250-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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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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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자연사박물관을 견학합니다.

접    수  09.26(화) ~ 선착순 모집 완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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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슬기샘어린이도서관 031-247-7656

            지혜샘어린이도서관 031-225-6150

            바른샘어린이도서관 031-216-9373





싹ssac틔움 회원 명단

햇살회원 KT&G 신한은행

물 회 원 김승국 배영애 신희선 김종수 최창혁 김남훈 임금자 최용진 황연주 김서연 김정희 김영훈 강남철 전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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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옥 한아름 최화섭 조성면 박정봉 박완열 차광수 박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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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기업

주체 구분

씨앗 회원

(연간회원)

月 3,000원 이상

年 30,000원 이상

후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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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예우

•감사카드 발송

•기부금 영수증 발행

•월간 뉴스레터 발송

•인인화락 명단 게재

•인인화락 발송

기본예우

재단 융복합 오디션 꼴라보로 

수원문화예술기부 싹ssac x 예술교육프로그램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기부금 조성 예술교육프로젝트
재단은 7월 28일부터 8월 25일까지 총 8회에 거쳐 조원동 드림지역아동센터에서 동양화 기법을 통해 한국의 역사문화를 배우는 인문학과 

미술이 결합된 예술 교육 프로그램인 ‘선덕여왕과 모란꽃’을 진행하였습니다. ‘선덕여왕과 모란꽃’은 수원문화예술 기부프로젝트 싹ssac에 

모금된 기부금으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기부금 모금을 위하여 지난 5월에 행궁광장과 지혜샘어린이도서관에서 ‘마음이 움직이는 

놀이터 – 오토마타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유튜브에 ‘수원문화예술 기부 싹ssac’을 검색하시면 프로젝트 결과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원문화예술기부프로젝트 싹ssac은 모금된 기부금을 활용하여 수원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해주세요. 

오토마타 만들기 체험 모금결과  3,095,000원 

예술교육프로젝트 기부금 사용내역

3,025,500원

오토마타 재료구입

체험프로그램 강사비

합계

프로그램 운영 단체 협약금

25,500

100,000

2,900,000

금액

찬미아트창작소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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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247-9806~8
09:00~18:00 (월요일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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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전통문화관 
팔달구 정조로 893 / 031-247-3765(기획), 5615(교육)
09:00~18:00 (월요일 휴관)

수원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
팔달구 수원천로 372 / 031-228-4613

중국국제여유교역회(CITM) 수원시 홍보관 운영

중국에서 열리는 최대 관광박람회 중 하나인 중국국제여유교역회(CITM)에 

참가하여 수원시 홍보관을 운영,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및 화성행궁 등 

수원시의 다양한 관광자원 홍보

일   시  11.17.(금) ~ 11.19.(일) 

장   소  중국 운남성 쿤밍시

문    의  화성마케팅부 031-290-3613

수원관광설명회 및 세일즈콜 in 하노이

2016년 방한 관광객 8위에 달하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여행사 및 언론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원관광설명회를 진행

일   시  11.07.(화) ~ 11.09.(목)

장   소  베트남 하노이 내

대    상  베트남 현지 여행사 및 언론인 관계자 등

문    의  화성마케팅부 031-290-3613



수원SK아트리움 수원전통문화관 행궁길갤러리화서문공공한옥 수원문학인의집

어린이미술체험관 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

수원미술전시관

기타

수원화성일대

바른샘어린이도서관 슬기샘어린이도서관지혜샘어린이도서관

11월 문화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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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멩이의 반란 11.10~

두둥실, 하늘을 나는 법

공방공예작품 전시 (화-일요일)

전시 상설공연

공공한옥 국악공연 (토•일 13시)

무예24기 공연 (화-일요일 11시)

순라군 (토•일)

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1

전시 장현순개인전

행사 수원화성 달빛동행

교육 전통병과-한과과정교육 교육 궁중병과체험

교육 궁중음식교육 교육 학생단체예절교육 체험 공방 공예체험

행사 전통놀이 시연

교육 고생물탐험!쥬라기학교

교육 열린문화예술교육

교육 전통놀이 시연

교육 열린문화예술교육

교육 고생물탐험!쥬라기학교 교육 고생물탐험!쥬라기학교

3 4

공방 공예체험

교육 열린문화예술교육

26 27 28 29 30

교육 시민정규(규방공예 / 다례, 예절)

전시 79美_2017만남展

교육 열린문화예술교육

교육 문화가있는날프로그램

공연 전원경의 미술관 옆 

         음악당 시즌2

교육 세계미술산책

         -미술과도시

교육 문화가 있는 수요일

         영화상영

교육 궁중음식교육

교육 학생단체예절교육

교육 전통놀이 시연교육 전통악기체험

교육 열린문화예술교육

기담(奇談)_Oz마을이야기展

체험 공방 공예체험

전시 내가 만든 종이인형展

공연 2017경기공연예술창작쇼케이스장현순개인전

교육 고생물탐험!쥬라기학교

교육 열린문화예술교육

교육 궁중음식교육

교육 학생단체예절교육

교육 전통놀이 시연

교육 열린문화예술교육

7 8 9 10 115 6
교육 열린문화예술교육

교육 시민정규 (규방공예 / 다례,예절)

교육 전통악기체험교육

행사 2017 생생문화재 

“정조와 함께하는 행궁 나들이”

교육 열린문화예술교육

교육 오예스

교육 고생물탐험!쥬라기학교 교육 고생물탐험!쥬라기학교

교육 전통병과-한과과정교육
교육 궁중병과체험

교육 우석헌자연사박물관견학

공방 공예체험

아트포라 작가展

19 20 21 22 23 24 25

교육 우리집 김장하는날

전시 기담(奇談)_Oz마을이야기展

교육 전통악기체험교육

교육 시민정규(규방공예 / 다례, 예절)

교육 독토리교실 교육 요리팡!지식팡!

교육 열린문화예술교육교육 열린문화예술교육

교육 오예스 @안동하회마을

교육 학생단체예절교육

교육 전통놀이 시연

교육 전통병과-한과과정교육

교육 열린문화예술교육교육 우리동네 전래놀이터

공연 2017수원시민가곡제

공방 공예체험

체험 공방 공예체험

전시 아트포라 작가展

체험 공방 공예체험

12 13 14 15 16 17 18
내가 만든 종이인형展

교육 열린문화예술교육

교육 열린문화예술교육

교육 시민정규 (규방공예 / 다례,예절)

교육 전통악기체험교육

교육 열린문화예술교육

교육 궁중음식교육

교육 오예스

교육 독토리교실

교육 독토리교실
행사 리틀정조체험학교

교육 학생단체예절교육

공연 연극<옥탑방 고양이>

교육 전통놀이 시연

교육 전통병과-한과과정교육

행사 2017 생생문화재 

“정조와 함께하는 행궁 나들이”

공방 공예체험

교육

돌고 도는 돌멩이, 꿈꾸는 돌멩이 

11.14~ (화-금요일)

두둥실, 하늘을 나는 법

전통예술 교육 (화-금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