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

2017 제야콘서트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에서 새해맞이 타종행사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대표적인 연말 행사

일    시  12.31(일) 22:30 ~ 2018.01.01(월) 00:30

장   소  화성행궁 광장

관람료  없음

문    의  화성마케팅부 031-290-3635

교육

어린이도서관 자원활동가 교육 <책병원>

자원활동가 교육을 통해 다양한 활동 분야를 제공. 지속적인 자원활동가 

양성을 통해 도서관 중심의 지역 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일원으로, 책의 구조 파악과 책 보수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

일    시  ~12.15 (매주 화•금요일)

장   소  지혜샘, 바른샘어린이도서관

대    상  자원활동가

문    의  지혜샘어린이도서관 031-225-6150

            바른샘어린이도서관 031-216-9373

2017 샘샘샘어린이도서관 건축학교

어린이도서관과 K12건축학교 간의 파트너쉽. 어린이들에게 건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조 환경(built environment)에 대해 건축적인 사고를 

높여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일    시  ~12.23 (매주 토) 오전10시, 오후1시

장   소  슬기샘, 바른샘어린이도서관, 수원문화재단 기획전시실

대    상  초등학생 4~6학년 50명 (각 도서관별 25명)

문    의  슬기기샘어린이도서관 031-247-7656

            바른샘어린이도서관 031-216-9373

세계미술산책(미술과 도시)

세계의 유명한 미술 작품을 중심으로 서양미술사를 이해할 수 

있는 수원미술전시관 ‘문화가 있는 날’ 교육 프로그램

일    시  12.13(수) 19:00~21:00

장   소  수원미술전시관 2층 시청각실

대    상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문    의  문화사업부 031-243-3647

수원
문화재단
월간

뉴스레터

12
2017

제야콘서트



12월 문화소식

상기 내용은 주최측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연

창작판소리 <정조가>

수원문화재단이 만든 창작판소리 <정조가> 개혁군주 정조 

그가 그리던 세상 그리고 사랑. 조선 제 22대왕 정조의 

‘호호부실 인인화락(戶戶富實 人人和樂 집집마다 부유해

지고 사람과 사람들이 화목하고 즐거워야 한다)’처럼 

정조는 스스로가 바라던 세상을 꿈꾸며 1796년 9월 ‘수원 

화성’을 축성하기에 이른다. 정조의 위대한 업적과 대비

되는 그 이면에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를 버틸 수 있게 

해준 건 의빈성씨 덕임 그녀와의 사랑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 간 그의 위대한 

업적에 가려져있던 정조의 아름답고 안타까운 사랑이야기. 

일    시  12.07(목), 12.08(금) 19:30

장   소  수원SK아트리움 소공연장

관람료  전석 1만원

문    의  공연사업부 031-250-5323 노부스콰르텟 <노부스디케이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젊은 현악사중주단 

노부스콰르텟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이자 

국제 콩쿠르 입상자들이기도 한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 김영욱, 비올리스트 

이승원, 첼리스트 문웅휘 4명의 멤버가 

실내악에 대한 사명감으로 결성하여 2017년 

10주년을 맞이하였다. 우리 음악계가 처음으로 

가져본 세계적인 현악 사중주팀이자 실내악 분야의 세계 최고 

매니지먼트사인 짐멘아우어의 첫 한국인 아티스트로 2017년 12월, 

수원SK아트리움에서 선보이는대 세계적 수준의 연주 무대

연주곡 슈베르트 현악사중주 제12번 다단조, 작품 703 콰르텟자츠

           멘델스존 현악사중주 제6번 바단조, 작품 80

            드보르작 현악사중주 제13번 사장조, 작품 106

일    시  12.12(화) 19:30

장   소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

관람료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공연사업부 031-250-5322

뮤지컬 <빨래>

지친 현실에 위안과 희망을 주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는 나에게 선물하고 싶은 창작뮤지컬 

스테디셀러!

일    시  12.23(토), 12.24(일) 15:00 / 19:00 

장   소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

관람료  R석 5만원, OP석 3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공연사업부 031-250-5326

박종훈의 아침클래식

12월 주제 : ‘집으로 가는 길’ 

피아니스트 박종훈의 영상, 해설, 연주가 함께 있는 

수원SK아트리움의 고품격 클래식 콘서트

연주곡  Good Bait, Round Midnight, La Cucaracha, 

            L.O.V.E. 등

출연진  박종훈(해설/피아노), 김창현(베이스), 

            오종대(드럼), 하젤(보컬)

일    시  12.27(수) 11:00 

장   소  수원SK아트리움 소공연장

관람료  전석 15,000원 (문화가 있는 날 15% 할인)

문    의  공연사업부 031-250-5324

어린이미술체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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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09.26(화) ~ 2018.01.31(수) 

장   소  수원어린이미술체험관

문    의  문화사업부 031-211-0343

전시

기획전시 <수원연극사>

수원연극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수원연극과 관련된 인물, 장소, 공연 

등의 자료를 조사·수집하여수원연극사를 재조망하는 아카이브 기획전시

기    간  12.28(목) ~ 01.29(월) 

장   소  수원미술전시관

문    의  문화사업부 031-243-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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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11.10(금) ~ 2018.01.30(화) 

장   소  수원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

문    의  문화사업부 031-269-3647



싹틔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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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ssac틔움 회원이 되시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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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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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회 수원화성문화제(2017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범시민참여캠페인 기부금 사용내역

지난 9월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제54회 수원화성문화제와 더불어 범시민 참여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기부금 모금을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축제를 만들어가며, 수원화성문화제가 시민주도형 축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7년 범시민 참여캠페인 기부금은 총 513,882,764원(이자포함)이 모금 되었으며, 수원화성문화제의 프로그램 진행 및 기부금 모집과 

운영을 위하여 309,404,05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작년도 모금 이월금이 포함된 잔액 238,821,975원은 내년도 수원화성문화제의 

시민참여캠페인에 활용 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13,882,764

513,882,764

모금액

238,821,975

34,343,261

집행잔액 비고

86,100,000

9,505,000

56,846,000

309,404,050

지출(집행)액

58,000,000

34,712,500

55,000,000

4,310,550

4,930,000

모금액

시민(市民), 길을 밝히다

효(孝)와 함께, 즐거운 동행

효행(孝行), 불빛을 밝히다

계

2016 범시민참여캠페인 모금 이월금

구분

조선백성 환희마당

사회공헌 공동 퍼레이드

홍보비

기부금 관리운영

과오납부 등 환급액

2,000,000

2,000,000

인정금액

0

2,000,000

집행잔액 비고

2,000,000

지출(집행)액

시민추진 위원회 모자제작

계

현물기부(온누리 상품권)

구분

현금 사용내역 <단위:원>

현물 사용내역



수원SK아트리움 수원전통문화관 행궁길갤러리화서문공공한옥 수원문학인의집

어린이미술체험관 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

수원미술전시관

기타

수원화성일대

바른샘어린이도서관 슬기샘어린이도서관지혜샘어린이도서관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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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시 79美 2017 만남전

교육 북스타트후속프로그램

교육 책병원

교육 샘샘샘건축학교

교육 샘샘샘건축학교

1 2

상설공연

공공한옥 국악공연 (토•일 13시)

무예24기 공연 (화-일요일 11시)

교육

돌고 도는 돌멩이, 꿈꾸는 돌멩이 

(화~금요일)

전시

두둥실, 하늘을 나는 법

09.26.~2018.01.31.(화~토)

돌멩이의 반란

11.10~2018.01.30(화~토)

교육 샘샘샘건축학교

교육 샘샘샘건축학교

전시 행궁마을 커뮤니티아트센터 9기 입주작가 그룹전79美 2017 만남전

교육 독토리교실 공연 창작판소리연 <정조가>

5 6 7 8 93 4

교육 미니카는 내가 제일 

         잘나가

교육 북스타트후속프로그램

교육 책병원

교육 열린문화예술교육

“나의 노래 작곡 프로젝트”
교육 북스타트후속프로그램

교육 책병원

교육 샘샘샘건축학교

전시 프로젝트스페이스Ⅱ전시

교육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교육 동지행사

         @어린이도서관 

공연 노부스콰르텟

       <노부스디케이드>

10 11 12 13 14 15 16
행궁마을 커뮤니티아트센터 9기 입주작가 그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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