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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19(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4년 9월 18일(목) 오전 11:15 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홍보팀장 이규승
02-3290-7061

홍 보 팀 김수윤
02-3290-7064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1매 관련홈페이지 www.sfac.or.kr
www.seouldance.or.kr

춤추며 치유하자! 28일 '서울무도회@선유도'

- 서울문화재단, 28일(일) 오후2시~밤9시 ‘서울무도회@선유도’ 개최

- 9월 문화충전캠페인 ‘예술로 힐링해요’ 및 <서울댄스프로젝트> 피날레 무대

- 시민 참여, 전문 공연, 부대 행사 등 10개 장소에서 총 33개 프로그램

→ 시민 참여 : ‘춤단 퍼레이드’, ‘춤교습소’, ‘이웃들의 춤’, ‘서울그루브나이트’

→ 전문 공연 : 비보이단과 팝핀댄스팀, 창작그룹 등 ‘협업 공연’ 및 ‘신작 공연’

→ 부대 행사 : ‘댄스타임 슬라이스’, ‘춤추는 도시의 도깨비’ 등 

- 프로그램에 따라 사전 참가 모집 및 당일 현장 신청으로 진행

- 이외 ‘원더프레젠트’, ‘몸으로 쓰는 시2’, ‘名 가가호호 Zip 서울역광장 축제’

□ 오는 28일(일)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한강 선유도 공원이 ‘춤

추는 섬(Dancing Island)으로 변신, 들썩인다.

□ 100명의 시민춤꾼과 라이브 밴드가 이끄는 ‘춤단 퍼레이드’부터 막

춤 버라이어티 댄스 콘테스트인 ‘댄스 골든벨’,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열리는 대규모 야외 클럽 ‘서울그루브나이트’가 시민들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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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 춤이 어색한 시민들을 위한 ‘춤교습소’도 열리니 몸치도 당당

하게 참석하시라!

□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은 이러한 내용으로 9월 문화충전캠

페인 ‘예술로 힐링해요’의 하나이자, <서울댄스프로젝트>의 피날레

무대인 ‘서울무도회@선유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서울댄스프로젝트>는 지난 2013년부터 춤을 매개로 서울시민의

활력 증진과 공동체성 회복을 목적으로 시작된 시민 참여형 댄스

프로그램이다.

○ 올해는 지난 5월에 진행한 100인의 시민춤꾼 ‘춤단’ 오디션을 시작

으로 ‘춤 워크숍’을 비롯해 시민청과 용두동에서 ‘쇼케이스’를 선보인 바

있다. 이밖에도 장애인, 직장인, 주부 등으로 구성된 ‘춤바람 커뮤니티’

26개를 선발해 총 242회의 워크숍을 지원했다.

□ 서울댄스프로젝트는 시민참여에 역점을 둔 ‘시민의, 시민을 위한 춤

축제’인 만큼 이날 행사도 ①시민 참여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②

전문 공연과 ③부대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흥을 돋는다. 선유도 내

10개 장소에서 총 33개가 진행된다.

□ 먼저 1,000여 명의 시민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시민 참여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100명의 시민춤꾼과 라이브 밴드가 이끄는 ‘춤

단 퍼레이드’ ▴시민춤꾼 ‘춤단’ 각자가 생각하는 이 시대의 영웅으

로 변장해 선유도 곳곳을 놀이터처럼 누비는 ‘춤단 100인의 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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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 ▴춤이 어색한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춤을 가르쳐 주는 ‘춤교

습소’ ▴장애인, 중년여성 등 19개 시민커뮤니티의 춤 발표회 ‘이

웃들의 춤’ ▴막춤 버라이어티 댄스 콘테스트 ‘댄스 골든벨’ ▴대규

모 야외 클럽 ‘서울그루브나이트’ 등이 있다.

□ 춤교습소는 걷고 뛰며 자연에서 가볍게 배우는 ‘런닝댄스 워크숍’,

춤 전문가와 일대일로 배우는 ‘프라이빗댄스 워크숍’, 부부, 연인이

담요를 소품으로 배우는 ‘커플댄스 워크숍’, 의자에 앉아 배우는 ‘체

어댄스 워크숍’ 이렇게 4개 형태로 진행되니, 골라서 참석해보자.

□ 댄스 골든벨은 약 100명의 참여자를 모집해, 가슴에 번호를 달고

춤 대결이나 관련 퀴즈 등을 통해 서바이벌로 마지막 생존자 3명을

뽑아 시상하는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한다.

□ 전문 공연으로는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 ‘겜블러 크루’와 팝핀댄스

팀 ‘애니메이션 크루’의 협업 공연 ▴‘창작그룹 노니’와 프랑스 서커

스 공연자, 한국 파크루 팀이 협업한 신작 공연 등이 펼쳐진다.

□ 부대 프로그램은 ▴20개의 카메라로 시민들의 움직임을 포착해 매

트릭스 영화처럼 촬영해주는 ‘댄스타임 슬라이스’ ▴자투리 천, 구슬

등 동대문시장의 부산물로 나만의 의상과 액세서리를 만들어 보는

‘춤추는 도시의 도깨비’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색적인 체험이

마련된다.

- 4 -

□ ‘서울무도회@선유도’는 프로그램에 따라 사전 참가 신청이나 당일

현장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사전 참가자 모집은 24일(수)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선착순 마감,

모집 인원 프로그램별 상이)된다.

□ 관련 문의는 <서울댄스프로젝트> 홈페이지(www.seouldance.or.kr)

및 SNS(www.facebook.com/seouldanceproject)로 하면 된다.

□ 이밖에도 9월 한 달 내내 무용, 문학, 예술치유, 거리예술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이 예술로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이 가을 거리를 물들인다.

□ 예컨대, 신촌 대중교통지구 내 스타광장에는 지난 12일부터 이동하

는 선물상자 <원더프레젠트>가 설치돼 오는 27일(토)까지 플라워

레슨․버스킹․비보이․마임공연 등이 다양하게 펼쳐진다.(시민문화

팀 02-3290-7140)

□ 또, 가을을 맞아 좀 더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휴식하고 싶다면

홍은예술창작센터와 연희문학창작촌이 10월 3일(금)부터 4일(토)

까지 운영하는 무용과 문학을 결합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몸으로

쓰는 시2>가 있다.

○ 지난 7월 운영했던 <몸으로 쓰는 시>의 앙코르 프로그램으로, 안

무가 이양미의 ‘몸쓰기 워크숍’(10월 3일)과 시인 손미,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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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나의 ‘시쓰기 워크숍’(10월 4일)으로 구성된 2회차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의 창작물은 작품 수록집인 ‘창작다이어리’로 만들어 준다.(홍

은예술창작센터 02-304-9100, 연희문학창작촌 02-324-4600)

□ 서울역광장에서는 10월 10일(금)부터 12일(일)까지 3일 동안 성

북예술창작센터 입주예술가 안현숙(52)이 <名 가가호호 Zip 서울

역광장 축제>를 진행한다. 서울역 노숙인들의 삶과 애환을 시민들

과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예술치유 프로그램이다.

○ 행사기간 중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는 골판지 집 만들기 체험을

비롯해 10일(금)부터 11일(토) 매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1박 2일 동안 노숙체험(2회)이 진행된다. 노숙인의 삶

과 한국의 주택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다. (성북예술

창작센터 02-943-9300)

□ 조선희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서울댄스프로젝트> ‘서울무도회

@선유도’를 중심으로 ‘9월 예술로 힐링해요’ 캠페인을 통해 서울시

민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예술을 즐기며 생활의 여유와 활력을 되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붙 임 1. <서울댄스프로젝트> ‘서울무도회@선유도’ 세부내용 및 사진

2. <몸으로 쓰는 시2> 세부내용

3. <名 가가호호 Zip 서울역 광장 축제> 세부내용 및 사진

4. <원더프레젠트> 세부내용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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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1. <서울댄스프로젝트> ‘서울무도회@선유도’ 세부내용 및 관련사진

1) <서울댄스프로젝트> ‘서울무도회@선유도’ 개요

  ○ 사업명 : <서울댄스프로젝트> ‘서울무도회@선유도’

  ○ 일  시 : 2014. 9. 28(일) 오후 2시~9시

  ○ 장  소 : 한강 선유도공원

  ○ 컨  셉 : 춤추는 선유도(Dancing Island_선유도)

  ○ 주최/주관 : 서울문화재단

  ○ 참여신청 : 9.24(수)까지 서울댄스프로젝트 홈페이지 www.seouldance.or.kr

                 서울댄스프로젝트 SNS (www.facebook.com/seouldanceproject)로 접수 

                ※선착순 마감, 모집 인원 프로그램별 상이  

  ○ 문의 : 02-120

2) <서울댄스프로젝트> ‘서울무도회@선유도’ 주요 프로그램 안내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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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요일 내용 장소 시간 비고

9월

20 토 가스파르 (3) 한강 선유도공원 10:00-15:00 야외

21 일 팩토리1+1+1 (3) 한강 선유도공원 10:00-15:00 야외

28 일 　서울무도회@선유도

※ 상기 내용 및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서울댄스프로젝트> ‘서울무도회@선유도’ 시민춤꾼 ‘춤단’ 워크숍 일정

4) 관련사진

1.<서울댄스프로젝트> 춤단 어쩌다보니 

쇼케이스@시민청 활짝라운지(2014/6/28)

2.<서울댄스프로젝트> 

춤단 어쩌다보니 쇼케이스@용두동(2014/7/26)

3.<서울댄스프로젝트> ‘춤바람 커뮤니티’ 

이웃들의 춤_도시의 노마드(2014)

4.<서울댄스프로젝트>  ‘춤바람 커뮤니티’ 

이웃들의 춤_은평재활원(2014)

5. <서울댄스프로젝트> 

‘서울무도회@선유도’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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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2. <몸으로 쓰는 시 2> 세부내용 

1) <몸으로 쓰는 시 2> 개요

  ○ 사업명 : 몸으로 쓰는 시 2

  ○ 일시 및 장소 : 2014.10.3.(금)~10.4(토) (2회 프로그램) 

   - 몸쓰기 워크숍(1일차) : 2014.10.3(금), 오후 2시 ~ 오후 6시, 홍은예술창작센터

   - 시쓰기 워크숍(2일차) : 2014.10.4(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연희문학창작촌

  ○ 주최/주관 : 서울문화재단 홍은예술창작센터, 연희문학창작촌 

  ○ 참여작가 : 이양미 안무가, 손미 시인, 김혜나 소설가

  ○ 대  상 : 일반

  ○ 모집인원 : 10명(사전신청자에 한함)

  ○ 참 가 비 : 2만원/1인

  ○ 참여조건 : 1일차와 2일차 이틀간 전 일정에 모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참여신청 : 9월 15일(월) 오전 9시 ~ 마감시까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 선착순 접수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선정 확인 및 입금안내 : 개별 문자 통보 

  ○ 문 의 : 홍은예술창작센터(02-304-9100), 연희문학창작촌(02-324-4600) 

2) <몸으로 쓰는 시 2> 참여작가 소개

○ 이양미 안무가

공연예술치료연구회, 라컴퍼니의 대표이자 공연예술치료협회의 부대표를 맡고 있다. 동덕여대 대

학원에서 표현예술치료 강사로 활동 중이다.

○ 손미 시인

1982년 대전에서 태어났다. 2009년 문학사상 신인문학상으로 등단했다. 시집 『양파 공동체』

로 제32회 <김수영 문학상>을 수상했다.

○ 김혜나 소설가

1982년 서울에서 태어나 청주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장편소설 『제리』로 2010년 제34회 <오늘

의 작가상>을 받으며 등단했다. 소설집으로 『제리』, 『정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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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3. <名 가가호호 Zip 서울역 광장 축제> 세부내용 및 관련사진 

1) <名 가가호호 Zip 서울역 광장 축제> 개요

  ○ 사업명 : <名 가가호호 zip 서울역 광장 축제>

  ○ 일시 및 장소 : 2014.10.10(금)~12(일)

    - 골판지 집 만들기 체험 : 상시

    - 마임 퍼포먼스 : 기간 중 매일 오후 2시

    - 노숙체험 : 10.10(금)~12(일), 오후 6시~다음날 아침 6시, 총 2회

  ○ 주최/주관 : 서울문화재단 성북예술창작센터

  ○ 기획/진행 : 안현숙(성북예술창작센터 4기 입주예술가)

  ○ 대  상 : 시민 전체 

  ○ 모집인원 : 프로그램별 상이

  ○ 참 가 비 : 무료

  ○ 문 의 : 성북예술창작센터 02-943-9300  온라인카페 http://cafe.naver.com/sbartspace

  * 상기 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사진 (4장)

6. <名 가가호호 zip 서울역 광장 축제> 포스터 7. 골판지 박스집 사진(2014)

   

8. 골판지 박스집 체험 사진(2014) 9. 노숙체험 사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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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4. <신촌 원더 프레젠트> 세부내용 및 관련사진

1) <신촌 원더 프레젠트> 개요

  ○ 사업명 : <신촌 원더 프레젠트>

  ○ 일  시 : 2014. 09. 12(금) ~ 9. 27(토) (총 8회) 

  ○ 장  소 : 신촌 연세로(대중교통지구) 내 스타광장 (유플렉스 앞)

  ○ 주최/주관 : 서울문화재단

  ○ 문의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www.sfac.or.kr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팀 02-3290-7140

2) <신촌 원더 프레젠트> 프로그램 일정

프로그램 구성

테마 일정 시간 공연내용

① Wonder
   Present
   (꽃과 음악)

: 친구·연인과
  나누는 선물상자

9.12(금)
16:00

~ 20:30

16:00~19:00
○플레르제이 “게릴라 Flower Shop.” (16:00~19:00)

  · 플라워 레슨/ 코사지&부토니에 만들기

19:00~19:40 ○버스킹 _ (  옥탑반지  ) (40분)

19:50~20:30 ○버스킹 _ (  모노클    ) (40분)

9.13(토)
16:00

~ 20:00
16:00~20:00

○플레르제이 “게릴라 Flower Shop.” (16:00~19:00)

  · 플라워 레슨/ 코사지&부토니에 만들기

○신촌대학축제 공연시간 중복으로 버스킹 공연 없음

② 음악多방

: 버스킹을 테마로,
: 신촌 거리를 걷는 
: 시민들에게 들려주는
: 음악선물

※버스킹 구성
  (추천 및 자체공모)

9/17(수)
18:00

~ 21:00

18:00~18:40 ○버스킹 _ (신길역로망스) (40분)

18:45~19:25 ○버스킹 _ (유우래) (40분)

19:30~20:10 ○버스킹 _ (이어락트리오) (40분)

20:15~20:55 ○버스킹 _ (두시이분) (40분)

9/18(목)
18:00

~ 21:00

18:00~18:40 ○버스킹 _ (어거스트러쉬) (40분)

18:45~19:25 ○버스킹 _ (로로) (40분)

19:30~20:10 ○버스킹 _ (이훈주) (40분)

20:15~20:55 ○버스킹 _ (덤덤라디오) (40분)

9/19(금)
18:00

~ 21:00

18:30~19:10 ○버스킹 _ ( 체리팩토리 ) (40분)

19:15~20:00 ○버스킹 _ ( MIML ) (40분)

20:00~21:00
○거리아티스트x아티스트 “박주원/전재덕” (60분) 

  · 거리 아티스트와 젊은이들을 격려하는 음악인의 깜짝 선물

② 원더 매직

9/25(목)
19:00

~ 21:00

19:00~19:30

○마임공연 (30분x1회 공연)

  · 놀라운 마술에 이어지는 코믹반전, 관객에게 나누어 주는 요술풍선과

     동화같은 마임, 포복절도하는 레크레이션까지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마술의 세계   ※마임이스트 김기민 <찰리의 여행가방>

19:40~20:20 ○마술버스킹 _ (김수영) (40분)

20:20~21:00 ○버스킹 _ (미그mig) (40분)

9/26(금)
19:00

~ 21:00

19:00~20:30
○아마추어 힙합·댄스 장르 아티스트 공연무대 제공

  - 아마추어 아티스트 3팀

20:30~21:00 ○갬블러 크루와 함께하는 댄싱 나이트 (20분)

9/27(토)
19:00

~ 21:00

19:00~20:30
○아마추어 힙합·댄스 장르 아티스트 공연무대 제공

  - 아마추어 아티스트 3팀

20:30~21:00 ○갬블러 크루와 함께하는 댄싱 나이트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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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DDP에 설치 된 ‘원더 프레젠트’ 모습(2014) 11. DDP에서 진행했던 ‘원더 프레젠트’ 공연(2014)

3) <신촌 원더 프레젠트> 참여 아티스트 소개

아티스트명 주요경력

서울시 대표 

B-Boy단

<갬블러크루>

Germany Battle of the year

UK B-boy Championship

Korea R-16 Sparkling등 약 40여개 비보이 배틀대회 우승

M-net 서바이벌 프로그램 ‘댄싱9’ 출연

MBC 연예대상 오프닝 공연  

SKT LTE '하면서 한다‘, LG Cinema 3D TV 등 CF 출연 등

기타리스트

<박주원>

앨범

2009 1집 ‘집시의 시간’

2011 2집 ‘슬픔의 피애스타’

주요경력

2009 1집 ‘집시의 시간’ 네이버 올해의 앨범 선정

                       한겨레신문 ‘올해의 주목할 신인’ 선정

2010 한국대중음악상시상식 ‘최우수 재즈&크로스오버’ 부문 수상

      재즈전문지 ‘재즈피플’의 리더스폴에서 최우수 기타리스트 선정

      무크지 대중음악사운드 선정 ‘루키 오브 더 이어 2009-2010’ 종합 1위

2011 재즈전문지 ‘재즈피플’의 리더스폴에서 최우수 기타리스트 2년 연속 선정

2011 2집 ‘슬픔의 피에스타’ 네이버 올해의 앨범 선정

2012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음악인’‘최우수연주’‘최우수 재즈&크로스오버’ 

      3개부문 노미네이트

2012-2013 MBC ‘나는가수다‘ 특별게스트 초청 등   

재즈 하모니카 

연주자

<전제덕>

앨범

2004 1집 ‘전제덕’

경력사항

1993 세계 사물놀이대회 대상

2005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크로스오버

특이사항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한국 최초의 하모니카 연주 음반 발표

가수 조성모, 조규찬, 이적, 박상민 등의 앨범 참여

영화 튜브, 똥개 OST참여 

4) 관련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