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문화
생활

2018.

10.20 - 10.30
토

화

2018
생활문화주간 행사 및 프로그램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10.30화

10.30화

10.27토

10.11목-31수

10.25목

10.21일-30화

10.27토

10.24수-28일

10.27토

2018
생활예술포럼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생활문화동아리
축제’

2018 거리예술존
돌담길
릴레이콘서트

신도림 고리
상상지하철
‘일상이 예술 展’

체부동
시간여행

체부동
생활문화동아리
캘리그라피 작품
전시회

마을예술창작소
‘소풍가는 날’

마을예술창작소
일상예술 전시회
‘우연한 일기’

2018
아마추어페어

2018 종로
생활문화 예술동아리
공감한마당
‘종로랑 페스티벌’

10.27토

10.26금

11.2금

10.20토-27토

10.1월-31수

10.27토

10.20토

10.23화

성동구 동~아리랑
아라리오 축제

동대문
댄스 레볼루션

중랑
생활문화 동아리
‘불꽃놀이’

성북 동네예술
빈틈을 채우자

도봉구
생활예술동아리
연합전시회

노원 탈축제와
함께하는
생활예술축제
‘노원드림 페스티벌’

10.27토
제3회
은평인형극제

은평구 동네방네!
우리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은평구 도서관
서점 탐방대

10.27토

10.26금-11.23금

10.27토

10.30화-11.3토

11.3토

10.30화-11.13토

10.27토

10.24수

10.27토

10.21일-27토

서대문
생활예술동아리
공연예술제

커뮤니티아트마포
프로젝트 2018
‘꿈의 무대’

강서
생활예술회원전
‘강서는 뭉클뭉클’

생활예술동아리
발표회
‘강서는 뭉클뭉클’

2018 구로
생활예술동아리
합동 전시회

2018 구로
생활문화축제
‘더 행복한 하루’

더불어 으뜸
관악구
생활예술축제

송파 생활예술인
연합전시 및 체험

송파 생활예술인
미술 작품 전시

자치구·
기초문화재단
10.20토-21일

주최·주관

양천
생활예술동아리
‘아스타’
찾아가는 축제

생활문화주간 행사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생활문화동아리 축제’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일시 10.30(화) 12:00~13:30

장소 덕수궁 돌담길 일대

문의 2133-2543

서울시

일시 10.30(화) 10:00~17:30

장소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

문의 070-4101-8536

주제 ‘생활문화, 서울의 삶에 말을 걸다’로 포럼 진행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

일시 10.21(일)-10.30(화) 10:00~19:00
장소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
문의 6272-0111

생활문화동아리 캘리그라피 수강생 작품 전시

마을예술창작소 ‘소풍가는 날’
일시 10.27(토) 14:00~17:00

마을예술창작소 운영위원회
(사)마을예술네트워크

장소 문래공원

문의 323-1575

2018년 거리예술존 소속 40여 개팀 연속 공연
(기악, 퍼포먼스, 노래 등)

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

예술창작 홍보 및 체험, 어쿠스틱 공연, 마을살이 토크쇼

체부동 시간여행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

일시 10.11(목)-10.31(수) 10:00~18:00

일시 10.25(목) 18:00~21:00

문의 867-2208

문의 6272-0111

장소 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

문의 2133-2543

체부동 생활문화동아리
캘리그라피 작품 전시회

신도림 고리 상상지하철
‘일상이 예술 展’

서울시

일시 10.27(토) 11:00~17:40

장소 서울광장

서울시 생활문화동아리 댄스, 공연(16개팀)

2018 생활예술포럼

2018 거리예술존
돌담길 릴레이콘서트

장소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

생활문화동아리 작품 전시(미술, 공예 등)

마을예술창작소 일상예술 전시회
‘우연한 일기’

생활문화동아리 공연(시민오케스트라, 합창, 통기타),
네트워크 파티(지역주민&동호회 회원)

(사)마을예술 네트워크

일시 10.24(수)-10.28(일) 12:00~18:00
장소 길음예술사랑방, 닷라인 TV
문의 323-1575

일상예술 및 커뮤니티 아트 작품 전시

2018 아마추어페어

서울문화재단

일시 10.27(토) 13:00~21:00
장소 성수동 에스팩토리
문의 3290-7417

132개 생활문화동아리 6개 장르 네트워크 활동 내용 공유
(연극, 뮤지컬, 음악, 사진·영상 등)
※ 전시 : 10.27-10.28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 가을,
서울시내
생활예술인들이
서울 시민들과 함께
생활문화를 누리다

주최·주관

생활문화주간 행사

성동구 동~아리랑 아라리오 축제

자치구·
기초문화재단

성동구청
성동문화재단

일시 10.27(토) 13:00~17:00
장소 소월아트홀 광장

일시 10.20(토)-10.21(일) 12:00~19:00

종로에서 활동하는 생활문화 예술동아리 연합 축제
(공연, 공예, 미술 작품 전시, 체험행사, 플리마켓 등)

도봉구 생활예술동아리 연합전시회

도봉문화재단

일시 10.1(월)-10.31(수)

동대문구 소재 댄스팀(7개)들의 댄스 퍼포먼스 :
하우스, 힙합, 팝핀, B-BOY, DJ쇼케이스, 주민들과 함께하는 춤 배우기

성북구 생활예술인 공유의 장, 성북 곳곳에서 동네예술을 기반으로 한
공연, 전시카페, 연극, 동아리 원데이 클래스. 생활문화포럼 등 진행

제3회 은평인형극제

은평구 도서관 서점 탐방대

일시 10.27(토) 10:00~18:00

일시 10.26(금)-11.23(금)

장소 마
 포문화재단
(아트홀맥, 플레이맥, 갤러리맥, 스튜디오Ⅲ 등)
문의 3274-8650

은평구 동네방네!
우리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강서생활예술회원전
‘강서는 뭉클뭉클’

생활예술동아리 발표회
‘강서는 뭉클뭉클’

양천구청 문화체육과

일시 10.27(토) 14:00~16:30

문의 330-1423

서대문에서 활동하는 생활문화 예술동아리 연합 축제 및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개관 기념 축하공연

강서구청 문화체육과

문의 2029-1731/1735

구로구 생활예술동아리(11개) 및
구로노인종합사회복지관 동아리 공연(5개) 및 전시

강서구청 문화체육과

문의 2600-6080

생활예술동아리 체험 및 공연 진행

강서구 생활문화동아리 공연

관악구청 문화체육과

송파 생활예술인 연합전시 및 체험

송파구청 문화체육과

장소 석촌호수 동호 수변무대 일대
송파지역 생활예술 동아리 10여 개 연합 전시 및 체험

※ 행사 일정 및 정보는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생활문화주간 행사 관련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홈페이지  sculture.seoul.go.kr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페이스북 www.facebook.com/culture.seoul.go.kr

2018 구로 생활예술동아리
합동 전시회

구로구 구로문화재단

일시 10.30(화)-11.13(토) 10:00~18:00
장소 금나래아트홀 갤러리
문의 2029-1731/1735

구로 미술 동아리(전통민화, 서양화, 생활공예)

일시 10.27(토) 10:00~18:00
문의 2147-2810

구로구 구로문화재단
시립구로노인복지관

장소 신도림역 오페라하우스 및 근린공원

장소 강서구민회관 노을극장 우장산 야외공연장

문의 2620-3408

2018 구로 생활문화축제
‘더 행복한 하루’
일시 10.27(토) 13:00

일시 11.3(토)

장소 신트리공원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장소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야외무대

문의 2600-6080

양천생활예술동아리 ‘아스타’
찾아가는 축제

서대문 생활예술동아리
공연예술제

일시 10.27(토) 14:00~16:00

장소 강서문화원 갤러리서

강서구 생활문화동아리 전시회

관악구 생활예술동아리 공연, 전시, 체험부스 운영

은평구립도서관

일시 10.30(화)-11.3(토)

연극, 합창, 무용, 밴드, 카니발, 오케스트라, 전시 등
다양한 장르의 생활예술커뮤니티들의 합동 공연 및 전시를 망라한
생활예술 커뮤니티 페스티벌

문의 879-5617

독서동아리 회원과 지역 내 서점과의 연계, 도서 구입, 서평 공유 등

은평구 동아리 소개 및 작품 전시

마포문화재단

일시 10.23(화)

문의 308-2320

문의 385-1671~4

생활예술동아리 공연, 예술체험, 전시 및 공예품 판매 등

응암정보도서관

장소 은평문고

장소 은
 평구립도서관
(1층 어린이 다문화 자료실 및 복도)

문의 2116-3785

장소 관악구청 광장

은평문화재단
은평문화예술회관

일시 10.20(토)

장소 노
 해로 탈축제 행사장 내 ‘생활예술 Zone’
(KT 노원지사 앞마당)

일시 10.24(수) 10:00~18:00

문의 6906-3108

은평구에서 활동하는 인형극 관련 동아리 공연

노원구 문화정책팀

성북문화재단

장소 생
 활문화지원센터 ‘미인도’, 성북여성회관,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 천장산우화극장

문의 070-4174-1770

도봉구 생활예술동아리 전시 9개팀의 연합전시
(동양화, 한지공예, 도예, 사진 등)
※ 오프닝 기념식(10.23 15:00)

성북 동네예술 빈틈을 채우자
일시 10.20(토)-10.27(토)

장소 은평문화예술회관

문의 070-4949-7642

더불어 으뜸 관악구 생활예술축제

동대문문화재단

문의 2127-5245

일시 10.27(토) 11:00~17:00

장소 도봉구청 1층 갤러리

커뮤니티아트마포 프로젝트
2018 ‘꿈의무대’

동대문 댄스 레볼루션
장소 외대역 앞 야외무대

문의 2148-1807/6203-1167

노원 탈축제와 함께하는
생활예술축제 ‘노원드림 페스티벌’

생활예술동아리 합동 공연, 전시(서예, 미술)

일시 10.26(금) 17:00~19:00

장소 대
 학로 마로니에 공원, 이음아트홀,
좋은공연안내센터 다목적홀

일시 11.2(금) 18:00~21:00
문의 2094-1815

생활문화동아리 27개팀 공연, 체험전시
※ 공연동아리 20여 개팀, 전시동아리 7개팀

종로구청 문화과
종로문화재단

중랑구청 문화체육과

장소 망우청소년수련관

문의 2204-7553

2018 종로 생활문화 예술동아리
공감한마당 ‘종로랑 페스티벌’

중랑 생활문화 동아리 ‘불꽃놀이’

송파 생활예술인 미술 작품 전시

송파구청 문화체육과

일시 10.21(토)-10.27(토) 상시 진행
장소 아시아공원지하보도 휴갤러리
문의 2147-2810

송파 생활예술 동아리 4개 연합 (수채화, 드로잉)작품 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