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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단 창립 11주년을 축하하는 글

구로문화재단,
문화의 불모지에 문화예술의 싹을
틔우고 키워서 결실을 맺는 11년

구로문화재단 발족 11년에 즈음하여 백서를 발간합니다. 2007년 8월 1일 재단

연, 전시, 문화예술교육의 세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재단의 역사를 기록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11년간의

이 흘러 11년이 지난 현재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은 서울에서 예술단체들이 선호

재단의 변화와 성장 과정을 기록했으며 재단이 기획한 공연, 전시, 문화예술교

하는 중형급 전문 복합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하였고, 구로근린공원에 위치한 구로

육, 축제, 다양한 문화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구민회관, 남구로시장 내 구로꿈나무극장, 신도림역 주변의 신도림 오페라하우스,
신도림선상역사 문화철도959, 신도림예술공간 고리, 신도림다목적문화예술센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로의 많은 변화 중에서 가장 크게 떠올리는 것이 있다면

구로갑 지역에 있는 오류문화센터 내 오류아트홀 등 사업의 무대가 비약적으로 확

바로 구로공단이 깨끗한 디지털단지로 변모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

대되었습니다. 이는 구정 목표로 삼았던 ‘사람 중심 구로, 더 행복한 구로’를 위해 경

는데 바로 다채로운 공연들이 펼쳐지는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입니다. 구로

쟁력 있는 문화도시 구로에 필요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해나간 결과입니다. 또

아트밸리 예술극장과 구의회 복합청사를 짓기로 하고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

한 재단의 역할과 비중이 매우 지대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는 시스템을 강구하여 탄생하게 된 것이 현재의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입
니다. 우리 구청은 문화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민간 분야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2020년대가 열립니다. 우리 재단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며 잘한 점은 더

유연한 사고 방식과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욱 발전시키고 못한 점은 반성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낡
은 생각을 버리고 변화의 큰 흐름을 잘 파악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가치는 무형적이어서 계량적으로 측정하기가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문화 인프라를 조성한 뒤,
목적에 부합하게 지속적으로 잘 운영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

끝으로 재단 11년 백서의 발간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재단의 문화예술 사업 추

런 맥락에서 우리 구로구는 재단 설립 이후 지역문화가 진흥되었고 주민들의

진에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발간을 위해 협력해주신 지역 주민과 문화예

문화 향수가 증대되었으며 대외적으로 ‘디지털 구로’와 함께 ‘문화도시 구로’의

술 관계자 및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미지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재단을 설립한 첫 해에는 그 동안 우리 구 주민들이 목말라했던 고품격 기획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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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단 창립 11주년을 축하하는 글

대한민국 문화예술 중심에
우뚝 서는 구로

문화복지 향상과 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구로문화재단은 지금도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

한 지붕 두 가족! 우리 구의회는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과 복합청사로 입주하

의 선두주자답게 좋은 공연과 문화예술교육,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문화를 일

여 구민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주민들과 소통하며 주

구어가며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조직도 커지고 식구도 많아지고 운영하

민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는 공간도 3곳(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구로구민회관, 신도림 다목적문화예술
센터)에서 9곳(오류문화센터, 꿈나무극장, 신도림문화예술공간 고리, 신도림

우리 구는 중국 교포를 비롯한 베트남, 필리핀 등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주민이

오페라하우스, 신도림선상역사 문화철도959, 청소년문화예술센터)으로 늘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 구의회는 문화 다양성 증

습니다.

진을 위한 재단의 무지개다리 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2017년 제264회

또한, 2007년 재단 설립 이후로 크게 성장한 공공 문화 인프라에 힘입어 문화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문화 명예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술 창작 공간과 작은 생활문화 공간에서는 예술을 매개로 하는 지역문화생태계의 창작과 향유

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연장 접근성을 높여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가 선순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문화 활동 역시 과거 획일적인 모습에서 개별적으로 다

생활문화 발전을 위해 동아리 공연과 전시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연과 전시를 보는 관람객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노래하고 연주하
고 붓을 들면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매년 가을에 안양천을 메인 스테이지로 하여 문화예술을 통해 주민들이 함께 어
울리는 ‘구로 G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축제 프로그램은 동별 발표 경연대회, 어린

구로문화재단은 지역과 사람과 소통하면서 변화하는 구민들의 삶에 발맞춰 나가고자 합니다.

이 테마파크, 먹거리 장터, 다양한 장르의 예술 공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구로를

‘생활과 문화가 하나로 숨 쉬는 행복 구로’라는 우리 재단의 슬로건에는 삶의 주인공인 구민 모두

대표하는 주민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니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이 되도록 주민 여러분

의 행복과 예술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한가운데 구로가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 구로가 있습니다. 프로와

존경하는 45만 구로구민과 재단 임직원 및 문화예술 관계자 여러분! 구로구의회는 구민의

아마추어의 어울림 속에 구로가 있습니다. 생활과 문화예술의 조화 속에 구로가 있습니다. 늘 변

대표기관으로서,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 문화 향유 증진과 문화 인프

화의 중심에 구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중심에 구로가 서 있을 것입니

라 조성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의원 16명 모두가 지혜와 슬기를 모아 성숙한

다. 그 곁에 항상 구로문화재단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다가올 2020년대에도 우리 구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공정한 감사 활동을 통해 재단이 더욱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민 누구나 쉽게 편하게 예술을 누리고 그것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이 한껏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

하겠습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9년 2월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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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느티나무 그늘 같은 안식처,
재단의 승승장구를 기원하며

이제는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할 때

구로문화재단이 구로에 문화예술의 씨앗을 뿌리고 가꾼 지 11년이 되었습니

우수(雨水)가 지나고 목련 나무에 새싹의 기운이 도는 시기에 맞춰서 선보이는

다. 처음 재단이 설립되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성과가 확연

구로문화재단 11주년 백서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히 보이는 토건 사업에 비해 문화예술 사업은 그 필요성과 미래가치의 기대에

우리의 아들과 딸 같은 재단 직원들이 햇볕도 안 들어오는 지하 1층에서 근무

비해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성 구청장님을 비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 문화진흥과 주민 문화 향수 증대를 위해 노고가

롯한 많은 분이 재단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애쓰시지 않았

많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저의 생활 철학 중의 하나인 ‘흐르는 물처럼 낮은 데

다면 문화재단은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로 임해서 국민을 받드는 정책이 최고의 정치이자 행정’과 일맥상통합니다.

처음 재단이 설립되었을 때 재단이 우리 동네 곳곳의 큰 느티나무 그늘처럼 주

금년에 우리 구로에도 서울지역에서 두 번째로 ‘기적의 도서관’이 생깁니다. 더

민, 예술가 등 모든 사람이 편히 쉬어가는 마음의 안식처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불어 최근 신도림역을 주변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이 조성되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

재단은 그 기대에 충실히 부응해주었습니다. 지금 구로는 재단이 추진했던 문

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는 디큐브광장에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이

화예술의 무형적 가치가 유형적 성과로 나타나며 곳곳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

펼쳐지고, 오페라하우스 야외극장에서는 G페스티벌 아시아문화축제, 국가대표 스포츠 응원전, 동

습니다. 구로갑 지역의 경우, 고척동 돔구장이 연중 스포츠와 공연장으로 활용

아리 축제 등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이 위치

되는 문화의 성지로 탈바꿈되었고, 영등포교도소 부지에는 주상복합지구와

한 음식 문화거리는 신흥 먹자골목 거리로 유명세를 타서 20∼30대 젊은 직장인들의 사교 무대가

함께 문화예술의 쉼터가 함께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동 수목원 더불어

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대학로, 홍대에 이어 미래 젊은 문화의 중심지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숲 축제, 각종 구로구의 문화공연, 오류동 행복주택 지구에 들어선 오류문화센

과거 구로의 문화 발전 로드맵이 양적인 팽창에 방점을 찍었다면 앞으로 10년 동안에는 질적인 성

터 등 변화와 역동성으로 꿈틀거리는 구로갑 지역에 재단이 함께 호흡하며 문

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다양한 문화정책 담론을 통해 시대를 앞서가고 선도적으로 방향을 제시할

화예술의 가치를 함께 확산시켜 나가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재단에 주어진 책무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에 공
헌하는 마음가짐과 열정을 다시 한번 되새겨 입사하여 임용장을 받던 순간의 각오를 ‘처음처럼’ 되

지역 발전 측면에서 문화예술의 공헌은 매우 큽니다. 문화예술은 경제적으로

새긴다면 거뜬히 어려움을 헤쳐 나갈 것입니다.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
다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민관 소통의 창구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구로

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주민과 문화예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

의 모델을 기대하며 앞으로 10년, 20년, 재단의 승승장구를 기원합니다.

리며, 우리 후세가 문화예술을 만끽하며 즐거운 추억들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임
직원 모두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하는 마음으로 정진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구로갑(甲) 국회의원

12

이인영

2019년 2월
구로을(乙) 국회의원

박영선

발간을 기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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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문화가
하나로 숨쉬는

행복 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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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문화재단 연혁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 구의회
복합청사 건립 연혁

● 설립일 : 2007년 8월 1일
● 한글명 :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
● 영문명 : GURO CULTURAL FOUNDATION

● 부지 :

구로 5동 101번지 외 1필지

● CI(#1 구로문화재단 CI)

● 규모 :

지하 3층, 지상 6층

- 대지면적 : 2,271.80㎡(688평)
- 건축면적 : 1,362.94㎡(412평)
- 연면적 : 8,799.78㎡(2,666평)

● 법인격 : 민법상의 재단법인(공익법인)

● 공사기간 : 2005.06.07.∼2007.10.31.
날짜

추진내용

● 총사업비 : 256억 9,300만 원(부지매입비 36억 3,200만 원 포함)

2007.03.15.

구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07.06.15.

구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2007.06.25.

구로문화재단 발기인 총회

2007.06.25.

구로문화재단 제1회 이사회 개최

2007.07.01.

대표이사 및 이사, 구로문화재단 1차 직원 채용(3명)

2002.10.16.

구의회 의사당과 문화예술회관의 통합청사 건립 결정

2007.07.13.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 설립허가

2005.03.09.

설계용역 완료

2007.07.24.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 설립등기

2005.06.07.

공사 계약 및 착공

2007.07.27.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 사업자등록

2007.08.06.

보강공사 실시(전문공연장 시설)

2007.08.01.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 출범

2007.10.31.

건물 준공

2007.08.01.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 2차 직원 채용(11명)

2008.07.22.

공연장 개관식

구로문화재단 조직 변천사
➊ 행정관리팀, 사업관리팀(2007.08.∼2008.12.)
➋ 경영지원팀, 문화기반팀, 공연사업팀, 홍보마케팅팀(2008.12∼2010.01.)
➌ 경영지원팀, 공연사업팀, 홍보마케팅팀(2010.01.∼2011.04.)
➍ 경영지원팀, 문화사업팀(a), 공연장운영팀(2011.05.∼2013.02.)
➎ 경영지원팀, 문화사업팀(a), 공연장운영팀(2013.02.∼2013.04.)

● CI(#2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CI)

날짜

추진내용

‘구로아트밸리’의 의미
● 설문조사를 통해 후보가 된 ‘구로아트센터’ ‘구로아트홀’ 등 여러 이름 중에서 양대웅
前 구청장이 선정
● 공연장 주변의 근린공원, 구민회관, 영림중, 구로고, 신구로초와 거리공원을 묶는 ‘밸
리’의 개념 포함
● ‘디지털밸리’의 연상작용 의도

➏ 경영지원팀, 기획홍보팀, 문화사업팀(b)(2013.04.∼2014.12.)
➐ 경영지원팀, 기획홍보팀, 문화사업팀(b), 문화정책팀(2015.01.∼2018.12)
➑ 경영지원팀, 기획홍보팀, 문화사업팀(b), 문화정책팀, 오류문화센터팀, 시설관리팀(2019.0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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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현황

구로문화재단 일반 현황

구로문화재단의
오늘
2007년 설립되어 2019년

12 살

국·시비 등 외부재원
유치 추진실적
이 된 구로문화재단은

지난 11년을 넘어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재단은  총

69 명

연도

의 문화시설을
운영·관리 중입니다.

2018

재단을 대표하는 고품격 문화예술 공간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과 문턱을 낮춘 구민회관은 지금까지

약

100 만 명

사업명

계

의 직원이

9개

연번

의 관객 여러분과
다양한 예술로 교감하였습니다.

1,646,580

18

지원기관
  

1

무지개다리 사업

120,0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

국제교류 문화동반자 사업 “어깨동무”

67,8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사업

13,0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

문화울타리 “아트트레킹” 지역협력 사업

99,0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40,0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6

“문화가 있는 날” 공연 지원 사업

40,000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7

지역관객개발 공연 지원 사업

18,000

서울문화예술회관연합회

8

꿈의오케스트라

60,00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9

지역문화진흥 사업 “천왕예술마을 만들기”

75,000

서울문화재단

10

생활문화 거버넌스 사업 “구로동아리클럽”

25,000

서울문화재단

11

상주 예술단체 사업 2건

228,000

서울문화재단

12

우리마을 소극장 사업

26,000

서울시

13

구로청소년 협력종합예술활동

80,000

서울시, 구로구

14

문예체 협력교사 지원 사업

110,000

서울시, 구로구

15

구로청소년 문화예술센터 운영

365,200

서울남부교육지원청

16

구로청소년 문화예술센터 선도 프로그램

77,920

서울남부교육지원청

17

서울형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

170,460

서울시 구로구 연계사업

18

기업체 및 개인 후원금

31,2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계

2017

지원금액(천원)

1,397,488

  

1

무지개다리사업

90,0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

국제교류 문화동반자 사업 “어깨동무”

40,5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아트밸리로 떠나는 예술여행

35,000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4

어린이대상 “내일은 나도 예술가”

9,400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5

문화가있는날 “작은음악회”

32,000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6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청소년예술캠프”

20,200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7

꿈의오케스트라

75,60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8

가족합창프로그램 “엄지척 가족합창단”

24,00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9

지역관객개발 공연 지원사업

15,000

서울문화예술회관연합회

10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사업 “우리동네 갤러리 로”

20,000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11

생활문화 동호회 “Make 아트라인”

21,782

생활문화진흥원

12

상주 예술단체 사업 3건

270,000

서울문화재단

13

생활문화거버넌스 사업 “구로동아리클럽”

20,000

서울문화재단

14

청소년 단체관람 권장공연 사업

20,000

서울시

15

우리마을 소극장 사업

26,700

서울시

16

신도림역 버스킹 사업

20,000

서울시

17

지역문화진흥사업 “천왕예술마을 만들기”

80,000

서울시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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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문화재단 일반 현황

2017

18

구로 청소년 협력 종합 예술활동

80,000

서울시, 구로구

19

문예체 협력교사 지원사업

115,000

서울시, 구로구

20

서울형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

244,000

21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

8,000

22

기업체 및 개인 후원금

130,306

계

2016

1,004,020

해피존 티켓나눔사업
함께서울 나눔극장 사업

30,000

서울문화재단

서울시·구로구 연계사업

19

기타 기업후원금

44,010

유니트아이엔씨 등

서울문화재단

계

627,327

  

1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2건
‘댄스 씨어터 까두’ / ‘타루’

200,000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7개 기업 및 개인
  

1,47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

문화다양성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80,0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

상주 예술단체 교류사업

20,000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2

꿈의오케스트라

158,00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3

무지개다리사업

87,59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꿈다락토요문화학교[가족합창 프로그램]

24,00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

문화예술교육 문화클럽 “인생이모작 예술이모작”

15,282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4

문예회관 레퍼토리 개발지원사업

40,000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5

2014 지역 문예회관 전시활성화

10,00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5

꿈다락 예술감상교육 ‘아트밸리로 떠나는 예술여행’

39,920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6

꿈의오케스트라 사업

100,00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6

문화가 있는 날 [작은음악회]

19,000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7

우리동네예술학교

60,000

서울시, 서울시립교향악단

7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내일은 나도예술가]

12,800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프로그램”

36,365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8

해피존 티켓나눔사업

1,500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9

20,00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9

구로혁신교육지구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지원]

서울시, 구로구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청소년문화예술진로탐색 프로그램”

10

사색과 공감의 항동철길

30,000

서울시

서울시, 구로구

11

다문화 화합으로 꽃피는 인천아시아 경기대회 관람

5,65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시, 서경대학교

12

한국문예회관연합회 연수단원 지원사업

13,40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국공립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시범 사업

4,50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540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10
11

청소년 단체관람 권장공연 지원사업
우리동네 예술학교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203,300
20,000
21,000

2014

12

상주 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극단 아리랑]

100,000

서울문화재단

13
14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하는
“2014 해피존 티켓 나눔 사업”

15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교류지원사업

20,000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16

기업 후원금 유치

3,000

유니트아이엔시

13

상주 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서울오페라앙상블]

100,000

서울문화재단

14

상주 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판소리공장 바닥소리]

100,000

서울문화재단

15

생활예술문화 활성화 사업 [좋아서 예술동아리]

35,000

서울문화재단

16

권역별 생활문화동호회 교류 프로젝트

20,000

(재)생활문화진흥원

17

기타 기업 및 개인 후원금 등

29,500

유니트아이엔씨 등

계

776,072

  

1

꿈의오케스트라 사업

110,00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

2015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우리아이를 위한 연극 프로젝트] 엄마 뭐해?

14,80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3

2015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느티나무 마당극 학교”

13,000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4

2015 시민문화연극교실
[연극인서울] 나를 찾아가는 연극여행

14,240

서울시(성북문화재단협력)

5

2015년 어린이 문화사업
“우리동네 어린이 문화체험 기자단”

9,720

6

우리동네예술학교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65,000

서울시, 서울시립교향악단

7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정의로운 천하극단 걸판’

65,000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8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국악 창작집단 타루’

110,000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9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

80,00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청소년문화예술진로탐색 프로그램”

30,00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

11
12

20

17
18

2015

국공립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지원 사업
한국문예회관연합회 연수단원 지원사업

8,790
10,040

계

2013

서울시(아하! 열린교육센터협력)

  

175,000

서울문화재단

1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2건
‘올리브와 찐콩’ / ‘타루’

2

무지개다리사업

59,00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3

노인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20,000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4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느티나무은빛극단”

13,00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5

신도림 예술공간 고리 운영사업

203,405

서울시

6

서울시 부모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연상연하” ※연계사업

7

한국문예회관연합회 연수단원 지원사업

4,500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12,00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443,810

  

1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2건
‘올리브와 찐콩’ / ‘극단 사다리’

175,000

서울문화재단

2

2012 구로 다문화 페스티벌

55,0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SGI

3

제30회 마로니에 전국여성 백일장

11,0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동아제약

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28,000

한국문화예술연합회

5

신도림 예술공간 고리 운영사업

174,810

서울시

964,282

  

계

2012

486,905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1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지원사업

50,000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2

우리동네 오케스트라_구로

270,000

서울시, 서울시향

3

한국문예회관연합회 연수단원 지원사업

10,00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4

다문화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연극제작

20,00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5

문화예술기관 문화학교 운영

6,00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13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 사업
“Art Rail 조성 프로젝트”

30,000

문화체육관광부

14

지역문화활성화 기획공연사업

100,000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15

우수공연작품 문예회관 순회공연

19,000

서울문화예술회관연합회

16

예술감상교육 ‘아트밸리로 떠나는 예술여행’

21,000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011

일반 현황

21

일반 현황

구로문화재단 일반 현황

2011

6

2011 자치구 문화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30,000

서울문화재단

7

노인문화예술교육특별프로젝트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18,000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8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225,000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9

소화제 콘서트 후원금

94,772

한독약품

10

제29회 마로니에 전국여성 백일장

20,7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동아제약

11

2011 구로다문화축제

70,0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2

신도림 디스페이스 운영 관리

149,810

서울시

계

2010

2,033,930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지원사업

60,000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2

우리동네 오케스트라_구로

200,000

서울시, 서울시향

3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연수단원 지원사업

4

문화바우처 서울 주관처 사업

5

사회교육프로그램
“뉴욕필” 꿈의오케스트라

25,75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6

아르코에서 만나다
(공연, 전시회, 예술정책 컨퍼런스 등)

120,0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

2010 자치구 문화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40,000

서울문화재단

8

노인문화예술교육특별프로젝트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17,980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5,40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2

10,000
1,128,000

생활과 문화가 하나로 숨쉬는 행복 구로!!!

핵심
전략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한 문화주권의 완성
구민의 수준 높은 문화 Needs 충족
평등한 정책으로 문화 혜택을 구민에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시,
한국문화복지협의회

9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학교가 좋다 후원금

11

문화누리 원정대 오감만족 극장투어
구로아트밸리 원정대

6,800

12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320,000

13

소화제 콘서트 후원금

17,700

한독약품

14

제28회 마로니에 전국여성 백일장

20,7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5

2010다문화축제 우리의얼굴, 우리의노래, 우리의춤

100,0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513,500

  

1,840,000

문화체육관광부

123,020

비전

전국문예회관연합회

10

계

2009

  

1

재단 비전 및 사업 방향

cnm구로케이블, 관내 기업후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

한아세안 전통오케스트라 창단 지원

2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사업단

107,600

보건복지부, 서울시, 성공회대

3

자치구 문화공간 활성화사업

130,000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4

‘콧구멍이 벌렁벌렁’ 나눔공연

20,0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

‘휘휘락락 이야기 보따리’ 나눔공연

10,9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6

문화예술 위원회 인턴 인건비

10,8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210,000

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8

우리동네 문화가꾸기 사업

34,000

서울문화재단

9

이주여성 연극만들기

19,000

서울문화재단

10

시민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노인교육)

20,000

서울문화재단

11

문화기반시설 연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

10,000

전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2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운영지원사업

15,00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3

지역문화기반시설 모델화 사업 운영

14,00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4

문화예술체험교육 지원사업 시범운영

15,00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5

예술경영지원센터 인건비 지원

7,200

예술경영지원센터

16

예술과 함께하는 희망나눔 콘서트

50,0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구로 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한 아홉 가지의 길

사업
방향

문화를 만드는 구로 :
창작

문화를 즐기는 구로 :
향유

문화를 밀어주는 구로 :
매개

➊ 문화예술 프로슈머
(소비자)양성

➍ 생활문화예술의
기반 확대

➐ 공공재원과 기금
확대

➋ 예술단체(인) 창작
활성화

➎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제공

➑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➌ 공공예술 서비스의
확대

➏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

➒ 문화예술교육과
문화격차 해소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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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문화재단 탄생 비하인드 스토리

Ⅰ

권이던 구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었고, 지역 여론 또한 애초에 자원봉사로 출발했던 구
의회의 독립청사 건립에 부정적이었다. 따라서 주민 문화 향수 증대를 취지로 구로문
화예술회관과 구의회가 복합된 형태의 청사를 짓기로 하고, 국비 20억 원을 포함하여

구로문화재단 탄생
비하인드 스토리

총사업비 256억 9,300만 원을 투입해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의 구로문화예술회관과
구의회 의사당 복합청사를 준공하였다.
또한, 구로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기 위한 연
구용역을 의뢰하여 2007년 2월 구로구 구
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방
안 연구 책자를 발간하였다(사단법인 한국

구의회 의사당과 문화예술회관의

공공자치연구원 제작). 이 책자에 따르면 구

복합청사 탄생

로문화예술회관의 운영방안은 총 7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다.

2000년대를 맞이한 구로는 서울디지털단지가
조성되면서 과거 수출공단으로 대표되던 굴뚝 산

[각 운영방안의 수지 분석]

업 중심지의 이미지를 벗고 게임, 벤처, IT 등 첨
단 디지털 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2001년 당시 인구는 42만 명에 이르렀지만, 공연
장 1개소, 구민회관 1개소, 복지회관 2개소가 전부
이고 인구 1만 명당 문화지수가 0.1에 불과할 만큼
문화에서는 불모지였다. 이에, 교육과 문화예술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던 기관장과 관련 부서,
주민자치센터 등 전 직원과 예술단체, 지역 주민
이 합심하여 문화 인프라 조성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구로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논의는 구의회의 새 보
금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10년 전 당
시만 해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단이 별로 없던 때라 구로구의 문화재단 설
립은 의외의 계기로 시작되었다. 1991년부터 임대청사살이를 해오던 구로구의회
는 새 의장이 선출된 후, 독립청사를 지어 이전하는 것을 구의회 운영 목표의 하나
로 꼽고 있었다. 신청사 건립은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일이므로 재정자립도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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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내용

개관 후 5개년 수입지출 손실 규모

1안)
구청 직영

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모두 구로구청에서 담당

연평균 12억 6천여만 원 손실 발생

2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모두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

연평균 11억 9천여만 원 손실 발생

3안)
시설관리 : 시설관리공단
운영 : 민간위탁

시설관리공단은 시설물의 관리만 담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에 위탁

연평균 11억 8천여만 원 손실 발생

4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전문가 외부 초빙)

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모두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하되
문화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경영인을
초빙하여 공연장 등을 운영

연평균 11억 5천여만 원 손실 발생

5안)
시설관리 : 시설관리공단
운영 : 구청 직영

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모두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하되
문화사업 등 공연장 관리를 구청에서 직접
운영

연평균 12억 3천여만 원 손실 발생

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모두 민간에 위탁

연평균 12억 2천여만 원 손실 발생

6안)
시설관리 : 민간위탁
7안)
문화재단 설립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모두
재단에서 담당

연평균 12억 원 손실 발생

발자취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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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분석과 장·단점 분석을 종합한 결과, 최종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각 운영방안의 장·단점 분석]
방안

장점

1안)
구청 직영

- 구 자산을 구청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므로 주인의식이 높음
- 단일건물 복합시설을 하나의 기관에서
모두 관리하므로 중복관리를 피할 수
있음

- 조직·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움
- 다른 방안보다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전문인과 비교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획·운영 능력 부족

- 시설관리공단의 노하우를 살려
전문적인 시설관리를 할 수 있음
- 다른 방안보다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음

- 전문인과 비교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획·운영 능력 부족

이에 파죽지세의 속도로 재단이 설립되었다. 이는 6천여 개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

- 시설관리공단의 노하우를 살려
전문적인 시설관리를 할 수 있음
- 민간의 경영 효율성을 채택하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단일건물을 서로 다른 주체가
관리하므로 중복관리의 문제가
발생하여 서로 책임을 회피할 우려가
있음
- 민간업체 선정 시 사전에 보조금의
범위와 금액에 관한 별도의 협상을
하여야 함
- 사후 운영 결과의 책임 소재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음

양대웅)은 단연 그 중심에 서 있었다. 재단은 지역의 각종 예술 활동을 증진하는 것

2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3안)
시설관리 : 시설관리공단
운영 : 민간위탁

단점

4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전문가 외부 초빙)

- 시설관리공단의 노하우를 살려
전문적인 시설관리를 할 수 있음
- 조직 내에 민간의 경영 효율성을
흡수하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공조직과 사조직 구성원 간에
조직문화의 차이로 인한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내부 구성원 간에 협조가 미흡할
우려가 있음

5안)
시설관리 : 시설관리공단
운영 : 구청 직영

- 시설관리공단의 노하우를 살려
전문적인 시설관리를 할 수 있음
- 구민회관 및 문화원의 운영 경험을
살릴 수 있음

- 기존 구민회관 및 문화원과의 차별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음
- 용도의 차이가 불분명할 경우 중복
투자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 민간의 경영 효율성을 채택하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단일건물 복합시설을 하나의 조직에서
모두 관리하므로 중복관리를 피할 수
있음

- 공공시설에 대한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을 추구할 가능성이 큼
- 보조금 범위 내에서 시설관리를
함으로써 시설 노후화가 빠름
- 민간업체 선정 시 사전에 보조금의
범위와 금액에 관한 별도의 협상을
하여야 함
- 사후 운영 결과의 책임 소재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음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는 재단을 설립하여 관내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주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단지
단기적이면서 경제성 측면만을 고려한 경우 제4안이 타당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제7안도 적극적으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화재단 설립으로 ‘공단’ 이미지 벗고 문화도시로!

는 구로디지털단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구로구, 20세기 굴뚝 산업의 근간이던 구
로구가 21세기 문화 중심지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단’의 대명사로 통하
던 곳이 놀라울 정도로 ‘깨끗한 도시’로 변신하였고, 그 후 다시 복합 문화타운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작한 것이다.
2007년 8월 1일 정식 출범한 구로문화재단(구로구청장 및 구로문화재단 이사장

은 물론, 구로의 문화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조사·연구한다는
포부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될 경우, 과거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에 국한되어 상대
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서울 남부지역의 문화예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뿐만 아

6안)
시설관리 : 민간위탁

니라, 더 나아가 이 지역을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것도 가능하
다는 분석이었다. 이 모든 것이 구로구를 첨단 미디어산업시설과 주거시설, 공원,
문화시설이 잘 조화된 살기 좋은 복합도시로 변모시키려는 계획이었다.

다음으로는, 어떤 내용을 담아낼 것인가, 즉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했다. 구로의 자기 색깔 찾기 노력은 최고를 지향하되 지역민을
배려하고 지역민의 문화예술을 담는 곳이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당시 건립
된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은 타 자치구의 구민회관 수준의 공연장과 비교하면 시
설이 최첨단이었다. 공연 현장에서 바로 녹음 또는 녹화하여 이를 직접 음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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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거나 인터넷에 업로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영화음악이나 게

버스 정거장의 문화게시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공연, 전시, 모임, 행사

임음향 등 까다로운 녹음 작업도 가능하다.

등을 홍보하고, 누구나 길거리에서 예술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구로문화재단은 유망 예술가를 양성하는 역할도 맡기로 했다. 국내외에서 각
종 콩쿠르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을 발굴해 정식으로 무대에 데뷔시키는 방식이다.

2007년 8월 1일 재단이 설립되었을 때 건물이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라 직원들을

이를 위해 세계적 예술가들로부터 추천을 받는 등 엄격한 과정을 거친 훌륭한 예술

행정 파트와 사업 파트로 나누어 행정 파트는 현 구청 정문 옆에 있는 조그만 사무

가를 지도자로 초빙하기로 했다.

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사업 파트는 구로구민회관 1층 전시실에 입주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가족극 형태의 어린이 뮤지컬 등 양질의 공연을 기획하는 데도 힘을 쏟

직원들은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과 구청을 오가며 공연장의 보완점을 확인하고

기로 했다. 작품을 기획하고 재원을 마련하여 수년에 걸쳐 긴 시간을 두고 제작해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하였다.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공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만들어

한 달여 지난 후 9월 3일 사무실 입주를 위한 고사를 지냈다. 새 건물의 안전과 재

진 예술작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콘텐츠 등을 통해 공연 전에 미리 접할 수 있는 기

단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시루떡, 돼지머리, 눌린 고기, 김치, 과일 등을 준비하여

회를 늘려 부모와 자녀가 작품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 공연을 생활과

다 함께 정성스레 고사를 지냈다.

직접 연계시켜 나간다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후에 사무실 입주는 행정관리팀과 사업관리팀을 분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현

문화예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공무원이나 교사 등 이른바 예술경영능력을 필요

재 지하 1층 꿈의오케스트라 교육실로 사용하는 공간이 행정관리팀 사무실이었고,

로 하는 곳도 상당수라고 판단되었다. 초기에는 아카데미로 시작하되 향후 지역 내

지상 1층 카페테리아 자리가 사업관리팀 사무실이었다.

성공회대학교와 연계하여 문화대학원을 설립한다는 계획도 수립하였다. 이에 대
해 문화관광부도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영등포구 대림동을 비롯해 우리 지역 주변에 중국 교포가 많다는 점
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실버세대를
위한 문화정책도 수립하기로 했다.
구로문화재단은 이외에 지역 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도로 안내판이나

30

발자취와 성과

31

발자취와 성과

구로아트밸리 pride

Ⅱ
구로아트밸리
pride

공식 개관에 앞서 다양한 장르의 시범공연 선보여
구로구 최초의 전문 복합공연장이자 서남권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그
탄생을 공식적으로 알린 것은 2008년의 오픈 페스티벌(개관기념 페스티벌)이다.

[2007년 시범 공연 일정]
공연명

공연단체

공연일시

입장료

藝風 2007

(사)민족예술원

2007.12.15.(토) 16시

S석 15,000원
A석 12,000원
B석  8,000원

예술 영재 초청공연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2007.12.17.(월)∼12.18.(화) 19시

3,000원 균일

헨델 메시아

안산시립합창단

2007.12.20.(수) 20시

S석 20,000원
A석 15,000원
B석 10,000원

크로스오버
재즈의 밤

새바 재즈

2007.12.21.(목) 20시

S석 15,000원
A석 12,000원
B석  8,000원

한밤의 세레나데

명랑극장 수박

2007.12.24.(월) 20시
/ 12.25.(화) 15시, 19시

S석 20,000원
A석 15,000원
B석 10,000원

하륵 이야기

극단 뛰다

2007.12.28.(금) 11시, 19시
/ 12.29.(토) 14시, 18시

S석 15,000원
A석 12,000원
B석  8,000원

화음쳄버 초청
송년음악회

화음쳄버오케스트라

2007.12.30.(일) 19시

S석 15,000원
A석 12,000원
B석  8,000원

신년음악회

앙상블뮤직나우

2008.01.08.(금) 19시 30분

S석 15,000원
A석 12,000원
B석  8,000원

해설이 있는 발레
백조의 호수

국립발레단

2008.01.12.(토) 15시

S석 20,000원
A석 15,000원
B석 10,000원

오픈 페스티벌에 앞서, 우선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월 사이에 다양한 장르의 시범공연을 개최하였다. 시
범공연은 본격적으로 관객들을 맞이하기 전에 공연장을 완벽하게 가동하기 위해 무대 시설을 테스트하고 보완
점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었다.
새롭게 문을 여는 의미로 시작하는 첫 공연 <藝風 2007>은 김덕수와 함께 사물놀이를 창시한 이광수 선생과
그 제자들의 길놀이, 비나리, 시나위 등 전통음악공연으로 90분간 진행되었다. 두 번째로 선보인 <예술 영재 초
청공연>은 젊고 유망한 청년예술가들의 발표 무대를 정례화하고 예술 영재들의 데뷔 무대로 키워내는 출발점
이 되었다.
이어서 안산시립합창단의 <헨델 메시아>는 크리스마스를 맞는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합창 무대를 선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마도원이 이끄는 크로스오버 앙상블 새바(SEBA)가 마련한 <크로스오버 재즈의 밤> 공연은
디지털단지의 재즈 팬들에게 크로스오버 재즈의 정수를 소개하는 자리가 되었다.
다섯 번째로 무대를 장식한 <한밤의 세레나데>는 그해 뮤지컬 대상 대본상 후보에 오른 작품으로, 연말을 맞아
가족과 함께 감상하기에 적합한 공연이었다. 어린이 연극 화제작인 <하륵 이야기> 역시 해외 초청을 가장 많이
받은 작품이라는 점에서 값진 무대였다.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내용으로 특히 가족 단위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이어서 12월 30일 열린 <화음쳄버 초청 송년음악회>는 1996년 창단된 화음쳄버오케스트라가
청중들에게 클래식 음악의 정수를 선사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어서 해가 바뀐 후 열린 <신년음악회>는 활기찬
오케스트라 연주가 펼쳐져 구민들이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국립발레단이 해설
과 함께 선보인 발레 <백조의 호수>는 발레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손색이 없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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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의 탄생을 알린 개관기념 페스티벌
여러 장르의 시범공연과 시설 보강공사(2008년 봄)를 거쳐 드디어 2008년 7월 22일 오후 3시 개관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는 이어서 열린 개관기념 페스티벌의 화려한 서막이 되었다. 개관기념 페스티
벌은 서남권 문화예술 중심지 ‘일류 구로’를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구로아트밸리 예술극
장의 탄생을 널리 알리고 고품격의 다양한 공연으로 구민들의 문화 향수 기회를 늘려 지역문화 예술
을 진흥시키고자 기획되었다.
개관기념 페스티벌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시한 점은 고품격 전문공연장으로서의 이
미지를 형상화하고 새롭게 탄생한 공연장을 축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공연 공
간이 활성화되고 서울 서남권의 대표적 문화시설로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였
다. 이에 당시 민선 4기 구정의 모토였던 ‘디지털 구로’와 ‘클린 구로’를 표현하고 디지털밸리와 구로
아트밸리의 통합적 상징성을 발휘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또한, 출연진 선정에 있어 지역 주민의 니

기념식 장소는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으로 확정되었

즈(needs)를 반영하여 대중성 있는 게스트와 아티스트들을 적절히 안배하였다.

다. 개관을 한마음으로 기뻐해 줄 손님들을 초대해 잘

페스티벌의 타이틀은 ‘Viva Guro, Viva Arts Valley 개관 페스티벌’로 결정되었다. 2008년 7월

대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우선 초청 리스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동안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과 안양천 및 관내 일대에서 열린 페스티벌은

트를 작성하였다. VIP(재단 임원 포함) 61명, 직능단체

개관 기념식, 개관기념 공연, 개관기념 전시, 게릴라 공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장 433명, 지역 언론인 14명, 문화원 임원 등 총 533명
에게 초청장을 발송하고 참석 여부를 확인하였다. 개
관기념 전시회 오픈식에 초대할 손님들의 리스트도

개관 기념식으로 페스티벌의 서막을 올리다

별도로 작성하여 미술계 인사 360명에게 초청장을
발송했다.

페스티벌 첫날에는 내빈과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의 탄생을 알리는 공식행

지역 주민들에게는 홈페이지에서 일부 좌석에 대해

사인 개관 기념식을 거행했다. 기념식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내빈들의 경우, 구로구 홍보전산과의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고, 기념식 당일에 예약 없이 방

지원으로 메시지 영상을 제작해 축하의 뜻을 전달했다. 유인촌 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대영 前

문한 주민들에게도 좌석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안숙선 前 국립창극단장, 임웅균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뮤지

람이 가능하도록 안내하였다. 그 결과 예술극장의 전

컬 배우 남경주 등이 영상의 주인공들이다.

객석이 만석을 이루었다.

새로 문을 여는 재단인 만큼 구로구에서도 기념식에 큰 관심을 두고 있었다. 초기에는 구로문화재단

개관 기념식은 식전행사와 본 행사, 식후행사의 세 부분

설립을 주도한 문화체육과 주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 국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재단 대표이사와

으로 구성되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식전행사에서는

공연사업팀장이 참여했다. 구에서는 지금의 구로근린공원 앞마당에서 야외 오픈식을 개최하는 방

남미 스틸 드럼의 야외 연주, 테이프 커팅식, 2층 소리

안을 구상하였으나, 당시 재단 집행부에서 직접 행사 개최를 준비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명했다.

조형물(풍관) 시연이 펼쳐졌다.

결국, 재단이 전체 페스티벌을 주관하고 구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개관 기념식 등

테이프 커팅식에 참여할 인사는 박영선 국회의

의 행사는 재단 행정관리팀과 구로구 문화체육과가, 개관 기념공연과 전시 등의 예술 사업은 재단 대

원, 양대웅 前 구청장, 김장실 前 문화체육관광부

표이사와 공연사업팀이 협력하여 진행키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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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내빈 중에서 선정하였다. 테이프 커팅식이 끝난 후에는 개관기념 순회전시를 위해
1층 로비에 마련된 <마법의 장독대와 손에 잡히는 풍경소리> 조형물을 살펴본 후 2층
공연장 입구에 설치된 소리 조형물(풍관)의 시연을 감상하였다.
이어서 본 행사는 황현정 아나운서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되었다. 뒤이어 국민의례, 내
빈소개, 재단 이사장(양대웅 前 구청장) 기념사, 구로아트밸리 비전 선포식, 축하 영상
공개, 무대막 오픈식, 폐회선언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 중 관객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되었던 순서는 무대막 오픈식과 축하 영상 공개다. 무
대막은 지역 주민과 다문화가정이 함께 오랜 기간 공들여 만든 뜻깊은 결과물이다. 그
리고 참석 못한 내빈들의 축하 영상은 이날 처음 공개되는 터라 더욱 관심을 끌었다.
이후 식후행사에서는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일본의 스틸 드럼 연주, 팝스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춘 테너 엄정행&소프라노 박정원의 성악 무대, 박경숙의 해금 연주, 뮤지컬
<맘마미아> 하이라이트, 가수 박상민 등의 열정적인 공연이 펼쳐졌다.
개관 기념식 다음 날인 7월 23일에는 <얼쑤! 김덕수와 아시아의 북소리>라는 제목으
로 총연출한 김덕수(한울림연희단) 사물놀이단과 IOV-KOREA(민간문화예술교류협

]2008년 개관 기념 페스티벌 일정[
구분

1일차

내용

기념행사

● 아시아 드럼 콘서트
    - 김덕수, 일본 노부시, 대만 텐루

2일차

3일차
공연

● 여성 디바 3 콘서트
    - 한영애, 이상은, 말로

07.22.(화) 15시

입장료

무료

07.23.(수) 20시

S석 35,000원
A석 30,000원
B석 20,000원

07.24.(목) 20시

S석 35,000원
A석 30,000원
B석 20,000원

07.25.(금) 20시

S석 30,000원
A석 25,000원
B석 15,000원

회)를 통한 대만과 일본의 타악팀 공연이 펼쳐졌다.

관웅 빅밴드는 당초 예정되어 있던 영국 왕립음악원

즉흥적인 대목이 가미된 연출이 큰 호응을 얻었으며

빅밴드 공연이 취소되는 바람에 뒤늦게 공연팀으로

출연팀 저마다의 색깔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공연이

선정되었다.

었다는 평가다.

때문에, 홍보 시간이 부족해 재즈클럽을 중심으로 한

다음날인 7월 24일 저녁 8시 <Viva, Diva 3인 3색 콘

공연장과의 공동 마케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티

서트>에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성 뮤지션 3인방

켓 판매에 애로를 겪기도 했다. 다행히 KBS 1TV 프로

(한영애, 이상은, 말로)의 무대가 꾸며졌다. 개성 넘치

그램 ‘KBS중계석’에서 공연을 녹화방송하여 재즈 팬

는 여성 뮤지션들이 독특하고 파워풀한 공연을 선보

들에게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여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기회가 되었다.

이어서 7월 25일에는 <신관웅 빅밴드 재즈> 공연이

공연 마지막 날인 7월 26일 밤 9시에는 안양천에서

펼쳐졌다. 국내에서 보기 드문 빅밴드 공연으로, 재즈

<한여름 밤의 퓨전 음악회>가 열렸다. 음악회의 마지

4일차

● 신관웅 빅밴드 재즈
    - 신관웅 빅밴드

5일차

● 한여름 밤의 퓨전 음악회 불꽃쇼
    - 피에르 알랭 위베르

07.26.(토) 21시

무료

의 전설로 일컬어지는 신관웅이 직접 연출·연주하며

막 순서는 화려한 불꽃 쇼가 장식했다. 불꽃 쇼를 선보

● 순회전시(15개 구 순회전시)

07.01.～07.30.

〃

재즈의 매력을 펼쳐 보였다. 특히 이날 특별 게스트로

인 피에르 알랭 위베르는 세계 최고의 불꽃쇼 연출가

● 개관전시

07.15.～08.14.

〃

나선 가수 임희숙은 세월을 잊은 듯한 목소리와 세련

로 꼽힌다.

● 각종 퍼포먼스(마임, 힙합 등)

07.12.～07.22.

〃

된 무대 매너로 공연장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신

전시
게릴라 공연

36

● 개관 기념식
    - 테이프 커팅식
    - 구로아트밸리 선포식
    - 기념사, 축사, 무대막 오픈
    - 공연(엄정행, 박정원, 박경숙, 박상민 등)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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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아트밸리 pride

페스티벌의 흥을 돋운 개관기념 전시와 게릴라 공연
개관기념 전시는 개관전시와 순
회전시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개
관전시는 서 송 작가가 예술감독
(총디렉터)을 맡아 지휘에 나섰
다. 전시 주제를 ‘소통(디지털/미
디어아트전)’으로 삼고 7월 12일
부터 8월 11일까지 전시회를 열
었다. 전시연계 교육 프로그램인
전시 투어, 개관기념 전시 참여
작가 중 5∼6명을 선정하여 작가
의 작품세계를 직접 듣고 작업방식을 체험하는 청소년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개관기념 전시 참여 작가들의 작
업방식을 체험하는 성인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교사와 학부모 등 일반인 대상의 미술교육 워크숍 등 다양한 프
로그램이 함께 마련되었다.
순회전시는 개관전시보다 이른 7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전시 주제는 ‘사운드 인터랙션, 장독대와 소리의 그림

재단 10년의 성과를 돌아본 2017년의 10주년 기념식

자’. 단순히 눈으로 보는 작품을 넘어서서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관람객과의 상호 교감을
추구하는 전시다. 서울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공동으로 제작, 설치하여 구로구를 비롯한 서울 15개 자치구에서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7년 9월 1일, 1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2008년 개관 기념식

순회전시에 나섰다. 전시작품은 총 15점, 참여 작가는 음악감독과 엔지니어를 포함하여 총 17명-김경미, 이돈응

은 구에서 관심을 많이 두던 상태라 당시 문화체육과를 관장하는 주민생활지원국 차

(사운드디자인), 오경수(장치개발), 김기연, 박준식, 정정주, 최문석, 하광석, 강인구, 나인주, 서 송, 송운찬, 이성

원에서 준비 회의를 진행했다. 여러 가지 계획이 논의되던 중 재단 대표이사가 기념

웅, 이종균, 임주리, 장성재, 프로젝트그룹 옆-이다. 미디어작품과 설치작품 전시를 통해 극장과 갤러리의 이미

식 준비를 주관하기로 결정되었으며, 공무원과 재단 직원 모두 합심하여 성실하게 준

지를 한 차원 높였다는 평가다. 특히 갤러리뿐만 아니라 극장 외부에도 작품을 설치해 구민들이 쉽게 작품을 감

비했다.

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비해 2017년 10주년 기념행사의 경우 처음부터 재단이 중심이 되어 준비하기로

38

게릴라 공연은 개관식 홍보마케팅의 일환으

하고 2016년 6월 각 팀에서 직원을 한 명씩 파견해 대표이사 포함 총 5명으로 10주년

로 기획되었다.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TFT팀을 구성했다. TFT팀은 지속적인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아이디어를 모으며 최적

인 구로역, 신도림역, 디지털단지 등에서 차

의 계획을 수립해나갔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1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량을 이용해 힙합, 록, 마임 등의 공연을 펼쳤

있었다고 자부한다.

다. 실외공간이라 날씨에 따라 공연이 불가

우선 행사의 모토를 ‘꿈을 잇다 삶을 열다’로 정하고 재단 10년의 역사와 성과를 돌아보

하거나 장비에 손상을 입을 수 있어 다소 어

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주민들과 내빈, 문화예술기관 관계자

려움이 있었으나 궂은 날씨에도 출연진들이

들을 모시고 축하와 격려의 무대로 구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재단

열정적으로 공연을 선보여 관객들로부터 큰

의 미래지향적 가치를 공유하는 문화예술행사를 연출함으로써 재단 임직원들이 자긍

박수를 받았다.

심을 느끼고 동기부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발자취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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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아트밸리 pride

10주년 기념행사는 9월 1일 3시 30분 구로아트밸리

시대와 시대, 사람과 사람, 아날로그와 디지털, 장르와 장르, 과거와 현재, 예술

예술극장 1층 로비에서 축하 리셉션과 함께 시작되었

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잇는 구로문화재단 과거의 10년과 미래 10년의 꿈을,

다. 방명록에 서명을 마친 내빈들을 모시고 다과를 곁

구로 근대 역사의 보물인 재봉틀을 오브제 삼아 다양한 공연들과 엮어서 펼쳐

들여 조촐하면서도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였다. 리셉션

보였다. 상주단체 바닥소리, 극단 아리랑, 청소년뮤지컬 온마을이 출연한 <순

은 이 성 구로구청장의 환영사, 이인영 국회의원의 축

이의 꿈>은 바로 그 문을 열어젖힌 공연이다. 과거 구로공단의 봉제 공장으로

사, 재단 대표이사의 건배 제의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

시작해 행사가 진행되면서 공연장으로 변하더니 마지막엔 예술 공장으로 탈

고, 리셉션 종료 후에는 참석자 모두 2층 공연장으로

바꿈하며 사회자가 등장하였다.

이동하였다. 이어서 오후 4시부터 기념식과 축하공연

뒤이어 개식 선언과 국민의례, 주요 내빈소개가 이어진 후 노름마치, 춤꾼 하

이 진행되었다. 기념식은 예술적인 스토리텔링과 연출

용부(무형문화재)의 사이 공연을 통해 지금 구로의 힘찬 모습이 역동적

기법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적 의전 행사로 격상시켜 참

으로 그려졌다. 이어서 재단 이사장인 이 성 구로구청장의 환영사

석자들에게 행사의 취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

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축하 영상 메시지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였다. 아울러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문화재단으로서

이후 두 번째 사이 공연으로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이 무대

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뜻을 두었다.

에 올라 무대 위 영상에 투사된, 꿈꾸는 재봉틀과 어울려 화려한 연주 퍼포먼

축하공연에서도 연출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우선

스를 선보였다. 곧이어 가장 중요한 순서라 할 수 있는 ‘재단에 바란다’가 진행

구로의 역사적·사회적 상징인 ‘재봉틀’에 구로문화재

되었다. 미래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구로문화재단 구성원들이 마음 깊이 새기

단을 투영하였다. 구로문화재단의 과거 10년과 미래

고 명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던 차였다. 이에, 주민들에게 이와 관

10년의 꿈을 다양한 공연을 통해 선보이고자 했다. 또

련된 격려와 충고를 온·오프라인으로 공모하였고, ‘재단에 바란다’는 그 결과

한, 상주단체 바닥소리의 소리꾼 최용석(남) 씨와 김은

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경(여) 씨가 공동으로 진행하여 기존 행사와 차별화되

이어서 구로공단의 과거를 상징하는 여공들이 무대 뒤에서 나와 재단에 바라

도록 했다.

는 소망을 함께 종이비행기에 담아 날리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를 끝으로 공

축하공연 프로그램에는 개관 10주년 기념 슬로건인

식행사가 종료되고 가수 양희은을 필두로 구로필하모니오케스트라, 여성합

‘꿈을 잇다 삶을 열다’의 메시지가 깊이 투영되어 있다.

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흥겨운 축하공연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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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아트밸리 pride

10년을 기념하는 색다른 방식
이러한 공식행사와는 별도로 ‘구로문화재
단 창립 10주년 기념사업-아트밸리로 떠나
는 늦여름휴가(부제: 감(자)·옥(수수)·수(박)
더위 탈출)’를 주제로 야외 행사도 기획하였
다.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구로근린공원에서 감자, 옥수수, 수박 등 여름 대표 먹
거리를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것. 더불어 먹거리와 같이 즐길 수 있는 게임과 이벤트 그
리고 구립예술단과 지역문화 예술동아리의 공연 무대도 더해졌다.
첫날에 1,000여 명, 둘째 날에 500여 명 등
총 1,500여 명이 참여했으니, 더위와 바쁜 일
상에 지친 주민들에게 도심 속에서 잠시 여
유를 즐길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된 셈이다.
특히 강원도 영월문화재단의 후원이 빛을 발
했다. 영월문화재단이 감자와 옥수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해준 덕분에 더욱 풍성한 행사
가 될 수 있었다.

]프로그램 세부 내용 - 첫째 날 : 감자랑 옥수수 먹는 날[

시간

장소

19:00

19:40
19:55
20:10
20:20

42

먹거리존(극장 앞마당)

감자·옥수수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옥수수 체험
<옥수수 껍질을 까볼까>
생과일 수박 주스
<쥬시가 공짜>

이벤트존(뒷길 안 공원)

]프로그램 세부 내용 - 둘째 날 : 수박 먹는 날[

플레이존(분수대)
페이스 페인팅
<내 얼굴에 무슨 일이>

옥수수 투호 게임
<던져서 골인>
추억의 뽑기
<꽝이란 없다>

내가 만든 추억 나무
<구로문화재단과 함께한 10년>

시간

장소

먹거리존(극장 앞마당)

수박씨 투호 게임
<뱉어서 골인>

19:00
수박
<잘라 먹고 섞어 먹고>

19:40∼19:50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19:40

19:55∼20:05 아만테스기타합주단

19:55

20:10∼20:20 구립소년소녀합창단

20:10

20:20 종료

20:20

이벤트존(뒷길 안 공원)

옥수수 강냉이
<아낌없이 퍼줄게>

플레이존(분수대)
페이스 페인팅
<내 얼굴에 무슨 일이>
내가 만든 희망 나무
<구로문화재단과 함께할 10년>

얼굴에 붙은
수박씨 떨어뜨리기
<너도 몰랐던 네 얼굴>

19:40∼19:50 꿈의오케스트라 구로

추억의 뽑기
<꽝이란 없다>

20:10∼20:20 구립여성합창단

19:55∼20:05 알로하브리즈

20:2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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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아트밸리 pride

주민들의 애장품 전시한 10주년 기념 전시회

만날 수 있는 세계적 아티스트들을 문화예술의 불모지로 꼽히던 구로지역으로 초청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
임으로써 지역극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로지역을 문화예술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계기로 만들었

이와 함께 재단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전시회도 열렸다. 특히 구로구민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전시해 구민

다는 점이다(슐로모 민츠, 클로드 볼링, 뉴트롤스 어쿠스틱 공연 등).

들의 예술적 감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자리로 만들고자 하였다. 우선 전

또한, 지역 친화적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즈, 오페라 등 지역민들이 낯설게 느끼는 장르의 공연들을 쉬운

시회 제목을 <우리 동네 보물섬>전으로 정하고 주민들과 재단 직원들의 소중한 사연이 깃든 애장품들을 모으

해설과 저렴한 관람료로 선보임으로써 문화예술 향유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서울 서남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기 시작했다. 재단 10년을 주민들과 기념하는 차원에서, 함께 만드는 콘텐츠를 기획한 것이다.

일으켰다는 점이다(소화제 콘서트, 재즈잇업, 오페라 파실 시리즈, 정치용의 미라클 콘서트 등). 뿐만 아니라, 다

전시회는 2017년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갤러리 구루지에서 진행되었다. 첫날 오픈식 때 재단이 인큐베이

문화가정이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다문화 특성화’ 기획 프로그램 및 다양한 공연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

팅하고 있는 꿈의오케스트라의 기념공연이 열려 더욱 뜻

역민들이 다 함께 어우러지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겠다(한-아세안전통음악오케스트라, 내 마

깊은 자리가 되었다.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은 총 60여 점

음에 물 주기 등).

이다. 주민들이 관내 학교에서 운동회, 졸업식 등이 있을
때 찍은 사진들에 연도와 장소를 표기하여 전시하였다. 또
한, 추억이 담긴 물품, 예술작품 등 개인 소장품들을 무상

속 시원한 <소화제> 콘서트

으로 대여받아 함께 전시하였다.
<우리 동네 보물섬

같은 해인 2011년에는 <소화제> 콘서트가 열려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이 끝난 후, 지역

소화제 ‘훼스탈’로 유명한 한독약품과 한국경제신문 계열사인 한경닷컴과 연

주민들의 적극적인

계하여 점심시간을 활용한 콘서트를 선보였다. 사업비는 한독약품을 통해 조

참여 덕분에 지역 구

달하였다. 이로써 공연장은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문화 향

성원들 간에 소통의

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은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공헌을 실현할 수 있었으

장이 마련되었다는

니 일석삼조가 되었다. 식후에 먹는 소화제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평가를 받았다.

다양한 장르의 무료 공연을 선보여 문화예술이 낯설고 어려운 것이 아닌 ‘생활
속의 즐거움’임을 느끼게 하고자 함이다.
<소화제> 콘서트는 찾아가는 공연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클래식, 국악, 포크,

10년간 구로아트밸리가 이룬 성장

모던록, 재즈, 현대무용,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팀으로 풍성한 무대를 꾸몄다.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구로아트밸리

44

그렇다면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개관 이후 10년이 지나는 동안 구로아트밸리의 자체

예술극장 1층 로비, 노원문화예술회관 1층 로비, 나루아트센터 1층 로비, 구로

브랜드 사업은 어떻게 펼쳐졌고 구로아트밸리의 위상은 얼마나 높아졌을까.

디지털단지 외 9개 장소에서 버스킹 공연이 꾸준히 진행되어 관객들의 박수갈

2011년 6월 10일 제주에서는 전국 140여 개 문예회관이 참가하는 해비치 아트페스티

채를 받았다. 그해 총 99회 공연에 누적 관객이 총 8,700여 명에 달했다.

벌 ‘전국문예회관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열렸다. 당시 극장 개관 4년 차에 불과하

<소화제> 콘서트가 진행되던 중, 9월 29일에는 한경닷컴의 후원으로 피아니

던 우리 재단도 참가해 당당히 최우수상(문화부 장관상)을 받으며 문화 모범사례를 전

스트 김정원의 공연이 <김정원 in Romantic Autumn>이라는 타이틀로 구로

국에 널리 알렸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 원과 현대자동차가 후원하는

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해피존 티켓나눔’ 1천만 원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뜨거운 반응을 얻은 <소화제> 콘서트는 다음 해인 2012년에도 4월부터 11월

우리 재단이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주로 메이저(대형) 극장에서

까지 공연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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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아트밸리 pride

구로의 색깔을 살린 다양한 기획전시

연도

기간

전시명

전시일수(일)

관람객(명)

01.01.∼01.06.

송준호 개인전

6

426

05.03.∼06.09.

성북동 이야기전

38

1,350

07.27.∼08.01.

상반기 미술아카데미 교육평가전

6

300

높은 시각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초창기에는 ‘디지털 구로’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미디

08.04.∼09.08.

실재와 환상전

35

1,470

어아트와 현대미술을 접목하고 신진 작가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른 자치구와 차별화된 전문 전시영역을 구축

10.05.∼10.16.

꿈꾸는 지구전

12

2,901

기간

전시명

전시일수(일)

관람객(명)

01.01.∼01.31.

relation전

31

944

06.25.∼07.03.

구로아트밸리 상반기 교육평가전

9

636

07.18.∼09.02.

여름방학 기획전-goodtime전

48

3163

09.20.∼09.29.

그림자전

9

737

한편 재단은 주민들의 시각예술 향유를 위한 기획전시 사업도 추진하였다. 회화, 조각, 설치, 미디어, 평면 등 다
양한 장르에 걸쳐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기획·전시하여 타 문화예술기관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구민들이 수준

2011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15년까지는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건물 지하 1층 갤러리에서, 2016년부터는 구로구민회관 지상 1층 갤러

연도

리 구루지에서 전시가 열렸다. 개관 이후 연도별 기획전시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도

2008

연도

2009

연도

2010

46

기간

전시명

전시일수(일)

관람객(명)

05.01.∼05.12.

2008구로 어린이 책문화 한마당

12

235

07.15.∼08.14.

개관전시-숨소리 소통전

31

1,000

11.21.∼12.07.

우리 동네에서 만나는 현대미술전

18

1,052

07.15.∼08.14.

순회전시-장독대와 소리의 그림자

31

15,000

12.11.∼12.15.

구로아트밸리 하반기 교육평가전

5

232

09.16.∼09.20.

예술 영재 시각예술 전시

5

200

12.22.∼01.06.

붉은 구슬&송준호전

10

638

기간

전시명

전시일수(일)

관람객(명)

기간

전시명

전시일수(일)

관람객(명)

02.17.∼02.18.

이돈응 교수의 마법의 소리 체험전

2

618

05.11.∼06.07.

호접지몽

27

1,704

02.25.∼03.12.

꿈꾸는 부엌 Flavor of Asia 사진전

16

240

06.17.∼06.23.

미술아카데미 교육평가전

7

220

03.14.∼03.27.

카메라메라전

12

140

06.26.∼07.20.

자연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전

25

480

05.02.∼05.31.

노래하는 눈전

26

2,678

08.01.∼08.31.

여름방학 기획전-상상정원전

31

1,634

07.24.∼08.30.

Super Hero전

32

2,726

11.05.∼11.12.

오주영 작가 기증전

7

200

10.11.∼10.18.

얼굴전 1

8

897

11.09.∼12.12.

Theory of mind - 인지과학프로젝트

28

960

기간

전시명

전시일수(일)

관람객(명)

01.04.∼01.12.

미술아카데미 하반기 교육평가전시회

9

200

2012

연도

2013

연도

기간

전시명

전시일수(일)

관람객(명)

05.27.∼06.30.

기획전시 아나포라전

31

860

01.02.∼01.10.

얼굴전 2

8

450

07.02.∼07.07.

미술아카데미 상반기 평가전시회

6

170

01.16.∼02.28.

시간·공간·기억-3인전

36

1,929

08.04.∼08.07.

하얀눈썹 호랑이 공연 및 그림엽서체험전

4

568

05.01.∼05.30.

2010노래하는 눈-fun&pop전

27

1,613

09.27.∼10.14.

기획전시-색놀이와 형상전

18

665

07.23.∼08.29.

wonderland전

32

2,283

11.03.∼11.16.

기획전시-지지 않는 꽃

14

390

12.18.∼12.26.

우리의 얼굴전

9

1,500

12.10.∼12.13.

기획전시-우리동네 사람들

4

250

12.18.∼12.31.

relation전

11

12.18.∼12.31.

기획전시-Without you I'm fine

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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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5

연도

2016

48

기간

전시명

전시일수(일)

관람객(명)

01.05.∼01.12.

어린이 미술아카데미 교육전

10

300

02.07.∼02.15.

가족과 함께 하는 전통 연 체험놀이

12

655

04.25.∼05.25.

피라미드의 보석을 찾아라!

40

240

07.08.∼07.16.

국내․외 사회혁신가들 사례전

9

400

07.17.∼07.26.

제3회 한․일 교류기획전

10

600

07.31.∼08.01.

꿈의오케스트라 행사

2

250

08.06.∼08.09.

상반기 어린이 미술아카데미 평가 발표전

4

300

08.12.∼08.23.

아트타임전

12

390

10.01.∼10.03.

무지개다리 사업 전시회

3

100

11.23.∼11.30.

제3회 국제 캘린더전

8

200

12.01.∼12.06.

[숨] 8인의 사진전

6

100

12.07.∼12.11.

무지개다리 전시

4

50

12.13.∼12.31.

하반기 어린이 미술아카데미 평가 발표전

16

300

연도

전시명

전시일수(일)

관람객(명)

어린이 미술아카데미 교육전

9

183

전시명

전시일수(일)

관람객(명)

madeinGuro

22

324

madeinGuro

23

523

공간의 중첩

23

382

ChangeClothes

16

415

낮고 높고 좁은 방

28

452

하얀 그림자

35

1,307

쿤캣 아트 플레이

15

635

당당하고 왁자지껄한 상상

22

1,151

제21회 구로잉벌노전

8

663

제20회 구로잉벌노전, 한국 현대미술의 모색전

13

1,161

구로미술협회 특별전-배일호 강귀예 부부전

6

497

토카아트 제휴작가 정기전

12

274

제17회 구로한묵회전

15

389

제16회 구로한묵회전

14

384

토카아트 제휴작가 정기전

12

261

어린이 미술아카데미 교육전

10

262

오숙진 Manda-La전

12

233

오늘의 조선족 1990∼2015

6

213

After glow

14

379

꿈 너머 꿈

17

422

달빛향연

11

337

경계를 걷다

13

387

우리 동네 보물섬전

20

804

구로문화원 ‘응답하라 청춘 붓글씨’ 작품전시회

9

219

구로서예가협회 캘리그라피

7

364

제16회 구로시화전

13

469

제17회 구로시화전

12

381

제25회 구로서예전

12

444

제26회 구로서예전

14

675

제25회 구로미술전

12

521

제26회 구로미술전/구로미술특별전

14

411

제17회 구로사진전

11

450

제18회 구로사진전

12

430

제11회 구로문화원 수강생 작품전시회

6

200

제12회 구로문화원 수강생 작품전시회

15

19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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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아트밸리 pride

신나는 록의 향연! 구로 인디록 페스티벌

감미로운 재즈의 선율, 재즈 콘서트

재단은 특히 구로아트밸리 고유의 브랜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단은 2년 이상 동일한 사

유명 재즈 음악 평론가이자 영화감독이며 만화가인 남무

업으로 구로아트밸리의 이미지 메이킹과 가치 제고에 일조한 경우를 브랜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성이 함께한 <해설이 있는 재즈 콘서트 Jazz It Up!> 시리

재단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우리 구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들을 선보여 참신한 기획이라는 평

즈도 빼놓을 수 없다. 그 첫 무대가 된 것은 2010년 ‘만원

가를 받아왔다. 더불어 그러한 콘텐츠들에 대해 우리 구로의 색깔에 어울린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그중 첫손에

의 행복’ 시리즈의 한 페이지다. 2010년 3월 23일 <해설

꼽을 수 있는 것이 <구로 인디록 페스티벌>이다. 2000년대 초반 주로 홍대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던 인디

이 있는 재즈 콘서트 Jazz It Up!-만원의 행복>은 재즈의

록 밴드들을 초청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페스티벌 형태로 공연을 펼쳤다.

특징과 역사-Part 1(1900∼1960년대)-를 알아보는 시

2009년에는 7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매일 다른 주제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디록 밴드들의 공연이 열

간이 되었다. 재즈의 특징인 스윙과 즉흥연주를 실연을

렸다. 7월 9일(목)에는 ‘열정의 상실’을 주제로 검정치마, 국카스텐, 눈뜨고코베인이, 7월 10일(금)에는 ‘설레임의

통해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고, 초창기 재즈부터 스윙, 비

상실’을 주제로 미스티블루, 어른아이, 게스트 한희정, 타루가, 이어서 7월 11일(토)에는 ‘꿈의 상실’을 주제로 하

밥, 쿨, 하드 밥, 프리 재즈, 보사노바로 이어지는 재즈의

찌와 TJ, 악퉁, 정다운밴드가 출연하였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첫날인 7월 9일(목) 구로아트밸리 야외무대에서

발전사를 대표작들과 함께 소개하였다. 특히 관객들은

도 타미르호의 음악 공연과 고재경의 마임 공연을 무료로 진행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공연을 찾는 관람객들에

동일한 곡이 장르나 즉흥연주에 따라 변화되는 과정을

게 재미와 추억을 선사하기 위한 순서가 더해졌다. 공연이 열린 3일 동안 극장 로비에서 공연 전 2시간 동안 다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더욱 흥미로운 시간이 되었다.

트 대회를 열어 공연 초대권과 경품 등을 내걸고 신나는 놀이마당을 제공하였다.

2010년 4월 5일에는 구로아트밸리 관객기자단과 남

다음 해인 2010년에는 ‘LOVE'를 주제로 록의 향연이 펼쳐졌다. 첫날인 7월 2일(금)에는 ‘우리사랑이면(裏面)’을

무성 작가가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였고, 이어서 4월

주제로 내귀에도청장치, 네미시스, 이브가, 7월 3일(토)에는

22일에는 <해설이 있는 재즈 콘서트 Jazz It Up!-만원

‘새콤 데이트&달콤 키스’를 주제로 타루, 캐스커, 한희정, 게스

의 행복2>에서 재즈의 역사-Part 2(1970년대∼현대)-

트 10cm가 출연하여 열정적인 무대를 선사했다.

를 통해 1970년대 대중음악과 재즈의 접목을 시도한 퓨

2011년에는 ‘4시’가 공연의 테마가 되었다. 7월 2일(토)에는

전 재즈의 등장 이후 재즈가 보여준 다양한 모습들을 살

‘화끈한 4시’를 주제로 크래쉬, 피아, 디아블로, 뷰렛, 바닐라유

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영화음악, 광고 등을 통해 우리와

니티, 이지보이, 예리밴드가 무대에 올랐고 7월 3일(일)에는

친숙해진 재즈 음악들을 비롯해 현재 활발한 활동을 펼

‘달콤한 4시’를 주제로 몽니, 안녕바다, 딕펑스, 라즈벨리필드,

치고 있는 재즈 뮤지션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

아마도이자람밴드, 라킨라드, PAUL이 출연해 관객들의 시선

다. 8월 5일에는 송영주트리오가 출연한 <해설이 있는

을 사로잡았다.

재즈 콘서트 Jazz It Up! 3>이 개최되어 한여름 밤을 달

네 번째이자 마지막 해인 2012년에는 7월 5일부터 7일까지

콤한 재즈의 선율로 장식하였다.

3일간 공연이 열렸다. 7월 5일(목)에는 ‘음악가의 밤’을 주제로 가을방학,

2010년의 이러한 인연이 계기가 되어 다음 해인 2011년

김목인, 이영훈, 빅베이비드라이버가, 7월 6일(금)에는 ‘사이키델릭 황홀

에도 7월 22일과 23일 재즈 평론가 남무성이 진행하는 <한여름의 쏘 쿨 재즈> 공연을

경’을 주제로 모임별, 백현진, 비둘기우유, 로로스가 무대를 장식했다. 이

무대에 올리게 되었다. 첫날에는 라 벤타나와 배장은 퀄텟이, 둘째 날에는 임인건일렉

어서 7월 7일(토)에는 갤럭시익스프레스, 문사이너스, 구남과여라이딩스

트릭프로젝트가 출연해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외에도

텔라 얄개들, 마이크로키드, 24Hours, 무키무키만만수, 기린+요요(야외공

그동안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다양한 재즈 공연이 열렸음은 물론이다. 다음은

연)가 페스티벌의 대미를 장식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무대를 장식했던 재즈 공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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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11. 이정식의 맛있는 재즈 이야기
- 2010.03.14. 전제덕의 화이트데이 프로포즈
- 2010.07.09. 김가온&송준서의 이색(二色) 재즈 콘서트
- 2010.11.20. 재즈 보컬 쓰리 컬러즈 Jazz Vocal Three Colors(이부영, 임경은, 써니 킴)

영상으로 힐링을! 99초 힐링영화제

2011년 높은 인기를 누렸던 <한여름의 쏘 쿨 재즈> 공연의 열기를 이어받을 시리즈 공연이 기획되어 2012년 7월
27일에는 뉴올리언스 정통 딕시랜드 재즈밴드인 Lush Life, 기타 최우준이 이끄는 Saza's Blues가 출연하였다.
같은 해 8월 24일에는 한국 재즈 1세대를 대표하는 드러머 류복성과 이한진 Lush Life, 최우준 Saza's Blues가 시

재단은 유튜브의 붐과 함께 찾아온 1인 영상제작 시대를 맞이해 일반 시민의 참

원한 여름 공연(게스트 웅산, 배우 문정희)을 펼쳤다. 역시 남무성이 출연해 특급 재즈 아티스트들의 공연에 친

여를 통한 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영화제 개최를 추진하였다. 바로

절한 해설을 곁들여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2013년부터 3년간 계속된 ‘99초 힐링영화제’ 사업이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모
를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애향심과 자부심을 드높이고 구로구의 지속 가능한 브
랜드 사업으로 구축하고자 기획되었다.

가족 축제 문화놀이터가 구로별별시장으로

공모 대상을 99초 길이의 영화로 한정 지은 것은 ‘99’의 발음상 구로구의 이름이 연
상되기 때문이다.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옆 구로근린공원에서는 구로별별시장이 열

제1회 99초 힐링영화제는 2013년 7월부터 2개월의 공모 기간을 거쳐 1·2차 심사

린다. 2018년에 6회째를 맞이하였는데, 그 시발점이 된 것이 바로 구

가 진행되었다. 일반부 151개, 학생부 44개 등 총 195개의 작품이 응모하는 등 열띤

로아트밸리 문화놀이터 사업이다. 문화놀이터는 2012년 야외 가족

경쟁이 펼쳐졌다. 10월 5일에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시상식과 상영회가 열

축제의 개념으로 기획되었다. 당시 구로구 주요시책인 ‘구민의 문화

렸으며, 수상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여 확대’를 바탕으로 주5일제 수업 실시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
여 가족 중심 축제를 열어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2012년 5월 12일부터 2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구로근린공원은 공
연과 체험, 벼룩시장 등이 어우러지는 흥겨운 마당이 되었다.

[2013년 제1회 99초 힐링영화제 수상결과]
구분

첫날인 5월 12일에는 고재경, 우쿨렐레 동호회의 공연을 비롯해 구로
구건강가정지원센터가 주최하는 행복나눔장터가 열려 바자회, 음식
으로 느끼는 다문화, 리본공예 등이 진행되었다. 둘째 날인 5월 19일
에는 M2MAGIC, 기타등등, 파파밴드&마마밴드의 공연과 함께 갖가

일
반
부

시상

성명

작품명

대상(200만 원)

김한준

아빠의 짐

최우수상(100만 원)

신    일

Try

우수상(50만 원)

이승환

여인의 향기

장려(30만 원)

조경훈

Curing

지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이 펼쳐졌다. 페이스 페인팅, 관절 종이 인형

장려

손창대

은륜

만들기, 전통놀이, 미생물 EM 효소체험 등이 특히 인기였다.

장려

김가람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

최우수상(100만 원)

유승희

Old&New

우수상(50만 원)

조소연

37.5N 126.9E

장려(30만 원)

이현진

Red Complex

장려

박채림

아날로그란 기다림이다.

장려

정지환

웃음 릴레이

이 밖에 가족 벼룩시장도 열려 주민들의 발길을 끌었다. 마지막 날인 5월 26일에는 naVida, 목동밸리댄스코리
아, 벨리아띠의 공연과 가족 벼룩시장 외에 우리 동네 만들기, 천연염색, 자가발전 자전거체험, 장애 이해하기
등의 문화예술체험 코너가 마련되었다. 프로그램마다 프로페셔널팀과 재능기부 아마추어팀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축제의 분위기를 북돋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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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아트밸리 pride

2014년의 제2회 99초 힐링영화제에는 공모 기간 3개월 동안 총 197 작품이 응모하였다. 11월 30일에 시상식과

다. 아울러 지난 1·2회의 수상자로 모두 구로구가 아

수상작 상영회가 열렸으며, 수상결과는 다음과 같다.

닌 다른 지역 주민들이 선정되었던 점을 보완하고 주
민의 참여를 더 많이 유도하기 위해 수상자를 우리 지
역민으로 한정하는 구로힐링상을 새로 제정하였다.

[2014년 제2회 99초 힐링영화제 수상결과]

이렇게 한층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한 제3회 99초 힐
구분

일
반
부

시상

성명

작품명

링영화제는 2015년 8월부터 2개월간 작품을 공모하

대상(200만 원)

이병욱

Dream Walker

여 12월 20일(일)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시상

최우수상(100만 원)

강서뇌성마비복지관

난 괜찮은데

우수상(50만 원)

박세영

soho

장려(30만 원)

김    종

나는 무명가수다

장려

이가람

언제나 함께할 그 날

장려

장세인

의지의 승리

최우수상(100만 원)

윤영지

부자 가족

우수상(50만 원)

방예원

지금 이 순간

장려(30만 원)

용인시청소년수련관

‘나’ 우리에게 엄마란 무엇인가?

장려

이혜린

금요일에는

장려

한지호

완전범죄

식과 수상작 상영회를 개최하였다.

[2015년 제3회 99초 힐링영화제 수상결과]
시상

성명

작품명

대상(200만 원)

김경록

지구야 미안해

최우수상(100만 원)

임선영, 김영혜

작은 관심

강현나, 정시은, 박지수, 정종훈

we are here

손상현, 김시찬

괜찮아

장려상(30만 원)

KKOC

여행

장려상(30만 원)

광씨(이종일, 손영균, 송지현, 김인혜)

시선

3회째를 맞이하는 2015년에는 보다 성숙하고 발전된 영화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꾀하였

장려상(30만 원)

탁영희, 홍석원, 임소현, 조혜은, 노지웅, 김영서

안녕, 나의 스물세 살

다. 무엇보다도 ‘힐링’의 의미가 담긴 훌륭한 작품이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3회

구로힐링상(30만 원)

백종민

귀가

우수상(50만 원)

이승훈, 조성수, 박우영, 임원빈

볼펜, 반격의 서막

장려상(30만 원)

이승훈, 박우영, 이현우

컵타

장려상(30만 원)

조규연, 이수경, 양성훈

과자 한 조각

구로힐링상(30만 원)

김현빈, 김예진, 원희수

[    ]이란?

학
생
부

구분

일
반
부

영화제 때는 1·2회에 비해 몇 가지가 달라졌다.
우선 영화제의 포스터를 변경하였다. 힐링 영화제의 취지와 부합되도록 ‘힐링’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이미지를
넣기로 하고, 서양화가 김효선 작가의 동의를 얻어 작품 <사랑이 꽃피는 나무>를 포스터의 배경으로 활용하였
다. 또한, 총 47명의 시민심사위원을 모집, 2차 본선 심사에 참여토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

54

학
생
부

우수상(50만 원)

발자취와 성과

55

발자취와 성과

구로아트밸리 pride

생활예술인들의 음악축제, 구로 클래식 페스타

아트밸리 예술극장과 구로꿈나무극장에서 구로지역에서 활동하
는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합창단, 생활예술 음악동호회들이 총출

2016년에 재단은 ‘생활예술인들의 음악축제’를 모토로 <2016구로 클래식 페스타>를 개최하였다.

동해 다양한 무대를 연출했다.

지역 내 아마추어 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문화예술 동아리를 활성화

첫날에는 구립여성합창단, 구립소년소녀합창단, 구립청소년오케

하기 위해 마련한 음악축제다. <2016구로 클래식 페스타>는 2016년 11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스트라, 필레오오케스트라, 구로느티나무시민합창단, 꿈의오케스

11일간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과 꿈나무극장에서 펼쳐졌다. 지역 내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합창단,

트라 구로가 출연해 기악과 성악의 협연, 오케스트라와 합창의 연

국악관현악단, 생활예술 음악동호회들이 선보이는 다채로운 무대와 전문 예술단체들의 축하공연

합 공연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였다. 다음날에는 동아리 시

이 진행되었으며, 재단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연을 무료로 선보였다.

사랑노래사랑이 시 낭송과 노래, 피아노 공연을, 28일에는 구립시

첫날인 22일에는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단이 진행하는 음악회 <우리 동네 체임버 콘서트>가 열

니어팝스오케스트라가 <베사메무초> <그리운 금강산> 등을 연

렸다. 재미있고 편안한 해설이 곁들여져 축제 전야제의 분위기를 한껏 살렸다는 평가다.

주해 관객들에게 늦가을의 정취를 선사했다. 이어서 29일에는 동

다음날인 23일은 본 축제가 시작되는 날로서 오류중학교 드림오케스트라와 나루아트센터 상주 예

아리 하늬바람이 <금관악기와 함께하는 가족음악회>를, 30일에

술단체인 클래시칸앙상블,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상주 예술단체인 서울오페라앙상블의 무대가

는 꿈의오케스트라 구로가 ‘행복한 아이들의 꿈 이야기’를 주제로

전개되었다. 이어서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아마추어 음악 단체들의 릴레이 공연이 펼쳐졌

<윌리엄 텔 서곡> <모차르트 교향곡 제25번> 등을 연주했다. 12월

다. 서울시청소년국악단, 우리동네예술학교오케스트라 구로, 필레오오케스트라, 엄지척가족합창

1일에는 필레오오케스트라, 구로클로버합창단, 구로느티나무시민

단, 서울디지털밸리오케스트라, 구로중학교 한여울국악관현악단, 꿈의오케스트라 구로, 구립청소

합창단, 구로여성합창단이 ‘인생은 아름다워’를 주제로 합창 실력

년오케스트라, 구로여성합창단, 구립소년소녀합창

을 선보였다. 마지막 날인 12월 2일에는 '12월의 클래식’을 주제로

단이 출연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냈다.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삽입곡,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크리

축제 마지막 날에는 ‘소통, 배려, 화합의 하모니’를 테

스마스 캐럴 등을 생생한 클래식 선율로 들려주었다. 아만테스기

마로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상주단체인 판소리공

타합주단의 <케세라세라(Que sera, sera)>를 시작으로 구립소년

장 바닥소리의 <우리를 위한 희망가> 축하공연과

소녀합창단, 구립여성합창단,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가 잇따라 무

구로어린이청소년연합오케스트라(우리동네예술

대를 장식했다.

학교오케스트라 구로, 꿈의오케스트라 구로, 구립

2018년에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남녀노소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중

청소년오케스트라), 구로구민연합오케스트라(필레

심이 되는 생활 속 음악축제를 통해 구민이 문화예술을 주체적으로

오오케스트라, 서울디지털밸리오케스트라), 구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생활음악생태계를 형성시키고자 하였다. 12월 1일부터 8일

구민연합합창단(구로클로버합창단, 구로느티나무

까지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총 14개 단체가 참여하여 7회 공연을 펼쳤고 총 1,846명이 관람하였

시민합창단, 구로여성합창단)의 합동 무대가 꾸며

다. 구민이 중심이 되는 생활음악축제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축제의 장이 마련되었고 지

졌다. 11일간 총 12회 공연에 19개 음악 단체가 참가

역에서 활동하는 오케스트라와 합창 단체에게는 공연의 장이 마련되었다. 12월 1일 4시 <개막공연

했으며, 총 2,672명의 관객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

: Peaceful GURO>, 12월 2일 저녁 7시 로시오 델 솔 <The more, The better>, 12월 4일 오전 10시

었다.

30분 <채움앙상블 - 겨울, 감성을 채우고 마음을 움직이다>, 12월 5일 저녁 7시 30분 <꿈의오케스

2017년에도 축제의 열기는 이어졌다. <2017구로

트라 구로 - 제5회 정기연주회>, 12월 6일 오후 2시 <구립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 - 브라보 마이 라

클래식 페스타>의 테마는 ’내 맘속의 #클래식’으로

이프>, 12월 7일 저녁 7시 30분 <구로예술단체 연합 공연 - 너와 나, 우리의 클래식>, 12월 8일 토요

정해졌다. 201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구로

일 오후 4시 <구립예술단 연합 공연 - 구로, 평화의 하모니>로 축제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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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아트밸리 pride

스승과 제자가 한 무대에! 청출어람 음악회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은 이밖에도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매진하였다. 그 성과 중의 하나가 <청출어람 음악회>다. 청

구로아트밸리의 연도별 공연 대표작

출어람(靑出於藍) 음악회는 이름에서도 그 의미를 알 수
있듯이,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는 클래식 공연이다.

이밖에 개관 기념행사 등을 제외한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의 대표

2015년 2월 7일, 그 1탄인 <청출어람 음악

적인 공연 작품들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회Ⅰ호른 앙상블> 콘서트가 구로아트밸리

2007년에는 12월 24일과 25일 명랑시어터 수박의 <한밤의 세레나

예술극장에서 열렸다.

데>, 2008년에는 10월 17일과 18일 사미자·이호성 주연의 연극 <늙

당시 두이스부룩 국립오페라극장 수석 단

은 부부의 이야기>, 11월 7일과 8일 국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

원이자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교수인 요한

레-지젤>, 12월 19일 재즈 가수 나윤선의 <달콤한 사랑을 말하다>,

라티우(Ioan Ratiu)와 그의 제자 8명이 다

12월 30일 홍서범의 <옥슨 80 콘서트>가 구로아트밸리의 무대를

함께 빛나는 무대를 연출했다. 요한 라티

장식하였다.

우는 1995년 제자로 인연을 맺은 박찬유를

2009년에는 2월 14일 남성 듀오 유리상자의 <밸런타인데이 콘

비롯해 최준용, 이정헌, 이운복, 최성락, 하

서트>, 화이트데이를 맞아 3월 13일과 14일 언니네이발관의 <봄의

애자, 황두구, 2007년에 제자가 된 김한아

팝송>, 3월 26일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집시 바이올린의 제왕 로비

까지 20여 년간 제자들을 길러냈고 이날 그들이 무대에 함께 선 것이다.

라카토시의 내한공연, 5월 8일 하춘화의 <효 콘서트>, 5월 22일

학교를 졸업한 뒤 스승의 품을 떠나 각자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들은 5∼6년 전, 공연

과 23일 서울발레시어터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5월 29일 나

차 한국을 방문한 스승과 재회하며 모이게 되었다. 같은 학교에 다니며 같은 스승에게서

윤선과 울프 바케니우스의 <월드 듀오 콘서트>, 9월 18일 크로스

배웠지만 배움의 시기가 각자 달라 서로 안면이 없던 차였다. 그날 한자리에 모인 이들은

오버의 전설인 클로드볼링 7인조 밴드의 내한공연, 10월 31일 캐나

그날의 인연을 계기로 스승과 함께하는 무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다 르미유 필름의 <노만 멕라렌을 위한 헌정(A Tribute to Norman

이날 라이네케의 <호른, 오보에, 피아노를 위한 3중주> 슈베르트의 <오프 뎀 스트롬(Auf dem Strom)> 등 클래

Mclaren)> 공연이 펼쳐졌다.

식을 비롯해 록그룹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음악의 거장 한스 짐머의 <캐리비안의 해적>과 2014년을
휩쓴 영화음악 <렛잇고(Let it go)>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호른의 선율로 한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관객들은 호평을 보냈다. 이처럼 장르를 구분하지 않는 연주로 관객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두 달 후인 4월 9일 <청출어람 음악회> 2탄의 막이 올랐다. 2탄의 부제는 ‘라돌체비타
(la dolce vita)’로 이탈리아 빠르마(Arigo Boito)국립음악원 교수로 재직 중인 마에스트로 로마노 프란체스케토
(Romano Franceschetto)와 그 제자들이 오페라 <사랑의 묘약> 갈라 콘서트와 가곡 등을 선보였다.
<청출어람 음악회> 3탄은 ‘열 개의 멍에를 짊어진 비루먹은 말의 노래’를 부제로 한 달 후인 5월 3일에 열렸
다. 오보에, 호른, 피아노, 재즈 피아노, 트롬본으로 구성된 체임버 앙상블 하늬바람의 무대로 꾸며졌다. <청출어
람 음악회> 4탄이자 마지막 회는 여름을 지나 9월 22일에 ‘예술가곡의 향기’라는 부제를 달고 주옥같은 가곡으
로 가을밤의 무대를 장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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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는 5월 10일 손숙의 연극 <어머니>, 11월 1일 해바
라기·양하영·정태춘·박은옥의 <감성 충전 가을 콘서트>가
무대를 장식했다.
2016년에는 재단 사상 최초로 창작 오페라 <가리베가스
(Garivegas)>를 제작하여 무대에 올렸다. 한국문화예술회
관연합회의 2016 문예회관 레퍼토리제작개발지원사업으
2010년에는 2월 25일과 26일 국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 4월 2일과 3일

로 선정되어 자부담 매칭 형태로 제작을 완료했다. 8월에

세계 최고의 무용단인 세드라베 무용단의 <아웃 오브 콘텍스트(Out of context

대본 제작, 작곡, 출연진·스텝 구성, 무대·영상 디자인을 마

for Pina)>,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극단 오늘의 <사랑에 관한 다섯 개의 소묘>,

치고, 9월에 음악연습과 악보 오케스트레이션을, 10월에 연

5월 8일 효도 공연으로 <김수희 콘서트>,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상주단체 노리

기자 연습과 합창단 연습을 완료하고 11월 11일부터 13일까

단의 <핑팽퐁>, 7월 5일 <빈 국립오페라앙상블 내한공연>, 9월 3일 <데이빗 란

지 3일간 총 4회의 유료 공연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극장

츠 트리오(David Lanz trio) 내한공연>, 12월 29일과 30일 이원국 발레단의 <호

인력의 역량이 대폭 향상되면서 자부심이 부쩍 높아졌음은

두까기 인형>이 열렸다.

물론이다.그해 12월 23일에는 라벤타나와 유사랑의 <크리

2011년에는 6월 14일부터 30일까지 극단 뮤다드의 <어린이 캣츠>, 10월 14일부

스마스 단독 콘서트>도 개최되었다.

터 23일까지 극단 미추의 <쥐의 눈물>, 12월 29일과 30일 <호두까기 인형>이 열

2017년에는 10월 14일 박학기·자탄풍의 강인봉·유리상

렸다.

자의 박승화가 출연하는 콘서트 <서정시대>를 열어 70∼

2012년에는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극단 사다리의 <팥죽할멈과 호랑이

80세대를 위한 추억의 무대를 연출했다.

이야기>, 5월 4일부터 28일까지 <뿡뿡이 버블쇼>가 무대에 올려졌다.

2018년에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문화 향수 욕구에 부응하

2013년에는 5월 2일 <김제동의 재능기부 토크콘서트>, 5월 4일 <남진

기 위해 아동극 전문극단인 제이키즈엔터와 공동기획사

리사이틀>,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안치환과 자유 콘서트>가 성황리

업을 추진하였다. 가족 단위 관객들을 대상으로 우수 콘텐

에 개최되었다.

츠를 제공하고 건전한 가족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2014년에는 6월 14일 장미여관·갈릭스·휴먼레이스가 등장하는 <꽃미

어린이 참여 놀이극 <오즈를 찾아서>를 공연하였다. 4월

남 콘서트>, 11월 23일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Carnival of Music>이 열

11일(수)부터 5월 7일(월)까지 평일 오전 11시, 토요일·공휴

렸다.

일 11시와 13시, 일요일 12시에 오픈하여 총 25회 공연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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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복화술, BOX마임, 공기대포, 공놀이, 타
악 등 미취학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볼
거리를 선보였다. 유료관객 2,027명을 달
성하며 극단과 재단이 상호 윈윈하는 성
과를 거두었다. 특히 엄마와 아빠, 아이가
함께 참여하는 참여극의 형태인 만큼, 가
족이 하나 되어 미션을 해결하는 즐거운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연 후 어린이
관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또한, 재단 자체 공연 제작을 통한 독자적

‘문화가 있는 날’의 작은음악회

레퍼토리 확보에 힘을 기울여 창작 음악극
<우리 동네 도깨비>와 <Opera Loves Jazz,
카르멘>을 공연하였다. 창작 음악극 <우리

구로아트밸리는 2016년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작은음악

동네 도깨비>는 초등학교 3∼5학년 대상

회>를 개최하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 접점에서 만나는 <작은음악회>를 통해 주민

의 공연으로서, 여름방학을 맞아 온 가족

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신규 관객을 개발해 공연 사업의 스펙트럼을

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비는 국비와 자부담 매칭으로 조달하였다.

성하였다.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구로아

2016년에 총 6번의 <작은음악회>가 열렸고 누적 관객은 총 1,083명에 이른다.

트밸리 예술극장에서 총 5회 공연되었고
총 1,571명이 관람하였다. 무대 위 다양한 영상과 라이브 연주가 공연의 수준을

[2016년 작은음악회 공연 세부 내용]

높였고, 장영실의 발명품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소품들이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일자

제목

출연진

내용

구분

05.25.

처음 느끼는 재즈

서울재즈빅밴드

재즈를 처음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쉽고 재미있는 해설이 함께하는 공연

보조금 사업

06.29.

우아한 여자, 포크

조동희 밴드

섬세한 포크 음악을 통해 감성을 꽃 피우는 시간

보조금 사업

08.31.

모던 국악 콘서트 별이 내린 숲

한충은 프로젝트
‘숲’

어려운 국악이 아닌, 아름답고 따뜻한
국악의 매력을 느껴보는 공연

보조금 사업

Loves Jazz, 카르멘>은 오페라 <카르멘>을 대중적으로 재해석해 재즈를 결합한

09.28.

경찰청과 함께하는
힐링 콘서트

서울경찰악대,
서울경찰홍보단

열정과 재능이 넘치는 서울경찰악대,
서울경찰홍보단의 다양하고 화려한 무대

자체사업

다원 예술로서 9월 1일 광명시민회관, 11월 3일 소월아트홀, 11월 29일 구로아트

10.26.

월드뮤직의 위로

두 번째 달

지친 일상을 위로하는 월드뮤직

보조금 사업

12.28.

송년음악회 굿바이 2016

서울재즈빅밴드,
조동희, 한충은

<구로아트밸리 작은음악회>
2016년 프로그램의 파이널 콘서트.
1년 동안 함께했던 관객들과 다시 만나,
그간 들었던 음악의 심화 프로그램 맛보기

자체사업

향후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의 대표적 레퍼토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더욱 높여 나가고자 한다.
<‘문화가 있는 날’ 예술여행 더하기-Opera Loves Jazz, 카르멘>은 3개의 재단(구
로, 성동, 광명)이 ‘문화가 있는 날’에 각 장르를 융합한 공연을 협업사업으로 개
발해 지역민에게 새로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한 프로그램이다. <Opera

밸리 예술극장에서 공연되었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관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곁들인 맛깔나는 가족 오페라극으로 재탄생시켰다는 평가다(구
로아트밸리 예술극장 관람객 3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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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는 총 9번의 <작은음악회>가 열렸고 누적 관객은 총 1,363명이다.

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였다. 총 377명이 관람하였으며, 월별 상영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2017년 작은음악회 공연 세부 내용]

[2018년 문화가 있는 날 ARTS On-오류 상영 월별 프로그램]

일자

제목

내용

구분

월별

공연명

상영 요청일

비고

02.22.

시네마 클래식 나무 악기의 숨결

목관악기 5중주를 통해 친근한 영화음악을 선사

보조금 사업

7월

심청

2018.07.31.(화)

발레

04.26.

클래식 음악 동화 1 - 피터와 늑대

악기 연주자가 배우로 등장하는
클래식 음악 동화 시리즈

보조금 사업

8월

달래 이야기

2018.08.29.(수)

연극

05.31.

클래식 음악 동화 2 - 마술피리

악기 연주자가 배우로 등장하는
클래식 음악 동화 시리즈

보조금 사업

9월

디토 파라디소

2018.09.27.(목)

클래식 음악

10월

봉장취

2018.10.31.(수)

연극

06.28.

구로이야기 가리베가스 하이라이트 공연

창작오페라 가리베가스의
주요 곡으로 만든 오페라 갈라

보조금 사업

11월

호두까기 인형

2018.11.28.(수)

발레

07.26.

클래식 음악 동화 3 헨젤과 그레텔

악기 연주자가 배우로 등장하는
클래식 음악 동화 시리즈

보조금 사업

12월

Spirit of Beethoven

2018.12.26.(수)

클래식 음악

08.30.

Oper Loves Jazz - 카르멘

오페라와 재즈 장르로 재단이
직접 제작한 공연 콘텐츠

보조금 사업

09.27.

서울경찰악대와 함께하는 가족음악회

서울경찰악대와 공동기획으로
진행하는 가족음악회

자부담(홍보물)

10.28.

합창공연 - 구로의 사계

지역합창단인 느티나무합창단의 합창공연

보조금 사업

11.29.

금관악기와 함께하는 작은음악회

친숙한 음악과 해설을 곁들인
금관 5중주 연주회

보조금 사업

Oh! Festival ‘5일(日)5락(樂)'
<Oh! Festival 5일(日)5락(樂)> 역시 오류아트홀의 정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획 프로그램이다. 2018년
9월에 열린 공연은 총 960명이 관람하였다.

Oh! Festival ‘5일(日)5락(樂)’

구로갑(甲) 지역의 새로운 문화 허브 오류아트홀

오류아트홀에서 5일 동안 펼쳐지는 5가지 즐길거리가 가득한 축제!
그동안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이 위치한 구로을 지역(구로동, 신도림동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 인프라가
부족했던 구로갑 지역(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등)에 오류동 행복주택단지와 함께 오류문화센터와 오류아트홀
● 전문 공연장으로서의 오류아트홀 이미지 및 자체 브랜드 구축
● 전 세대를 아우르는 지역 공연 축제 개최를 통한 지역민 문화 소통 강화
● 오류 지역문화 향유권 강화 및 문화플랫폼 역할 수행

이 개관하면서 새로운 활력 공간이 되고 있다.
2018년 3월 27일 오후 3시 오류아트홀에서 개관식과 기념공연이 주요 내빈과 구민들을 모신 가운데 개최되었
다. 개관식과 기념공연은 오류문화센터 정문에서 공식행사와 테이프 커팅식을 가진 후 오류문화센터 시설 라
운딩(1층 어린이집 → 2층 공연장 및 로비 → 3층 문화공원 → 4층 장난감나라, 사회적경제센터)을 거쳐 축하공연
을 관람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축하공연은 구로필하모닉오케스트라, 구립여성합창단, 창작 뮤지컬 빨래, 국
악인 박애리, 가수 진성과 양하영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구청 행정부서와 재단 각 팀 간의 협력과 조율이 빛을
발하였고, 400여 명의 관람객 대부분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개관 공연을 성공리에 마치고 추진한 하반기 주요 기획사업 중 대표적인 것이 <문화가 있는 날 ARTS On-오류
상영>이다. 예술의전당 영상화 사업의 일환인 ‘SAC ON SCREEN'을 통해 오류동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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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흥연극
<잠 못 드는 밤>

전통판소리
<소리BOOK사려>

재즈혼성듀오
<마리아킴&허성>

무성영화변사공연
<청춘의십자로>

퓨전국악
<판소리춘향가>

관객과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즉흥 연극

유명 판소리를
하나로 엮은
창작 판소리

국내 최조
재즈 혼성듀오의
모던 스윙재즈

무성영화 상영과
함께하는 변사와
라이브 밴드연주

세계의
민속악기로
재해석한 판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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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아트밸리 pride

[2018년 9월 Oh! Festival ‘5일(日)5락(樂)’ 세부 내용]
공연명

일시

티켓 가격

내용

주요 관객

즉흥연극 <잠 못 드는 밤>

09.11.(화)
16시

유료
(1만 원)

현장에서 관객과
직접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즉흥극

초등학생 및 가족

조선의 책장수, 조신선의
<소리BOOK 사려!>

09.12.(수)
16시

무료
(사전신청)

유명 판소리를 이야기 형식으로
하나로 엮은 창작 판소리

어린이 및 가족,
전 연령층

마리아킴&허성
<I Want to Be Happy>

09.13.(목)
20시

유료
(2만 원)

국내 최초 재즈 혼성듀오의
모던 스윙 재즈

2∼30대 및
행복주택 입주자

무성영화변사공연
<청춘의 십자로>
※한국영상자료원 공동주최

09.14.(금)
20시

무료
(타깃 초대)

현존 최고(故) 무성영화를
변사와 라이브 밴드
공연으로 재창조한 복합 영상공연

다문화가족
및 지역 주민

두 번째 달×소리꾼 김준수
<판소리 춘향가>

09.15.(토)
17시

유료
(3만 원)

유럽의 민속악기와 판소리가
만나는 퓨전 국악

전 연령층

가을 낮에 즐기는 음악 파티, Saturday Picnic
오행시(오류아트홀에서 행복한 시간) 콘서트
구로에는 외출하기 좋은 가을 낮에 즐길 만한 음악 파티가 있다. 바로 <Saturday
Picnic>이다. 2018년 10월 10일과 10월 13일 오류아트홀과 오류동 문화공원(야

<오행시(오류아트홀에서 행복한 시간) 콘서트>도 빼놓을 수 없는 프로그램이다.

외) 일대에서 흥겨운 음악 파티가 열렸다.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매년 10월 개최하

2018년 11월 11일, 15일, 24일 등 총 3회에 걸쳐 열렸다.

는 서울아트마켓(PAMS)의 일환으로 전통예술단체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예술의전당 상주 오케스트라인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와 공동주최하여 신생

를 위해 진행하는 세계 유력 공연·음악 전문가 초청 투어 특별 프로그램인 ‘저니 투

극장으로서는 최초의 클래식 기획공연을 선보였다. 현악 7중주, 하프앙상블 등 지

코리안 뮤직’ 공연을 공동 개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오류아트홀의 이미지를 제고

역에서 보기 힘든 공연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공연장 문턱

하는 데 기여하였다. 2018년 10월에 열린 파티에는 총 338명이 참석하였으며 세

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총 764명이 관람하였으며 세부 프로그램은 아

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래와 같다.

[2018년 오행시(오류아트홀에서 행복한 시간) 콘서트 세부 내용]

[2018년 Saturday Picnic 세부 내용]

일시

티켓가격

내용

주요 관객

국내외 공연기획자
관계자, 지역예술가  

클래식한 11시
‘하프앙상블’

11.11.(일)
11시

유료
(5천 원)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하프 및 금관, 타악기 연주

일반, 가족 관객

아마씨, 가야금앙상블
오드리, 박수범, 밴드둘다, 박다울 공연

전 연령층

행복한 국악을 만나다

11.15.(목)
14시

유료
(5천 원)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국악관현악 및 가곡 연주

중장년층

악단광칠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대형젠가, 그리기 등)

어린이 및 가족

클래식한 11시
‘현악 7중주’

11.24.(토)
11시

유료
(5천 원)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현악, 건반, 타악기 연주

일반, 가족 관객

프로그램

티켓 가격

내용

주요 관객

10.10.(수)
19시

조선 풍류

무료
(사전신청)

저니 투 코리안 뮤직 연계
쇼케이스 공연

Saturday Picnic
(실내)

라면 기부 시  
관람료 무료

Saturday Picnic
(야외)

무료

10.13.(토)
11시∼1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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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명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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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협력

Ⅲ

에 새로 건물을 지어 이전하도록 하고, 구로문화원과 전산교육장을 고척동 123전자타운으로 옮기기로 결정하
였다. 진흥원과의 계약 기간은 3년이고 임대료를 받는 유상사용 조건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2008년 4월 7일
구로구와 진흥원 간에 MOU를 체결하였다. 이어서 2008년 7월 16 구민회관과 구로근린공원에서 주민들과 문화예

문화예술
협력

술 관계자들을 초대하여 진흥원 청사 이전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후 진흥원의 구로청사시대는 2013년 8월 마포
구로 이전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당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전으로 구로구가 얻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았다.

■ 구로구의 이미지 및 위상 제고
● 국가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실행하는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유치함으로써, 구의 대외적
이미지 상승

‘협력’의 첫 단추가 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유치

- 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외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법무부 등 범부처와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공동 사업을 추
진하는 기관
- 진흥원은 2010 유네스코 예술교육세계대회 개최를 주관한 기관

20세기 구로공단을 바탕으로 수출 전선의 중심지였던 구로가

(유네스코 예술교육세계대회는 전 세계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정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대거 참석하여 문

21세기를 맞아 게임, IT, 벤처 등 소프트웨어 산업의 메카 ‘디지털

화예술교육에 관한 세계적 아젠다를 논의하는 행사)

구로’로 변모한 뒤 ‘문화 구로’의 기치를 내세워 구로아트밸리 예술
극장 준공과 구로문화재단 설립을 이룬 바 있다. 그동안 지역에서

● 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문화예술교육아카데미CETA의 장기적 발전 모델인 문화예술대학원대학을 구로

부족했던 장르의 다양한 고품격 기획공연을 1년간 추진하며 재단

구에 설립 가능

의 내부 역량을 강화했다면, 그다음 해부터는 대외적인 문화예술

- 문화예술 분야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협력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 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등 대상의 연수·연구 지원
- 문화예술 및 산업 관련 전문인 교육

초기에 관내 문화 인프라 조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문화예술

- 운영 및 배출 인력 규모 연 2,500여 명

협력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이 바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Arte)
의 유치다. 서남권 문화예술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해 문화관광부

이후 바로 다음 해인 2009년 진흥원과 다음과 같은 연계사업을 추진하였다.

산하 문화예술교육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
원)을 우리 구로 유치하여 구민 문화예술교육의 저변 확대와 문화
예술의 창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었다. 진흥원은 전국 단위 문
화예술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2008년 당시 직원 40명
규모에 국비 284억 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강남구 삼성동 건

[2009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계사업 (총 53,748만 원 규모)]
연번

사업명
총계

지원예산(원)

주요 내용

537,480,000

1

관내 초중고 예술 강사 지원사업

415,480,000

32개 학교 강사 71명 지원

2

사회 문화예술교육사업

68,000,000

복지관, 구로시민센터 등

이에 재단과 구로구청 문화체육과가 협력하여 진흥원 청사를 지금의 구로구민회관 사

3

문화기반시설 연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10,000,000

노인 43명 혜택

무동으로 이전토록 하였다. 진흥원 측과 청사 이전에 합의한 것은 2008년 3월 3일이

4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운영지원사업

15,000,000

청소년 24명 참여

다. 곧 구로구민회관 사무동을 진흥원 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시설 현황 파악에 나

5

지역문화기반시설 모델화 사업 운영

14,000,000

아동센터 33명 참여

섰다. 마침내 구로구민회관 사무동에 있던 구민어린이집을 구로중학교 후문 근방

6

문화예술체험교육 지원사업 시범운영

15,000,000

저소득층 어린이 618명 혜택

물 중 250평을 임차하여 비좁게 청사를 이용하던 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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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는 진흥원과 연계한 뉴욕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지역 소외계층 아동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유치로 다양한 진흥사업의 동력 확보

을 대상으로 예술교육을 진행하여 우리 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였다. 작곡·악기 교
육 워크숍을 5월 17일부터 27일까지 구로구의회 청사에서, 쇼케이스 공연을 5월 25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유치한 것이 문화예술 협력의 1탄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하모니볼룸에서, 본 공연을 5월 27일 구로아트밸리 예술극

이라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를 유치한 것이 2탄에 해당

장에서 개최한 것이다. 작곡·악기 교육 워크숍은 뉴욕필하모닉오케스트라 교육전문가

하겠다. 2009년 당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마로니에공원 부근

및 한국 음악강사 팀이 진행하였으며, 쇼케이스 및 본 공연은 세계대회 환영 만찬 중 오

에 있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직원 117명 규모의 기관으로

케스트라 워크숍 결과물을 바탕으로 진흥원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완료하였다. 그 세

국가 문화예술 진흥의 사령탑이다. 당시 사업예산으로 문예진

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흥기금 4,251억 원을 집행하고 있었다.
이에 재단과 구로구 문화체육과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유치

[2010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뉴욕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연계 소외계층 아동 예술교육]

를 위해 다시 한번 손을 잡았다. 2009년 5월, 유치와 관련된
실무를 협의하고 6월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영진이 방문

일자

내용

해 유치 후보지 현장을 답사했다. 이후 재단 이사장 겸 구로구

워크숍 / 회당 3∼4시간씩 총 6교시

청장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사장이 간담회를 갖고 9월 1일

05.23.

악기 지정 : completing scores and parts : 비디오 편집

구로구&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 협력체계 구축 협약

05.24.

오케스트라 리딩 : 학생들 작품 오케스트라 연주 /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을 체결하였다.

05.25.

쇼케이스 연주 : 세계대회 만찬에서 소규모 버전의 공연 /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하모니볼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구로구민회관을 개보수해 입주했던 것과 달리 한국문화예

05.26.

오케스트라 본 공연 리허설(구로구민회관) : 학생평론과 함께 리허설

05.27.

오케스트라 본 공연 /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05.17.∼05.22.

술위원회는 단독 청사를 건립하기로 하였다. 청사 부지로 두 가지 안이 제시되었다. 1안
은 현재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PCEIU)이 입주해 있는 신도림역 부근
구로다목적문화예술센터가 있는 곳이고, 2안은 현재 여성제일병원 건물을 신축 중인 시
립 구로노인종합복지관 건물 뒤편이었다. 검토 결과 1안이 채택되었는데 과거에 신도림

또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누리 원정대’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들을

풍물시장이 열리던 자리였고 2009년 당시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극장으로 초대하여 공연장 예절교육, 극장 투어 등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아동들의 문

건물 신축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부지 지하에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고 있어 2009년

화적 감수성을 높이고 지역극장이 친근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모델을

10월 지하철구조물 안전성 검토 용역을 마쳤다. 필로티 공법을 도입해 부지면적 4,600㎡, 건

제시하였다.

축면적 1,000㎡, 연면적 3,185㎡의 지상 3층 건물로 짓기로 하였다. 적정 결과를 갖고 여

아울러 2010년 8월부터 10월까지 석 달 동안 남양주 살렘푸른학당, 남양주 도곡지역

러 입면도를 작성하여 구로아트밸리 다목적문화예술센터에 입주하게 될 한국문화예술

아동센터, 세곡초등학교, 오류남초등학교의 저소득층 아동 130명을 대상으로 구로아

위원회와 여러 차례 논의하였다. 건물 신축에 필요한 예산은 초기 측량 등 설계비를 제외

트밸리 예술극장 공연장 투어, 전시·관람 및 미술체험교실, 극단 사다리와 함께하는 연

하고 전액 시비로 충당하였다.

극교실 등을 열어 공연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양을 쌓는 기회도 마련하였다.

마침내 건물이 완공되어 2010년 5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문화예술계 주요 인
사들을 초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사 구로 이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또한, 7월
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원국 47개국과 함께 ‘평화의 문화를 위한 교육’ 이념을 바탕
으로 국제 이해 교육을 발전시키는 국제기구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APCEIU)도 입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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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과 구로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유치를 통해 유·무형

다방면으로 전개된 국제 문화예술 협력

의 각종 효과를 얻게 되었다. 우선 구로구는 한국문화예술
중심 기관의 상징성을 배경으로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이밖에 국가 단위의 국제 문화예술 협력도 다방면으

진흥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로 이루어졌다.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

재단은 이후 2014년 23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구로구로부

중심도시추진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2015년 11월

터 신도림 다목적문화예술센터 수탁 관리를 통한 임대료

오픈)의 커뮤니티 구성전략으로 한-아세안전통음악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게

오케스트라 출범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 5월과 9월에

되었다.

각각 1·2차 한아세안 문화협력 프로젝트 회의를 개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재단은

하였다.

전국 최고의 권위와 전통을 지닌 마로니에 전국여성백일장

그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 구에 한-아세안전

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본래 대학

통음악오케스트라 구성 및 문화공연 지원을 공식 요

로 마로니에공원에서 개최되던 대회지만, 2009년 제27회

청하였고 지금의 구로구민회관 2층에 한-아세안전통

부터 제30회까지 구로근린공원과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음악오케스트라 창설 기획단을 유치하기로 합의하였

에서 개최하였다. 이로써 문학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2009년 2월 17일부터 27일

구로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으며, 여성백일장인 만큼 여성

까지 워크숍을 개최하고 정부와 업무협약서(MOU)를

문학인의 발굴과 문학 애호가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음은

체결하였다.

물론이다.

워크숍을 위해 아세안 11개국(대한민국, 브루나이, 캄

2010년 5월에는 ‘arko에서 만나다’ 사업을 통해 공연(강은

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

일 해금플러스, 5월 10일), 전시, 예술정책 컨퍼런스를 개최

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 전통음악 예술인 83

하였다. 그해 12월에는 구로구 다양성 이해 사업의 첫 단추

명이 오목교 코업레지던스에서 숙박하며 구로중 국

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 축제도 개최하였다.

제관에서 개별 연습과 전체 연습의 시간을 가졌다. 우

2014년 5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에 따라 한국

리 구 다문화가정 초청 특별공연은 구로아트밸리 예

문화예술위원회가 전라남도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전

술극장에서 이루어졌다. 이 모든 과정은 문화체육관

까지 재단과 구로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다양한

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구로구청, 구로문

사업을 전개하였다. 우선 문화순회사업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활성화하

화재단의 긴밀한 협력하에 진행되었다. 당시 업무추

고, 문화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순회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진체계와 T/F팀 구성현황 및 각 기관 업무분장의 내

‘문화의 달’ 사업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과 예술인의 참여를 유도해 시민들

용은 다음과 같다.

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를 다각도로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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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기업·단체와의 활발한 연계사업

하고, 더 나아가 구로구의 예술 향유 인구를 늘리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그 일환으로 5월 12일부
터 26일까지 (사)연극놀이터 해마루 초등교사 대상 연극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7월 10일부

본 백서에서 <소화제> 콘서트를 전술한 바 있다. <훼스탈과

터 14일까지 더하우스콘서트 팀과 협력하여 <2012 Free, Music Festival>을 열고 시각장애인 바리

함께하는 소화제 콘서트>를 한독약품과 함께 성공리에 마친

토너 김정준, 피아니스트 허원숙 외 3팀의 공연을 개최하였다. 9월 15일에는 서울발레시어터와 협

후 이번에는 한경닷컴과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기획공

력하여 <체험형 렉쳐콘서트-발레볼레>를 개최함으로써 렉쳐콘서트 형태의 순수문화예술 공연을

연을 추진했다. 2010년 7월의 <빈 국립오페라앙상블 내한공

대중화하는 데 힘을 보탰다. 마지막으로 세종문화회관과의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공연 <선생님과

연>, 9월의 <데이빗 란츠 트리오 내한공연>이 그것이다.

함께 노래를>을 10월 19일에 수입 배분 형태로 공연하여 2013년 세종문화회관과의 공연 연계사

또한, 2010년 하반기에는 서울문화재단의 자치구 문화공간

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오

2013년에는 쌍방향 문화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예술단과 자치구 극장들이

페라 공연을 선보였다. 모차르트의 <마술피리>를 8월 12일

상호 연계하여 우수한 공연 레퍼토리를 저렴한 비용으로 선보이는 사업에 참여하였다. 구로구(구

부터 13일까지,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를 10월 8일부터 9일

로아트밸리 예술극장), 금천구(금나래아트홀), 양천구(양천문화회관), 강서구(강서구민회관), 영등

까지 공연했으며, 관람객이 총 2,549명에 이르렀다. 우리 공연

포구(영등포아트홀), 관악구(관악문화관), 마포구(마포아트센터), 서대문구(서대문문화회관), 은평

장에서 최초로 시도한 오페라 공연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고품

구(은평문화예술회관), 성동구(소월아트홀), 강북구(강북문화예술회관), 노원구(노원문화예술회

격 예술작품을 즐길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특히 <마술피리>

관), 광진구(나루아트센터), 강동구(강동아트센터), 강남구(강남구민회관) 등이 이에 참여하였다.

의 경우 유쾌하고 환상적인 작품으로,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

공연 연계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구로문화재단과 세종문화회관 양측은 운영과 관련하여, 구로문화

등 가족 단위 관객에게 큰 호응을 얻어 이틀간 평균 95%에 달

재단이 공연장 운영과 홍보물 제작을 맡고 티켓 판매 수입의 20∼30%를 받고, 세종문화회관이 서

하는 객석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울시예술단을 통한 공연 제작을 책임지며 티켓 판매 수입의 70∼80%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세종

11월 3일부터 7일까지 구로구민회관에서 공연한 <박물관은 살

문화회관과 연계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개최한 공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있다-신라 화랑학교>도 자치구 문화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의 하나로 진행되었다. 새로운 형태의 체험형 역사탐험 연극으

[2013년 구로문화재단 - 세종문화회관 연계 공연 세부 내용]

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총 12회에 걸쳐 826명이 관람하였다.
2011년에도 자치구 문화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수

공연명

일자

횟수

춤추는 허수아비

04.19.∼04.20.

관객의 호평을 얻고 있던 스타급 재일교포 연출가의 신작 공

칼잡이

연을 한국 최초로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공연했다. 또한,
정상급 극작가 정의신의 초연작 <쥐의 눈물>을 극단 미추와

총수입(원)

유료

무료

합계

2

210

304

514

1,851,982

06.20.∼06.22.

4

229

317

546

2,734,056

춤추는 허수아비

08.09.∼08.10.

2

793

272

1,065

5,336,940

코지 판 투테

09.06.∼09.07.

2

780

113

893

8,811,860

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다. 당시 한일 양국에서 활동하며 <야키
니쿠 드래곤>(2010년 3월 예술의전당) 등의 공연으로 평단과

총관객(명)

우리 아이 첫! 클래식

10.16.

1

171

38

209

1,583,430

공동 제작하여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구로

11시 맛있는 음악 여행

10.24.

1

186

48

234

1,084,990

아트밸리 예술극장 무대에 올렸다. 총 1,728명이 관람하는 등

클릭! 국악 속으로

10.27.

1

248

28

276

1,354,640

엄마랑 나랑 국악 콘서트

11.24.

1

325

41

366

2,267,740

2012년에는 소규모의 공동주최·공동제작 지원사업을 적극

B.O.S 팝페라 콘서트

12.01.

1

243

41

284

2,359,650

적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저비용으로 우수 작품들을 소개

합계

15

3,185

1,202

4,387

27,385,288

유료 객석 점유율이 7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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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구로문화재단 - 세종문화회관 연계 공연 세부 내용]

이외에 재단은 2015년,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은 다양한 장르의 전문 문화예술단체와 공동기획사업을 추
진하여 총 22회에 걸쳐 문화예술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였다.

공연명

일자

횟수

총관객(명)

총수입(원)

세종연계 봉선화

07.04.∼07.05.

2

595

3,010,300

세종연계 오페라
사랑의 묘약

08.01.

1

517

4,959,200

세종연계 신나는 콘서트

08.28.

1

255

1,451,300

희망국악을 듣다

09.03.

1

168

766,000

우리 동요 100년

09.06.

1

210

1,209,060

세종연계 뮤지컬 균

09.19.∼09.20.

2

377

3,961,000

클릭! 국악 속으로

12.03.

1

347

1,683,700

9

2,469

17,040,560

합계

[2015년 구로문화재단 - 세종문화회관 연계 공연 세부 내용]

구분

실내악 /
오케스트라

다원
예술

합창 /
성악

국악

재즈

콘서트

연극 /
아동극

뮤지컬

오페라

기타

합계

횟수

3

4

4

1

1

1

1

4

1

2

22

2015년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유행했던 해이기도 하다. 메르스 사태 이후 침체된 공연예술계를 활성
화하고 메르스 피해 지역민과 업종 종사자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성화 사업
을 추진하였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공연예술계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공연명

일자

횟수

총관객(명)

총수입(원)

일자

장소

공연명

참가단체

오페라 잔니 스키키

08.01.

2

456

3,930,200

10.04.∼10.05.

구로시장 광장

마당극 요절복통 장터 유랑기

극단21

뮤지컬 마법에 걸린
일곱 난쟁이

08.14.∼08.15.

3

1,000

9,274,150

10.04.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함께하는 콘서트 구로 이야기

노래그룹 꽃다지

우리 동요 100년
다시 부르기

10.09∼10.10.

구로근린공원

거리 공연 4개 작품

화이트캣시어터

09.05.

1

253

1,420,200

10.24.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세익스피어 인 러브

구로연극협회

우리 가곡 사계절

09.11.

1

175

1,032,400

10.27.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오페라 버섯피자

예술기획 인칸토

청춘가악

09.12.

1

185

794,000

춤추는 허수아비

09.17.∼09.18.

2

541

2,010,200

우리 동네 체임버 콘서트

09.19.

1

163

645,800

서울에서 꿈꾸다

10.06. / 12.22.

2

488

3,248,000

13

3,261

22,354,950

합계

[2016년 구로문화재단 - 세종문화회관 연계 공연 세부 내용]

2017년에도 전문 예술단체와 활발하게 공동기획사업을 전개하였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년 전문 예술단체와의 공동기획사업 추진 현황]
일자

횟수

제목

단체

장르

관람객(명)

03.23.

1

정태춘&이인휘 북 콘서트

창작과비평사

다원 예술

399

05.11.

1

다채로운 후난 중국서커스
종합공연

주한중국문화원

서커스

510

05.20.

2

뮤지컬 비망

공연예술창작토 수다

뮤지컬

210

09.06.

2

바이올린 할머니

제이케이앤컴퍼니

다원 예술

556

09.18∼09.19.

2

청년 밴드 희망 페스티벌

서울예술대학 외

실용음악

229

공연명

일자

횟수

관람객(명)

총수입(원)

여름빛 붉은 단오

06.18.

1

192

520,400

우리 동네
체임버 오케스트라

11.22.

1

166

666,000

클릭 국악 속으로

11.24.

1

74

105,000

12.16.∼12.17.

2

뷰티플 사운드 오브 크리스마스

딜리버리박스

대중음악

450

3

432

1,291,400

12.21.∼12. 25.

5

제비씨의 크리스마스

판소리공장 바닥소리

국악

1,500

합계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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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취와 성과

77

발자취와 성과

문화예술 협력

또한, 여러 방송 매체와 공동기획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년 방송 매체와의 공동기획사업 추진 현황]
일자

횟수

제목

단체

장르

관람객(명)

02.28.

1

제14회 대중음악상 시상식

EBS

대중음악

517

09.05.

1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 공개녹화방송

CBS

다원 예술

498

10.19.

1

그대 창가에 이한철입니다 - 공개녹화방송

CBS

다원 예술

517

■ 방송 매체와의 공동기획 사업
● 공연일 : 2018년 2월 28일
● 관람 인원 : 573명

2018년에도 전문 예술단체, 방송 매체 및 다른 기관들과 활발하게 공동기획사업을 전개하였다. 그 자세한 내용

● 홍보실적 : 지상파 특집방송 및 온라인 방송 각 1회, 매체 보도 245건

은 다음과 같다.

● 사업비 : 1,150만 원

■ 전문예술단체와의 공동기획 사업

■ 구로 혁신교육지구-문예체 협력교사 지원사업

● 기간 : 2018년 1월∼12월

● 기간 : 2018년 4월∼12월

● 장소 :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 대상 : 관내 초·중학교 28개교

● 공연 장르 : 연극, 오페라, 국악, 대중음악

● 강사풀 : 문화예술교육 강사 28명

● 관람 인원 : 6,310명

● 추진실적 : 초등학교 1,564시수, 중학교 488시수 지원
● 사업내용 : 초·중학교 정규수업에 문화예술교육 강사 지원

일자

횟수

제목

단체

장르

관람객(명)

01.19.

1

출발 2018 행복콘서트

㈜펨코이엔티

대중음악

125

03.27.∼04.06.

10

제3회 대한민국연극제
서울대회

서울연극협회

연극

2,054

04.11.∼05.07.

25

오즈를 찾아서

JK KIDS ENT

연극

2,680

06.06.

1

데벤드라 반하트
Live in Seoul

박스미디어

대중음악

265

07.21.

1

음악으로 이야기하는
Love, Love Actually

밀레니엄심포니
오케스트라

클래식

401

09.21.

1

서울시립교향악단 우리 동네 음악회

서울시립교향악단

클래식

384

10.26.∼10.27.

2

나의 도화원

창작집단 일각

연극

401

● 사업비 : 11,000만 원(구비)

■ 2018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 기간 : 2018년 3월∼12월
● 장소 : 구로디지털단지, 구로문화재단
● 파견 예술인 : 총 5명(퍼실리테이터 1명, 참여 예술가 4명)
● 추진실적
- 구로 동맹 바캉스 행사 : 07.16. 30명
- 파견 예술인 지역 활동 : 08.20.∼10.31.
- 파견 예술인 활동 최종보고회 : 10.31. 구로 오늘식당 개최
- 파견 예술인 작품 전시 : 12.18.∼12.29.

● 운영내용 : 지역과 기관이 가진 이슈를 예술인들의 역량과 경험을 바탕
으로 한 예술적 협업을 통해 풀어가는 사업
● 사업비 : 300만 원(자부담 300만 원,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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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

서울마스터코랄 인큐베이팅

이후 서울마스터코랄은 구로아트밸리 소강당에서
매주 꾸준히 연습하며 2009년 1월 신년연주회를

인큐베이팅(incubating)의 사전적 의미는 ‘1. (알을) 품다’ ‘2. (세

열었고, 바로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균 등을) 배양하다’ 등이다. 우리 사회에서 ‘인큐베이팅’은 ‘벤

성과를 올렸다. 2009년 7월 9일∼17일 경남 창원시

처 인큐베이팅’ ‘창업 인큐베이팅’ ‘아트 인큐베이팅’ 등 다양한

에서 국내외 74개 합창단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분야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 무엇인가를 잘 키워낸다는 말로

‘월드 콰이어 챔피언십’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것이

쓰이고 있다.

다. 이로써 서울마스터코랄은 수준 높은 전문 합창

재단은 2007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아츠 인큐베이팅

단으로서의 위상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하우스’라는 프로그램명으로 신진 예술가를 발굴하고 육성한

서울마스터코랄은 2009년 11월 4일 정기연주회와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콘서트

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그것을 구체화하여 첫 시도로 추진

를 끝으로 2010년 해체되었으며, 예산은 구립소년소녀합창단으로 이관되었다.

한 것이 구립합창단 서울마스터코랄의 재창단 사업이다.
원래 구로에는 여성들만으로 구성된 구립합창단(구로구립어
머니합창단)이 있었다. 1993년에 창단하여 매년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을 향한 박수갈채

히 활동하다가 2007년 10월 16일 해체하고 합창단의 재창단을 재단에 일임하였
다. 이때 민간보조사업비로 편성한 합창단 예산이 5,280만 원이었다. 재단은 지휘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은 2010년 구로문화재단 산하 소년소녀합창단으로 창단하

자 겸 교수인 윤의중을 객원 지휘자로 영입하여 혼성 합창단으로 바꾸고 2008년 3월

여 2011년 구립합창단으로 승격되었다. 구로의 대표적인 아마추어 예술단체로서

21일 음악코치와 반주자를 선발하였다. 이어서 4월 26일 엄격한 오디션을 통해 전

음악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문 성악가, 교사, 대학생 등 60여 명의 단원을 선발하여 정식으로 합창단을 꾸렸다.

2010년 3월 19일 합창단원 모집 공고를 내 50명 규모의 단원을 선발하였다. 지원

또한 8월 25일 여러 논의 끝에 합창단 이름을 서울마스터코랄로 정하였다.

자격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내 거주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2학년

서울마스터코랄 창단연주회는 2008년 9월 23일 화요일 저녁 8시 구로아트밸리

생으로, 음악 활동에 관심이 많고 합창단원으로 자질이 있는 자’로 한정하였다. 서

예술극장에서 문화예술인, 음악관계자, 관내 초·중·고 학교장 등 580여 명의 청중

류심사, 자유곡 1곡과 과제곡 1곡으로 면접 및 실기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

이 자리한 가운데 환상적인 막을 올렸다.

하였으며 실력 있는 지휘자와 반주자, 발성 코치들이 교육과 연습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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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극장에서 제3회 정기연주회 <어린이 창작 뮤지컬-꽁
지 닷 발 주둥이 닷 발>을 무대에 올려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440명이 관람하였다.
2014년에도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활약이 이어졌다.
7월에는 구로거리공원에서 구로구청장 취임 축하공연을
열고, 8월에는 내설악 미리내 캠프에서 여름 합창제 및 캠
프에 참가하였다. 12월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제4
회 정기연주회 <어린이 창작 뮤지컬-헨젤과 그레텔>을
공연하여 440여 명의 관객이 객석을 가득 메우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5년 5월 렛츠런 파크에서 열린 ‘馬sing sing sing 어린
이 합창대회’에서 1위를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같은
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통일 GOOD 콘서트>의 축하 무
대를 장식하고 8월에는 내설악 미리내 캠프에서 한국소
이어서 2011년 1월 신도림 테크노마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구로구 신년인사회에

년소녀합창단 여름 합창제에 참가하였다. 10월 구로근린

서 기념 공연을 열었다. 그해 8월 강화도 마니산 청소년 캠프에서 합창단 여름 캠

공원에서 열린 야외놀이 마당극 <도깨비 야시장>에 초청

프를 진행한 데 이어 9월에는 안양천 점프 구로축제에서 축하공연을, 12월에는 구

되어 공연 무대를 꾸몄으며, 같은 달 성동구 소월아트홀

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공식 창단 공연을 가졌다.

야외광장에서 열린 ‘문화로 행복한 서울’ 지역문화공간

이듬해 2012년 1월 신도림 테크노마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구로구 신년인사회

연합페스티벌에 초청되어 공연을 열었다. 11월에는 광화

에도 재차 참가했으며, 4월에는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열린 제45회 한국소년

문광장의 고척스카이돔 개장식 축하 무대에서 공연하고,

소녀합창제에, 5월에는 구로구민회관에서 열린 어울림합창제에 참가하였다. 8월에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제5회 정기연주회 <어린이

는 내설악 미리내 캠프에서 합창단 여름 캠프를 진행하고 11월 금나래아트홀에서

창작 뮤지컬-피리 부는 사나이>를 공연해 호평을 받았다.

열린 G밸리 CEO합창단 정기연주회에 축하공연팀으로 참가한 데 이어 구로구민

2016년 1월에는 에버랜드에서 한국소년소녀합창단 겨울

회관에서 2012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다.

합창제에 참가하였다. 4월 고척스카이돔에서 2016 프로

2013년 1월에도 신도림 테크노마트 그랜드볼룸에서 구로구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야구개막식 축하공연을 열고, 5월 잠실주경기장에서 열

내빈들과 주민들에게 멋진 화음을 선물하였다. 5월에는 파주 아시아출판정보센터

린 2016전국생활체육대축제 축하 무대에 올랐다. 8월 내

에서 열린 제2회 출판도시 어린이 합창대회와 NH아트홀에서 열린 MBC 자원봉사

설악 미리내 캠프에서 한국소년소녀합창단 여름 합창제에 참가한 데 이어 9월 광

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초청공연에 참여하였다. 6월에는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

화문광장의 2016종로한복축제에 초청되어 공연했다. 10월 세종문화회관 세종체

서 열린 제46회 한국소년소녀합창제에 함께했으며 7월에는 구로아트밸리 예술극

임버홀에서 열린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의 소년소녀합창축제 공연과

장에서 열린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축하공연으로 무대를 빛냈다. 곧

12월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열린 제6회 정기연주회 <어린이 창작 합창 뮤지

이어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열린 제2회 어울림합창제에도 참가하였다. 8월

컬-소년과 나무>가 이어졌다.

에는 양평 미리내 캠프에서 여름 캠프를 함께하였고, 10월 26일 구로아트밸리 예

2017년 1월 용인 에버랜드에서 열린 한국소년소녀합창단 겨울 합창제에 참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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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3월에는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7 프로야구개막
전(넥센 vs LG)의 축하공연을 열었다. 5월에는 구로근린공
원의 ‘구로어린이나라 건국 및 선포식’ 축하공연 무대에 섰
다. 8월 내설악 미리내 캠프에서 한국소년소녀합창단 여
름 합창제에 참가하고 구로근린공원에서 열린 구로문화재
단 창립 10주년 축하프로그램 <아트밸리로 떠나는 늦여름
휴가-감.옥.수 더위 탈출>에서 초청공연을 열었다. 9월에
는 구로문화재단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꿈을 잇다 삶을 열
다’ 축하공연과 신도림 오페라하우스 재개관 행사 초청공
연이 연이어 진행되었다. 10월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

여성합창단의 눈부신 재도약, 구립여성합창단

서 제7회 정기연주회 <창작 합창 뮤지컬-세고비아 왕자와
천사의 선물> 공연을 개최하였고 11월 <2017구로 클래식
페스타> 개막 및 폐막공연에 참여하였다.

구립여성합창단은 2017년 4월에 창단되었다. 단원 60명,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발성 코치(단무장) 1명으로 구

2018년 1월 8일∼10일 용인 에버랜드에서 54명이 참가한

성되어 있으며, 재단 대표이사가 단장을 겸하고 있다. 지휘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성악 전공의 실력 있는 전문가

가운데 겨울 합창캠프를 갖고 집중연습과 에버랜드 시설 이용 및 체험 활동을 하였다. 3월 10일에는 갈릴리교

를 위촉하였으며 반주자와 발성 코치(단무장)도 공개 모집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회 본당에서 ‘구로구민과 함께하는 희망을 나누는 음악회’를 열고 <도토리의 꿈> <바람의 멜로디> <아름다운

선발하였다. 합창단원은 약 55명 규모로 연령대가 만 20세∼55세(정년 만60세)이며 우리 구 거주자를 우선 선

세상> <아침의 노래> 등의 레퍼토리를 선보여 청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6월 9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발하였다. 2017년 1월 17일 공개 모집과 단원 선발 후 본격적인 연습에 돌입하였으며 4월 24일 위촉장 수여식

한국소년소녀합창제 창립 50주년 기념음악회에 참가해 <동요 메들리(노을, 섬집 아기, 퐁당퐁당)> <아리랑>

과 함께 공식 창단하였다. 현재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 구로아트밸리 소강당에서 정기 연습을 하고 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연합합창)>를 연주하였다. 이는 다른 시·구립소년소녀합창단들과 실력을 겨루는 계기

첫 공연은 2017년 7월 구로구청 3분기 조례 및 구청장 취임 3주년 기념식에서 열렸다. 이어서 8월 11일 구로구

가 되어 합창 연습에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었고 신입 단원들이 무대 경험을 쌓는 계기도 되어 7월 제주 합창대

민회관 대강당에서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타이틀로 무대를 장식했고, 8월 18일∼19일 구로근린공원에서 재단

회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창립 1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인 <아트밸리로 떠나는 늦여름휴가-감.옥.수 더위 탈출> 초청공연을 열었다. 8월

그 결과, 7월 18일∼21일 제주 서귀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18제주세계청소년합창축제&경연대회에 단원

25일∼26일 대부도 엑스퍼트연수원에서 첫 하계 워크숍을 진행하고 9월 1일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재단

40명이 참가하여 은상과 특별상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10월 6일에는 안양천에서 열린 G페스티벌에서 초청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꿈을 잇다 삶을 열다’ 축하공연을, 9월 23일 안양천에서 G-Festival 점프 구로&아시아문

공연 무대를 가졌다. 그리고 합창단의 가장 큰 행사인 제8회 정기연주회가 ‘아름다운 노래로 만든 세상’이라는

화축제 초청공연을 열었다.

주제로 11월 17일 17시에 개최되었다. 총 47명의 단원이 참가해 공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2017서울여성합창페스티벌에 참가한 후 10월 17일 신도림 오페라하우
스의 ‘구로구민과 함께 하는 시 낭송 콘서트’에서 초청공연을 가졌다. 11월에는 <2017구로 클래식 페스타>에
참가하였고 12월에는 구립여성합창단 재창단을 기념하는 제1회 정기연주회 <I love CHORUS>를 개최하여

[2018년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제8회 정기연주회 연주 프로그램]

330명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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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곡명

2018년에는 3월 27일 오류아트홀 개관식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5월 12일 구로팜축제 공연을 가진 뒤 5월 24일

1부(동요)

섬집 아기 / 노을 / 우리들의 노래, 추억의 노래

아침고요수목원에서 단합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워크숍에서는 2018년의 정기연주회와 서울여성합창페스

2부(창작곡)

평화의 세상 / 평화의 춤 / 민들레의 꿈

티벌 준비를 위한 실력 연마의 장이 마련되었다. 8월 24일과 25일에는 경기도 안산 엑스퍼트연수원에서 서울

3부(민요)

어강됴리 / 갑돌이와 갑순이 / 아리랑

여성합창페스티벌과 정기연주회에 대비하여 집중연습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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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감수성을 키워주는 ‘우리동네오케스트라 구로’

■ 사업개요
● 사업 기간 : 2010.04.∼2014.02.(4개년 시범사업)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우리동네오케스트라 구로’는 관

● 교육 장소 :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및 구민회관 연습실

내 소외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오케스트라 음악교육을 실시해 어린이들의 감수

● 교육 인원 : 구로 관내 초등학교 4학년 30명, 3학년 30명

성을 계발하고 삶에 대한 긍정적 변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한 프로그램이다. 2010년

● 강사진

예산은 2억 원(서울시립교향악단 지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의 내용과 추진 경

- 구성 : 총 11명 (서울시향 교육감독 1명, 핵심강사 10명)

과는 다음과 같다.

- 담임 교사제로 운영 : 교사 1명 당 학생 6명

● 교육내용
■ 사업개요
● 사업 기간 : 2010.04.∼2013.12.(4개년 시범사업)
● 교육 장소 :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 수업일정 : 총 42주
- 수업시간 : 주 3일 출석, 1일 2시간 교육
(주 2회 개인 레슨, 주 1회 그룹 레슨)

● 교육 인원 : 초등학교 3학년 30명
(저소득층 아동 : 일반아동 = 7:3 비율로 선발)
● 강사진

■ 추진 경과
● 우리동네오케스트라 입학식(30명) : 2011.04.

- 구성 : 총 5명(서울시향 퇴직 단원 음악감독 1명, 핵심강사 4명)

● 우리동네오케스트라 향상음악회 : 2011.09.

- 담임 교사제로 운영 : 교사 1명 당 학생 6명

● 우리동네오케스트라 구로 정기공연 <레츠고> : 2011.12.06.

● 교육내용
- 수업일정 : 총 42주

오케스트라교육을 통해 삶의 태도의 긍정적 변화, 복지효과의 물결효과(수혜대상

- 수업시간 : 주 3일 출석, 1일 2시간 교육(주 2회 개인 레슨, 주 1회 그룹 레슨)

의 확장),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 성장기반 마련, 사회적 자본 형성을 통
한 개인과 커뮤니티의 공동성장 기반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다.

■ 추진 경과
● 우리동네오케스트라 사업신청 및 결정 : 2010.03.14. / 03.24.
● 우리동네오케스트라 사업설명회 : 2010.04.05.

아이들의 문화예술 소양을 길러주는 ‘우리동네예술학교’

● 우리동네오케스트라 입학식(30명) : 2010.05.04.
● 우리동네오케스트라 향상음악회 : 2010.09.17.

‘우리동네예술학교’는 시범사업 ‘우리동네오케스트라 구로’를 승계하는 프로그램

● 우리동네오케스트라 구로 발표회 : 2010.11.30.

으로서, 역시 우리 구 어린이들의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시키고자 기획되었다. 재단
은 2014년부터 ‘우리동네예술학교’를 서울시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운영하였다.

사업 2년 차인 2011년에는 대상자와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예산: 27,000만 원-

2014년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및 구로구민회관 내 각 교

서울시립교향악단 지원).

육실에서 사회 취약계층 및 일반 가정 어린이(초등 3∼6학년)들을 대상으로 진행

그 내용과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하였다. 프로그램은 일반교육 외에 향상음악회, 정기연주회, 통합연주회를 포함하
여 총 64회의 교육으로 구성되었으며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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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우리동네 예술학교’ 추진실적]
일자

사업명

사업내용

인원(명)

2014.09.24.

실력향상음악회

학부모들을 모시고 진행

100

2014.10.19.

더불어숲 축제

지역 축제 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써
지역에 기여

100

2014.10.22.

10월 야외음악회

구로근린공원에서의 연주로 지역 주민과
직장인들에게 문화 향수 기회 제공

100

2014.11.13.

자오총 공연 협연

구로홍보대사인 비파 연주자
자오총과의 협연

253

2014.12.06.

정기연주회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지역민을 위한
음악회 개최

424

2014.12.09.

통합연주회

구로, 도봉, 금천, 노원의
오케스트라와 합동 연주

1,000

2014.12.17.

전시회 관람

단원들의 문화체험행사

39

2014.05.∼12.

예술특강

단원 대상으로 예술특강수업 3회 진행

126

■ 2015년 ‘우리동네예술학교’ 추진실적

꿈의 하모니를 들려주는 ‘꿈의오케스트라’

● 기간 : 2015년 4월∼11월
● 장소 :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및 구로구민회관 교육실 8곳
● 구성인원 : 총 54명(단원 46명, 음악감독 1명, 강사 7명)

재단은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지원하는 ‘꿈의오

● 사업내용 : 음악이론, 악기 실기교육, 향상음악회, 야외음악회, 정기연주회,

케스트라’ 거점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꿈의오케스트라’ 사업은 단원들이 한마음으
로 하모니를 만들어내야 하는 오케스트라의 특성을 매개로 ‘상호학습’과 ‘협력’을

통합연주회, 전시 및 공연 관람, 야외 워크숍 등
● 사업비 : 8,000만 원(시비 6,500만 원/구비 1,500만 원)

끌어내는 엘시스테마 음악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다면
적 성장을 지원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이다. 2016년까지 3개년 연속사업으로 시

■ 2016년 ‘우리동네예술학교’ 추진실적

행되었으며, 2014년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 기간 : 2016년 7월∼12월
● 장소 :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및 구로구민회관 교육실 8곳
● 구성인원 : 총 36명(단원 38명, 음악감독 1명, 강사 7명)
● 사업내용 : 교육 21회, 정기연주회, 향상음악회, 통합연주회, 전시 및 공연 관
람, 야외 워크숍 등

[2014년 ‘꿈의오케스트라’ 추진실적]
일자

사업명

사업내용

인원(명)

2014.05.～2015.01.

정기교육

총 61회 교육 진행(회당 3시간)

3,111(회당 51)

2014.10.18.

향상음악회

구로아트밸리 근린공원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향상음악회 개최

150

2014.12.13.

정기연주회

단원과 강사들이 함께 공연하는 정기연주회 개최

330

● 사업비 : 3,300만 원(2,100만 원/1,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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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는 70회의 정기교육 및 특별교육과 연주회를 진행하였다.

[2015년 ‘꿈의오케스트라’ 연주회 추진실적]
일시

내용

장소

04.23.(토) 19:30

시 낭송 콘서트 초청공연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07.17.(금) 19:00

후원사 초청공연

메이필드호텔

08.01.(토) 16:30

향상음악회

09.11.(금) 17:00
09.19.(토) 18:00
12.12.(토) 16:00

비고

구로근린공원   

마을 축제 참가
정기연주회

구로별별시장
오금교마을콘서트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관람 인원 : 343명

2017년에는 정기교육과 분반 교육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정기교육은 53명의 단원과 오케스트라 합주, 파
트별 악기교육, 이론교육을 진행하고 분반 교육은 16명의 단원과 중상위 수준의 심화 교육, 공연 등을 진행하였

2016년에는 3월∼12월에 단원 54명(취약계층 35명, 일반 가정 19명)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 합주, 파트별 악

다. 세부 실적은 다음과 같다.

기교육, 이론교육 등을 진행하였다. 그 세부 실적은 다음과 같다.

[2017년 ‘꿈의오케스트라’ 연주회 추진실적]
[2016년 ‘꿈의오케스트라’ 연주회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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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연번

일시

내용

장소

1

05.30.(목)

게릴라 콘서트

구로근린공원

비고

일시

내용

장소

04.20.(수)

작은음악회

신구로초등학교

2

06.23.(금)

SH보라매어린이합창단 초청공연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08.20.(토)

숲속의 오케스트라

구로푸른수목원

3

08.10.(목)

찾아가는 연주회

구로제일데이케어센터

08.27.(토)

숲속의 오케스트라

서울숲

4

08.19.(토)

재단 10주년 기념행사 축하공연

구로근린공원

10.12.(수)

작은음악회

파랑새나눔터공부방

5

08.24.(목)

재단 10주년 기념전시 축하공연

갤러리 구루지

10.14.(금)

길놀이 축제 축하공연

구로중학교

6

09.02.(토)

야외음악회(구로&성동 협력기획사업)

구로푸른수목원

10.20.(목)

작은음악회

구로 푸른학교

7

09.09.(토)

야외음악회(구로&성동 협력기획사업)

서울숲

11.05.(토)

찾아가는 아트밸리

천왕근린공원

8

10.18.(수)

‘꿈의오케스트라’ 합동공연

예술의전당

11.17.(목)

꿈나무극장 개관식

구로구시설관리공단

9

10.31.(화)

찾아가는 연주회

구로푸른학교

11.30.(수)

정기연주회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10

11.25.(토)

클래식 페스타 초청공연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12.04.(일)

구로 클래식 페스타 폐막식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11

11.30.(목)

정기연주회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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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선율은 사랑을 싣고! 청소년오케스트라의 대활약

2018년에는 6회의 특별교육을 포함하여 총 70회의 교육을 진행하였다.
7월 18일 구로근린공원에서 열린 향상음악회는 단원들의 연주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12월 5일 구
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열린 정기연주회는 2018년 오케스트라 활동을 마무리하고 가족, 친구 및 지역 주민

2016년 재단의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위탁 운영이 결정되었다. 재단은 체계적인 연습과 다양한 연주 활동의

들과 음악을 통해 지역 구성원으로서 하나 되는 자리가 되었다.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발전 참여에 일조함을 운영 목표로 설정하였다. 단장(재단
대표이사), 현원 57명, 지휘자 1명, 수석교사 1명, 파트별 교사 6명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악기별 구성은 다음과

[2018년 ‘꿈의오케스트라’ 연주회 추진실적]

같다.

연번

일시

내용

장소

비고

1

07.18.(수)

향상음악회

구로근린공원

2

09.19.(수)

찾아가는 음악회

한사랑지역아동센터

구분

악기

비고

3

10.20.(토)

찾아가는 음악회(길놀이축제)

구로중학교 야외무대

합계

48명(일반단원 기준)

초등학생 13명, 중학생 31명, 고등학생 4명

4

12.05.(수)

정기연주회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현악기(34명)

바이올린 1·2(23명), 비올라(2명),
첼로(8명), 콘트라베이스(1명)

목관악기(12명)

클라리넷(8명), 플루트(4명)

금관악기(2명)

트럼펫(2명)

[2016년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악기별 구성 현황]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는 야외공연을 통한 실력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2016년 5월 21일 토요일 11시 구로근린
공원에서 향상음악회를 가졌다. 오케스트라 하이라이트 메들리, 모차르트 <세레나데>, 글린카 <루슬란과 류드
밀라 서곡>, 마스카니 <카발레리아 쿠스티카나 간주곡> 로시니 <윌리엄 텔 서곡>, 오펜바흐 <천국과 지옥 중
캉캉> 등을 연주했다. 8월 4일∼6일에는 구로구청 5층 강당에서 여름방학 집중 워크숍을 갖고 오케스트라 파
트별 연습, 지휘자 전체 합주 연습 및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10월 16일 일요일에는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제5회 정기연주회의 막을 올렸다. 연주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2016년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연주회 내용]
1부(33분)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개막 연주》  
■ 윌리엄 텔 서곡 Final 승리의 행진(로시니)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연주》
■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마스카니)
■ 넬라 판타지아(엔리오 모리꼬네)
《특별연주_ 구로여성합창단》
■ 인당수 (오페라 심청전 중에서)
■ 아름다운 나라 - 작곡 한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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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49분)
《주요 내빈소개 및 인사 말씀》
■ 구청장, 국회의원, 구의회 의장
《현악 앙상블, 윈드 앙상블》
■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 하이든의 세레나데
■ 사랑의 인사(엘가)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연주》
■ 모차르트의 세레나데(소야곡)
■ 루슬란과 루드밀라 Overture(글린카)
■ 오케스트라로 들어보는 ‘우리민요 메들리(각 지방의 16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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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인 2017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그해의 주요 활동 실적은 다음과 같다.

2018년에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해의 주요 활동 실적은 다음과 같다.

[2017년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주요 활동 실적]

[2018년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주요 활동 실적]

구분

정기교육

정기연주회

향상음악회

집중 워크숍

초청공연

클래식 축제 참가

공연 관람

횟수

39회

1회

1회

3일 5회

3회

2회

1회

■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교육

■ 초청공연 - 구로구 신년인사회

구분

정기교육

횟수

41회

공연 실적
정기연주회

정기연주회 향상음악회 클래식 축제 참가

(누적) 총 7회

1회

■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교육

2회

3회

3일 5회

■ 초청공연 - 구로구 신년인사회

● 기간 : 2017.01.02.∼12.31. 매주 토 10:00∼13:00

● 일시 : 2017.01.10.(화) 09:00

● 기간 : 2018.01.02.∼12.31. 매주 토 09:00∼12:00

● 일시 : 2018.01.08.(월) 14:00

● 장소 : 구로구민회관 연습실

● 장소 : 신도림 테크노마트 그랜드볼룸

● 장소 : 구로구민회관 연습실

● 장소 : 신도림 테크노마트 11층 그랜드볼룸

● 교육횟수 : 총 39회

● 관람 인원 : 2,000명

● 교육횟수 : 총 41회

● 관람 인원 : 2,000명

● 강사진 : 오경자 지휘자, 정현정 수석교사,
파트별 강사 6명
● 단원 : 총 45명

● 강사진 : 오경자 지휘자, 정현정 수석교사,
■ 초청공연 - 아트밸리로 떠나는 늦여름휴가
● 일시 : 2017.08.18.(토) 19:00

파트별 강사 6명
● 단원 : 총 45명

● 장소 : 구로근린공원
■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제6회 정기연주회

● 관람 인원 : 1,000명

● 장소 :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 초청공연 - 구로교육복지센터 문화예술페스티벌

● 특별출연 : 현악앙상블, 윈드앙상블

● 일시 : 2017.10.18.(수) 17:00

● 관람 인원 : 300명

● 장소 :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 관람 인원 : 300명

■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제7회 정기연주회

● 장소 :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 관람 인원 : 363명

■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향상음악회 및

■ 축하공연 - 2017구로 클래식 페스타 개막식

● 장소 :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 관람 인원 : 50명

● 장소 :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 관람 인원 : 60명

● 내용 : 타 오케스트라 연주단 합주 공연
● 관람 인원 : 136명

● 기간 : 2017.08.03.(목)∼08.05.(토)

■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집중 워크숍(여름 캠프)

● 일시 : 2017.12.02.(토) 16:00

● 장소 : 구로구청 5층 강당, 혁신사랑방(회의실)

● 대상 : 총 65명

● 장소 :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 대상 : 총 57명

● 내용 : 파트별 연습, 전체 합주, 친목 도모 프로그램

● 내용 : 타 오케스트라 연주단 합주 공연
● 관람 인원 : 265명

● 내용 : 타 오케스트라 연주단 합주 공연
● 관람 인원 : 221명

■ 축하공연 - 2018구로 클래식 페스타 폐막식
● 일시 : 2018.12.08.(토) 16:00

● 내용 : 오케스트라 공연 및 예술단 연합 공연
● 관람 인원 : 154명

09:00∼17:00

● 장소 : 구로구청 5층 강당

(단원 57명, 지휘자, 수석교사, 강사 6명)

● 일시 : 2018.12.01.(토) 16:00

● 장소 :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 기간 : 2018.08.02.(목)∼08.04.(토)
■ 축하공연 - 2017구로 클래식 페스타 폐막식

■ 축하공연 - 2018구로 클래식 페스타 개막식

● 일시 : 2018.06.16.(토) 11:00

● 일시 : 2017.11.25.(토) 16:00

09:00∼17:00

● 관람 인원 : 1,500명

● 장소 :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 장소 :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집중 워크숍(여름 캠프)

● 일시 : 2018.10.20.(수) 18:00
● 장소 : 구로중학교 운동장

위촉장 수여

■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향상음악회
● 일시 : 2017.05.20.(토) 11:00

■ 초청공연 - 2018구로청소년길놀이축제

● 일시 : 2018.09.01.(토) 19:00

● 일시 : 2017.09.03.(일)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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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집중 워크숍

초청공연

(단원 49명, 지휘자, 수석교사, 강사 6명)
● 내용 : 정기연주회 대비 파트별 연습, 전체 합주 등

■ 초청공연 - 구로구 스마트도시 비전 선포식
● 일시 : 2018.12.18.(화) 16:00
● 장소 :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 관람 인원 : 약 300명

발자취와 성과

95

발자취와 성과

지역 문화예술 육성

구로의 문예인을 길러라!
■ 2016년 ‘우리 동네 문예인 양성 프로젝트 - 내일은 나도 예술가’ 추진실적
● 기간 : 2016년 4월∼11월
● 장소 : 구로아트밸리 소강당
● 구성인원 : 23명(참가자 20명, 강사 3명)
● 운영내용 : 초등 고학년생들을 위한 연극 기반의 문화예술인 양성 프로그램
● 사업비 : 1,618만2천 원(국비 1,280만 원/자부담 338만2천 원)

■ 2017년 ‘우리 동네 문예인 양성 프로젝트 - 내일은 나도 예술가’ 추진실적
● 기간 : 2017년 4월∼12월
● 장소 : 구로아트밸리 소강당 / 구로꿈나무극장
● 구성인원 : 30명(참가자 26명, 강사 4명)
● 운영내용 : 초등 저·고학년생들을 위한 연극 기반의 문화예술인 양성 프로그램
● 사업비 : 1,186만2천 원(국비940만 원/자부담 246만2천 원)

청소년들이 직접 꾸미는 뮤지컬 무대
구로에 인문학을 꽃피우며
2017년 구로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구로
청소년뮤지컬극단 온마을의 제2회 정기공연이 열

■ 2018년 ‘인문 활동가 양성 및 파견 사업, 인문 프로젝트’ 추진실적

렸다. 2월 10일과 2월 11일 이틀 동안, 구로공단의

● 기간 : 2018년 8월∼2019년 1월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고민하는 내용의 창작 뮤

● 참여 인원 : 200명

지컬 <시간 저편, 엄마의 노래>를 구로아트밸리

● 추진실적(인문 활동가 양성 및 파견)

예술극장에서 공연하였다.

- 인문 활동가 모집 완료 : 2명

2018년에도 구로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 「김산과 떠나는 詩 패킹」 : 2018.08.16.∼2019.01.12. 월 5회

구로아트밸리 지하 1층 갤러리에서 전문가의 지도
하에 뮤지컬 연습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2월 9일

- 구로기억수집원정대 : 2018.08.18.∼2019.01. 주 1∼2회

● 추진실적(인문 프로젝트)

과 10일 극단 온마을의 제3회 정기공연이 구로아

- 청푸치노(청소년의 푸른 가치를 노래하는) 캠프 2018.11.26.∼11.27.

트밸리 예술극장에서 열렸다. <친우>라는 제목의,

- 온수초등학교 6학년 176명 전원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창작 뮤

● 사업비 : 2,600만 원(국비)

지컬이다. 한국판 <레미제라블>이라 불릴 만한 작
품으로서 가슴 뜨거운 감동을 선사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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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어르신들, 연극 무대에 서다!
■ 2016년 구로 어르신 연극교실 추진실적(느티나무은빛극단)
● 기간 : 2016년 6월∼7월(매주 수요일 10시∼13시)
● 장소 : 구로아트밸리 소강당
● 구성인원 : 23명(어르신 20명, 강사 3명)
● 사업내용
- 연기학 개론, 리딩, 발성, 동작 등 연기의 기초가 되는 교육 실시
- 어르신의 삶과 연계되는 내용의 교육 및 작품발표 진행

● 사업비 : 300만 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오류아트홀 집들이
■ 2018년 오류아트홀 첫 집들이 <우당탕탕, 이사 왔어요!> 추진실적
● 일시 : 2018.07.14.(토) 10:00∼17:00
● 장소 : 오류아트홀
● 관람인원 : 총 179명(공연 관람 131명, 부대프로그램 참여 48명)
● 사업내용 : 어르신 창작 연극 공연, 어린이와 가족 참여프로그램

구분
세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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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행사명

참여대상

10:00∼12:00

에코자동차극장 <뛰뛰빵빵>

어린이 동반 가족 단위 구민

12:00∼14:00

모두의 정원 <오! 텃밭>

부부 및 가족 단위 구민

16:00∼17:00

연극 <우당탕탕, 이사 왔어요!>

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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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2010년에도 3월 13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포
함, 총 611명이 참가하였다.
구로지역의 유적지, 문화공간, 명소 등을 중심으로 구로구의 역사를 알려주는 공간

지역문화 활성화

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재와 유적지를 탐방토록 하여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평가다.

[2010년 ‘출발! 아하 문화체험단’ 프로그램]

구로구를 속속들이 - 출발! 아하 문화체험단
2009년에 시작한 ‘출발! 아하 문화체험단’은 우리 구로구의 역

시간

장소

09:50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출발

10:00

디지털단지 선회

우리 고장의 발전상 탐구

11:00

우렁바위

민간신앙의 전래

11:30

정선옹주 묘역

궁동의 유래, 풍수지리 사상, 조선시대 묘의 특징

12:00

사, 문화, 산업, 디지털, 경제, 교육 등 다양한 현장을 직접 방문

점심

13:00

매봉산

매봉산의 유래
봄을 준비하는 나무의 특징과 나무 구별하기
봄꽃의 특징 알아보기
청진기로 나무 수액 들어보기
생태놀이

15:00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해산

가족 액자 만들기

해 체험하고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서남권 일류도시 구로에 대
한 자부심을 고양하고 미래도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기
획되었다. 2009년 8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총 13회 진행
하였다.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하여 연인원 450명이 참가

체험 내용

하였으며 예산 9백55만 원이 소요되었다.

교가를 바꾸는 ‘학교가(歌) 좋다’ 프로젝트

[2009년 ‘출발! 아하 문화체험단’ 프로그램]
장소

09:50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출발

10:00

디지털단지 업체 견학

우리 고장의 발전상 탐구

회 사업을 통해 교가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교가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키

10:30

고인돌

고인돌의 특징 확인

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교가에는 학교의 교육목표와 교풍은 물론이고 해당 지역의

12:00

경서농협 농업박물관

지역 첫 농업박물관에서 농기구 체험

정서도 함께 담겨있어 어린이의 성장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더 나아가

13:00

100

체험 내용

교육현장에서는 학교시설에 대한 투자 못지않게 교가(校歌)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시간

필요하다. 이에 2010년 4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학교가(歌) 좋다’ 제작 및 음악

국가관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점심

14:00

류순정 부자 묘역

조선시대 묘역의 특징 확인

우선 관내 총 49개교의 교가를 편곡하여 오케스트라 연주와 합창단의 노래로 녹음

15:00

성공회대 / 구드인관

한국 민주화의 역사 탐방

하였다. 이후 완성된 교가에 학교 영상물을 결합해 교가 동영상을 제작하여 CD로

16:00

구로아트밸리 갤러리

슈퍼 히어로(Super Hero) 전시 관람

제작한 후 교가 CD 전달식을 거행하였다. 또한, 오케스트라 교가 연주 및 공연을 진

17:00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해산

행하고, 이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기록·보존하였다.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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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관내 C&M 케이블 TV와 디지털단지 기업들의 후원으로 조달하였다.

■ 사업 진행 과정
● 2010년 5월 : 참여학교 신청서 접수
● 2010년 5월 말∼6월 초 : 교가 편곡·재구성
● 2010년 6월 초∼6월 말 : 교가 녹음 및 동영상 제작
● 2010년 7월 19일 : 교가 CD 전달식 및 음악회 개최(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교가 바꾸기 프로젝트 ‘학교가(歌) 좋다’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구로구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의미
있는 사업이다. 교가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of the 청소년, by the 청소년, for the 청소년 - 구로청소년극장축제
2013년에 시작된 구로청소년극장축제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공연장의 문턱을 낮춰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문화예술교육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하라!

는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직접 콘텐츠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문화예술 창의체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재단은 2013년 1회 축제를 앞두고 관내 중·고등

2011년 6월∼12월에는 ‘문화예술교육 단체 및 활동가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 우리 구에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극장에서 시연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공모하였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작품들은

활동하는 문화예술교육 단체와 활동가들을 발굴하고 우수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문화예술교육

2013년 11월 14일∼15일 이틀 동안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구로중, 영림중, 오남중,

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문화예술교육 우수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에 나선 것이다. 선

고척중, 영서중, 동구여중(성북), 신일중(강북) 학생들이 참가하여 댄스, 뮤지컬 등 열다섯 작품을 선보였으며, 관

정된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에 보급하여 구민들의 문화 향수 확대 및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

람 인원은 총 2,292명에 달하였다. 학생들은 기획, 연출부터 진행에 이르기까지 직접 참여함으로써 적극성과

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었고 또한 함께하는 공연을 통해 배려심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구로구에서 2회 이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한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결

지역 학교 문화예술 동아리들과의 교류를 통해 학생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

과, 수공예, 전래놀이, 연극놀이, 영상미디어, 역사문화체험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그 추진실적은 다
음과 같다.

[2013년 제1회 구로청소년극장축제 프로그램]
일시

[2011년 문화예술교육 우수프로그램 추진실적]
구분
수공예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나와 우리 아이가 행복한
8월∼12월
수공예 여행

교육대상
주부

진행자(단체) 참여 인원(명)
김윤희

교육 장소

18명

구로4동
주민자치센터

10명

구로4동
주민자치센터

갱년기 여성
속풀이 놀이

8월∼12월

영상미디어

우리마을
영상 만들기

8월∼12월

일반

김희영

3명

구로아트밸리
소강당

역사문화체험

생각 쏙쏙,
이야기 톡톡

8월∼12월

초등
고학년

아하열린
교육센터

10명

구로아트밸리
키즈 북카페

전래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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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주부

배윤희

공연 내용
16:00

11.14.
17:30

16:00
11.15.
17:30

구로중학교 댄스 공연(Wolf, The Time)
영림중학교 댄스 공연(DR Feel Good), 동구여자중학교 뮤지컬 <약속>
영림중학교 뮤지컬 <배틀즈>, 구로중학교 댄스 <Mango pickle>
고척중학교 연극 <Let'Fly>, 오남중학교 댄스, 신일중학교 뮤지컬 <Jesus Christ Superstar>
구로중학교 국악 오케스트라(한여울), 영서중학교 댄스공연
구로중학교 뮤지컬 <아빠>
구로중학교 국악 오케스트라(한여울), 영림중학교 뮤지컬 <꽃보다 연극>
구로중학교 뮤지컬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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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회 구로청소년극장축제는 전년보다 참가 학교가 5개교 늘어나 총 12개 학교가 참가하였다. 구로중,

보컬 연합동아리팀 맹기

영서중, 영림중, 우신중, 고척중, 개봉중, 신도림중, 오남중, 오류중, 경인중, 동구여중, 영등포여고(영등포구)가

보컬 구일고등학교 아르누보

댄스, 뮤지컬 등 열다섯 작품을 공연하였다.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사흘 동안 총 1,759명이 579석의 구로

보컬 연합팀 진돗개

On My Way, 불꽃놀이

아트밸리 예술극장을 가득 메우며 흥겨운 축제의 장을 펼쳤다.

11.25.(수) 오후 4시, 7시 - 뮤지컬

관람객 208명 / 410명

[2014년 제2회 구로청소년극장축제 프로그램]
일시

공연 내용

16:00 / 17:30

구로중학교 한여울(국악관현악), 구로중학교 가온(뮤지컬), 구로중학교 2학년 합창단

11.28.

16:00

구로중학교 외 6개교 댄스, 뮤지컬, 보컬, 연극 공연(11개 팀)

15:00

지역 고교 동아리 댄스 뮤지컬 보컬 공연(14개 팀)

19:30

지역 중고등학생 동아리 댄스 뮤지컬, 보컬 공연(12개 팀)

11.29.

Mama       

뮤지컬 구로중학교 가온

또 하나의 약속

11.26.(목) 오후 7시 - 뮤지컬, 연극

관람객 287명

연극 구로문화재단 도도한 연극단

꽃들에게 희망을

뮤지컬 영림중학교 온새미로

11.27.

No More

뮤지컬 연천중학교 아하뮤(초청)
뮤지컬 소금버스 청소년뮤지컬 서너다이(초청)
11.27.(금) 오후 7시 - 종합공연

보랏빛 연애
전학생이 왔다
미치고 팔딱 뛰겠네
관람객 285명

댄스 신도림중학교 탑클

스윙베이비, My Number 등

댄스 영서중학교 제스트

Shake it, call me baby 등

댄스 우신중학교 YK2015

married to the music, 뱅뱅뱅

2015년에도 축제의 열기는 계속되었다. 11월 19일(목)부터 28일

댄스 오류중학교 Hit it

뱅뱅, 오늘부터 우리는 등

(금)까지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개최된 제3회 축제는 구로

댄스 개봉중학교 라온

I got a boy, OOH AHH하게 등

문화재단과 구로구가 공동주최하고 구로청소년자치연합 그린나

기악 영림중학교 두드림

래와 구로중학교가 공동주관하여 총 3,156명(출연진 38팀 465명,
자원봉사자 53명, 관람객 2,638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
행되었다. 총 8회의 공연이 무대에 올려졌다.

뮤지컬 구로중학교 다존뮤지컬

그리스 하이라이트

뮤지컬 구로중학교 1학년 4반

교과협력 다문화 창작뮤지컬 프로젝트

보컬 연합팀 AMOLAD

Waltz, 그땐 그땐 그땐

보컬 개봉중학교 야누스

보여줄게, 사랑했잖아

11.28.(토) 오후 5시
댄스 연합팀 윈걸
댄스 천왕중학교 blue squad

[2015년 제3회 구로청소년극장축제 프로그램]

댄스 구로고등학교 IF
11.19.(목) 오후 4시, 7시 - 관현악
구로중학교 한여울국악관현악단, 한여울합창단
오류중학교 오류Dream오케스트라

관람객 291명 / 475명
프런티어 등
인생의 회전목마 등

아리랑 등

댄스 구로중학교 샤인비탑
댄스 오류중학교 T.I.P
뮤지컬 구로중학교 가온

11.21.(토) 오후 7시 - 종합공연

관람객 239명

밴드 구일고등학교 네오러다이트

사뿐사뿐 + Problem

보컬 고척고등학교 고척고 보컬부

밴드 경인고등학교 모가비

위잉위잉, 씨스루 등

보컬 연합팀 Puss

댄스 오류고등학교 ORD

쎈언니, Go

뮤지컬 연합팀 온마을뮤지컬

보컬 경인/구일고등학교 4sing

관람객 443명
꽃날, failing in love 등
new beautiful(창작), Goin In 등
six, 가, 리듬타 등  
Looking at you, Fine china 등
Uptown Funk(창작), Dumb Dumb 등
또 하나의 약속 갈라쇼
비빔밥 갈라쇼
물들어, 너나 잘 해
Bang Bang
요지경

댄스 오남중학교 포텐

Drop It Low, 바람났어 등

밴드 영서중학교 영서밴드

댄스 구일중학교 클로이

Trailer, Run The Word 등

밴드 고척중학교 인비트

직감, 낭만고양이

밴드 구일고등학교 리디안

Swing Baby 등

댄스 신도림고등학교 플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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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는 ‘세상을 잇는 우리들의 색다른 놀이터’

2017년에는 ‘단 한 번의 무대, 주인공은 청소년’이

라는 주제로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사흘에 걸쳐 역

라는 타이틀로 종합공연과 관현악, 뮤지컬 등 장

시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233명(참가팀 19팀

르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참가인원 375명, 관람

150명, 학생 스태프 72명, 성인 스태프 11명)이 참가하

객 1,996명을 기록하였다.

여 공연을 펼쳤다. 총 1,303명이 관람하였다.
■ 2017년 제5회 구로청소년극장축제 공연 일정
● 종합공연 : 11.18.(토) 15:00 / 19:30
● 관현악 : 11.20.(월) 19:30
● 뮤지컬 : 11.22.(수) 16:00 / 19:30

[2017년 제5회 구로청소년극장축제 종합공연 프로그램]

순서

[2016년 제4회 구로청소년극장축제 프로그램]
뮤지컬(11.16. 수요일)
15:00

1. 유정처리
2. 일어서는 사월
3. I Want It All
4. Naver Give Up
5. 얼치기
6. 무덤에 머물러
7. 높은 산 흔들리고
8. 아침은 오지 않으리
9. 하루 더
10. 민중의 노래가 들리는가
11. 시간을 달리는 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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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연 2(11.19. 토요일)

19:00

17:00

19:00

구로중학교 뮤지컬 동아리 ‘가온’
뮤지컬 <시간을 달리는 소녀>

종합공연 1(11.18. 금요일)

종합공연 1(11.18. 15:00)
팀명

분야

1

환재

2

종합공연 2(11.18. 19:30)
소요시간

팀명

분야

밴드

오빠왔다

밴드

투비드

댄스

포텐

댄스

3

Flos

댄스

IF

댄스

소요시간

팀명

분야

팀명

분야

4

광신도

보컬/랩

똘똘이 탐험대

보컬/랩

T.I.P

댄스

나르샤

댄스

5

T.I.P

댄스

가넷

댄스

AMOLAD

보컬

배경민, 한지선

보컬

6

가온

뮤지컬

목련단

치어리딩

온새미로

연극

MOD

댄스

7

라온

댄스

YK2017

댄스

늘품반

댄스

서혜민

보컬

8

샤인

댄스

이민주

보컬

이민주

보컬

진돗개

보컬

9

아몰레드

보컬

온마을

뮤지컬

NZ

댄스

온마을뮤지컬

뮤지컬

10

유니티

댄스

나르샤

댄스

가온

뮤지컬

포텐

댄스

11

19.9

댄스

딜라잇

댄스

시크릿

댄스

알프스미장원

밴드

12

헤나

밴드

리디큘러스

밴드

모가비

보컬

오빠왔다

밴드

13

쌍투스코러스(초청)

쇼콰이어

쌍투스코러스(초청)

쇼콰이어

리디큘러스

밴드

14

에일리언(초청)

댄스

130분

1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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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5회 구로청소년극장축제 종합공연 역량교육]

2018년에는 6월 1일 오류아트홀에서 구로청소년극
장축제 및 거리축제에 대한 안내와 수요조사를 실시

장르

장소

아트밸리
지하 1층
소강당

날짜

11.12.(일)

보컬&
밴드
신도림
예술공간
고리

11.16.(목)

11.14.(화)
댄스

꿈나무
극장
11.16.(목)

108

시간

팀명

비고

14:00∼15:00

아몰레드

15:00∼16:00

똘똘이탐험대

16:00∼17:00

광신도

17:00∼18:00

이민주

18:00∼19:00

이민주

10:00∼11:00

헤나

11:00∼12:00

헤나

12:00∼13:00

광신도

지컬 <엄마>는 열여섯 청춘의 일그러진 반항과 엄마

13:00∼14:00

아몰레드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다루어 관객

14:00∼15:00

똘똘이탐험대

들의 심금을 울렸다. 이어서 11월 24일에는 오후 3시와

17:00∼18:00

포텐

저녁 7시에 댄스, 밴드·랩, 연극·뮤지컬 갈라 등 다양

18:00∼19:00

나르샤

한 장르를 망라하여 총 22개 팀의 공연이 진행되었다

19:00∼20:00

라온

14:00∼15:00

포텐

15:00∼16:00

라온

16:00∼17:00

나르샤

하는 등 구로청소년극장축제 및 길놀이축제의 보다
발전적인 개최를 위해 사전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
후 10월 20일 구청사거리에서 구로리공원까지의 도
로와 구로중학교 등에서 구로청소년축제의 막을 올
렸다.
11월 22일에는 오후 3시와 저녁 7시 30분에 구로아트
밸리 예술극장에서 뮤지컬 <엄마>를 공연하였다. 뮤

(총 관람객 1,30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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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모두 모여라! - 구로청소년문화예술센터

소통과 네트워크를 통해 진행됨
으로써 주민들 간의 유대감이 형

■ 2018년 구로청소년문화예술센터 프로그램 운영

성됨은 물론이고 주민들에게 지

● 기간 : 2018년 7월∼2019년 2월

역문화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

● 장소 : 구로청소년문화예술센터, 영림중학교

하는 데 성공하였다. 아울러 간이

● 사업내용

역 조형물 오픈 기념행사를 통해

- 구로청소년문화예술센터 프로그램 운영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 뮤지컬, 연극, 댄스, 전통 오케스트라(다문화), 영상미디어 교육 등

높이고 지역문화 커뮤니티 활성

- 관현악 페스티벌, 구로청소년길놀이축제 참여 등

화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폐철로

● 추진실적 : 개관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7개), 여름 문화캠프(115명)

를 활용한 구로구 어메니티 조성으로 구로구 도시 재생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문화예술에 대해 새로이 인식

● 사업비 : 36,520만 원(교육청)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재단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KBS 1TV ‘6시 내고향’, CNM 케이블TV 등 방송 매체에 여러 차례(총 5회) 소개되었다.

예술과 낭만이 더해진 항동 철길
구로아트밸리 공공미술
2015년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지역
문화재단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2016년 2월∼7월에 진행된 구로아트밸리 조성 공공미술 프로젝트도 이처럼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우리 지역을

‘항동 철길 Art Rail 조성 프로젝트’를 성공적

문화예술 공간으로 가꿔가는 사업 중의 하나다.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주변 공간을 공공미술로 꾸미는 사업으

으로 완료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9월부터

로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시작되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 전문 예술단체와의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11월까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구로항아리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외부 2층 계단에는 벽화를 그려 넣고, 재단 사무실과 구로아트밸리 공영주차장 출입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국비 3천

사이의 벽에는 구로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직접 자신들의 꿈을 그려 넣은 사각형 타일들을 부착했다. 또한,

만 원이 투입된 대규모 지역문화 활성화 사

구로근린공원의 벤치와 테이블도 공공미술이 가미된 벤치와 테이블로 교체하였다.

업으로, 방치되고 있던 옛 기찻길을 도시 속
문화예술 향유 공간으로 변모시켰다. 문화

■ 2016년 구로아트밸리 조성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과정

예술을 통한 도시 재생(폐철로 활용을 통한

● 2016.02.15. : 구로아트밸리 공공미술 설치계획(안) 작성 완료

지역 관광자원 조성)과 공공미술을 통한 아

● 2016.04.27. : 구로아트밸리 공공미술 프로젝트 수립 완료

트 철길(구로 어메니티) 조성이 사업의 주요

● 2016.04.28. : 구로아트밸리 공공미술 프로젝트 홍보물 제작 완료

내용이다. 사업 장소인 구로구 오류동 항동

● 2016.05.07.∼05.25. : 구로몽 타일 페인팅 체험 및 제작 완료

철길은 푸른수목원 후문과 구로올레길의 교차점이기도 하다.

● 2016.05.10. : 당초 제안 주민과 회의 및 교육 완료

이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우선 푸른수목원과 도심의 폐철

● 2016.06.20. : 공원 벤치 및 테이블 공공미술 완료

로 등을 활용한 구로구 특성 사업을 구상하여 지역 환경과 문화예술을 융합한 새로

● 2016.06.20. :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2층 계단 도색 및 지하 1층 타일벽화 작업 완료

운 사업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지역 주민들 간의 쌍방향

● 2016.07.27. : 참여주민과 함께 구로아트밸리 조성 작품 투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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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자연과 인문이 만나는 푸른 숲 - 더불어숲 축제
구로구 항동 푸른수목원에서는 푸르른 숲의 축제가 펼쳐진다. 이름하
여 ‘더불어숲 축제’. 성공회대학교 및 서울시와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
다. 푸른수목원은 새롭게 녹지지대로 조성된 곳으로 자연풍광이 아름
다운 공간이다. 푸른수목원에서 열리는 더불어숲 축제에서는 인문학,
음악, 예술치유, 생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과 자연과 인
문이 만나는 자리가 마련된다.
2016년 제1회 축제 때는 10월 29∼30일 이틀에 걸쳐 체험 놀이(새 이
야기, 철길을 걷는 아이, 수목원 투어), 인문학 콘서트(시인, 생태작가와
의 대화), 음악회(클래식 기타, 포크송)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제2회 축제는 2017년 10월 21일∼22일에 열렸다. 지역 명사를 초대해
인문학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는 ‘풀밭 인문학 콘서트’, 자연을 주제로

신도림을 들썩이는 흥겨운 버스킹

하는 음악 공연 ‘풀밭 음악회’, 故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의 이야기와 서
화로 조성된 숲길을 걷는 ‘더불어숲길 투어’, 어린이들의 가족동화 연

신도림 지역에도 지역문화의 꽃은 활짝 피어났다. 2017년

극 <철길을 걷는 아이>, 항동 철길을 걸으며 생태체험을 하는 ‘푸른수목원 생태 아트트래킹’, ‘가족이 함께

4월∼11월 점심시간과 퇴근 시간, 디큐브 광장과 테크노

쓰는 캘리그라피’, ‘함께 만드는 생태 울타리·새집 체험’ 등으로 진행되었다.

근린공원에서는 주민들과 신도림역 부근 직장인들을 위

제3회 축제는 2018년 10월 28일에 개최되었다. 기존에 실외 푸른뜨락 중앙무대에서 진행되던 프로그램

한 다양한 형태의 버스킹 무대가 마련되었다. 어쿠스틱 기

들이 우천으로 인해 실내 북카페로 옮겨 진행되었다. ‘풀밭 인문학 콘서트(<자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타 듀오, 솔로 보컬, 폴댄스, 힙합, 미니밴드, 랩, 핑거스타일

작가 권오준’, ‘<똥은 무엇 하고 지내나?> 시인 윤석정’, ‘풀밭 음악회(국악그룹 국밥, 채움앙상블, 서울오페

악기연주 등 홍대 지역에서 유행하는 젊은이들의 공연을

라앙상블)’, ‘푸른수목원 생태 아트트래킹’, ‘체험(자연물로 만들기, 가족이 함께 쓰는 손글씨)’ 등의 순서로

무료로 선보여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진행되었다.

일회성 또는 단기간의 거리 공연은 이전에도 진행한 예가
있으나 장기간에 걸쳐 매주 정기적으로 공연 무대를 연 것은 처음이다. 예산은 서울시와 구의 지원으로 마련되
었다. ‘일상 속 예술 향유’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바쁜 현대인들이 언제든 가까운 곳에서 편히 문화예술을 즐길

흥해라! 가리봉동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야외공연은 날씨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우천 시에는 신도림
역 지하 1층 환승 통로로 장소를 변경해 차질 없이 공연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은 우리 구의 도시 재생지역인 가리봉동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16년 9월
11일에는 가리봉시장 우마길에서 노래자랑과 중국 동포예술단 축하공연이 열려 중국 교포와 주민들 2천

[2017년 신도림 버스킹 운영실적]

여 명이 어우러져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2017년에는 지역 문화예술협동조합 ‘곁애’와 협력하여 6월∼10월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가리봉봉 아Z

구분

합계

4∼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트’를 가리봉동에 있는 ‘앵커시설A’에서 진행하였다. 지역 동아리의 연극 공연(벌집 소극장), 캘리그라피

공연 건수

80

10

13

14

19

5

7

12

및 공예체험, 가톡 가리봉 진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으며 누적 인원 천여 명이 참가했다.

관객(명)

16,325

1,910

3,150

2,550

4,555

1,225

675

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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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 활성화

신도림 지하 보도에 탄생한 전시공간
신도림동에는 미술작품 전시
공간도 마련되었다. 2017년
12월∼2018년 2월 신도림
동 디큐브 현대백화점과 푸
르지오 아파트 사이 경인로
지하 보도 30m 벽면에 ‘우
리 동네 갤러리路’를 조성한
것이다. 지역 공동체와 지역
거주 예술가들의 참여를 바
탕으로 전시공간을 조성하
여 일상에서 문화예술 향유
의 기회를 늘리고자 기획하
였다.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이하 ‘전지연’)와 연계하여 만들어진 ‘우리 동네 갤러리路’는 우리 동네의 다양한

● 구청, 재단 홍보 채널 활용하여 참여자 홍보

작품, 특히 학생들의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첫 전시회에서는 신구로초등학교 학생들과 지

● 인력지원(3∼5명 지속적인 지원-기획단 2명, 운영

역예술가들이 정사각형 합판 타일에 그린 작품들을 한데 모은 1.5m 규모의 타일벽화 12점과 2017년 12월 열린
어린이미술공모전의 수상작 ‘구로랜드’ ‘아트밸리 별별시장’ 등 22점이 전시되었다.

팀 2명, 촬영 협조, 행정업무지원 등)
● 주민센터, 오류문화센터 등 트래킹 거점 장소 지원
●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결합 등 지역연계작업
지원

예술과 트래킹이 만나는 시공간 - 아트트래킹
■ 아트트래킹 추진실적
구로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협동조합 ‘곁애’의 ‘구_로컬

● 총 12회 아트트래킹 진행

아트트래킹 사업’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울타리 순

- 직접 참여자 : 회당 40명(신청자 30명 내외, 운영진 10명 내외)

회사업에 선정되었다. 재단과 구로구가 협력·지원하는 방

- 간접수혜자 : 회당 100여 명(거점별 지역 주민 참여)

식의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이다. 재단과 구로구는 지역 문

● 코스별 세부 추진내용

화예술자원 발굴,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청 네트워크 활

- 반나절(3시간) 총 10회

용, 인적·물적 자원 등을 지원하였다.

· 소영이네 생선가게 코스(4회) : 오류시장 생선가게 딸 소영이의 일기
· 형제설비 보맨 코스(3회) : 가리봉동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보일러맨 이명기 아저씨 이야기

■ 아트트래킹 지원사항
● 거점(구로시장, 오류시장, 가리봉시장, 푸른수목원 등) 상인회 섭외

· 철길을 걷는 아이 코스(3회) : 항동 철길 끝을 궁금해하는 아이와 항동역장 '킁킁이'의 이야기
- 한나절(5∼6시간) 총 2회
· 희희희미용원 코스 : 구로동에서 삼십 년째 미용원을 운영하는 왕언니 이야기

● 동 주민센터 사업 지원(사전 협조,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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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준이 상당히 향상되어 지금은 단순히 공연을 즐기는 형태에 그치지 않고 직접 무대에 서는 직접 참여 형태가 상
당수다. 또한, 생활문화, 체험, 문화 다양성 등 다채로운 문화 주제와 관련된 연계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재단 설립 초기 문화예술교육사업의 방향은 관내 주민들의 문화예술 이해증진, 극장 관객 확대를 위한 문화예

문화예술교육

술 이해증진, 공연 장르별 전문예술인과의 대화 모색 등이었다. 우선 2008년 1월∼12월 다양한 문화예술 단체
들과 연계하여 학부모, 어린이, 노인, 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해 총 1,245명이 교육을 받
았다.

평생 즐기는 문화예술 - 구로아트밸리 문화예술대학
어린이, 학부모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구로아트밸리 문화예술대학은 문화예술에 관
심 많은 구민을 대상으로 영화, 클래식, 뮤지컬,

재단은 2007년 창립 당시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고품격 공연, 기획전시와 더불어 재단 활동의 주

국악, 연극, 미술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문화

축으로 삼았다. 이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11년간 꾸준히 실행해왔다. 물론 지난 11년간 우리 구의 문화예술 수

예술에 대한 지식과 감상법 등을 교육하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이다. 구청 교육진흥과와 협력하

[2008년 문화예술교육 실적]
연번

기간

여 2008년 10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프로그램명

내용

대상

인원(명)
1,245

5월 가족·
어린이 대상
체험 전시
연계

개관기념
기획전시
‘숨소리소통’ 연계

서울
문화재단
연계

116

05.03.∼05.05.
05.10.∼05.12.

팝업북 체험 실습

직접 팝업북을 만드는
기회를 제공

어린이

61

05.09.

독서 전문가
초청 강좌

책, 독서 등에 대한
학부모 대상 교양강좌

학부모

50

05.10.

원화 작가
초청 강좌

그림책 원화 작가를 초청하여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작업방식을 체험하는 교육

어린이,
학부모

11

05.03.∼05.05.
05.10.∼05.12.

얘들아,
책 읽어줄께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구연동화 등
그림책을 읽어주는 시간

어린이

160

07.15.∼08.03.

개관기념 기획전시
‘숨소리-소통’ 연계
교육 프로그램

전시작품들에 대해
작품 해설가(도슨트)의 설명을
직접 듣고 감상하는 프로그램

일반인

400

07.19.∼08.10.

작가와 함께하는
즐거운 작업

개관기념 전시 참여 작가들의
작업방식과 작품세계 체험

초등생

134

09.∼10.

느티나무
인형극 학교

인형을 직접 만들고,
만든 인형을 전시&공연하는 작업

60세 이상

30

10.∼12.

이주여성을 위한
연극만들기
교육 프로그램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표현력과 상상력을 증진시켜
연극 활동과 연계

이주여성

15

월요일 10시∼12시 구로아트밸리 지하 소강당
에서 운영하였다.
개강식에 이어 진행된 1강(10월 20일)에서는
영화감독 배창호가 강사로 나서 ‘영화 제대로 알
기’를, 2강(10월 27일)은 성악가 엄정행이 ‘아름
다운 우리 가곡’을, 3강(11월 3일)은 뮤지컬 배우
남경읍이 ‘뮤지컬 재미있게 보는 법’을, 4강(11월
10일)은 중요유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예능
보유자인 이생강이 ‘신명 나는 우리 가락’을, 5강
(11월 17일)은 마당놀이 연기자 김종엽이 ‘전통
극의 이해’를, 6강(11월 24일)은 한남대 겸임교
수 조용진이 ‘그림 속 깊은 뜻’을 주제로 각각 열강을 펼쳤다. 1기 수강생과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같은 해 12월
제2기 과정을 개설해 1일부터 29일까지 김영택 화가(미술), 김수혁 교수(사진), 정호승 시인(문학), 유지나 영화
평론가(영화), 강형진 바이올리니스트(음악)를 강사로 초빙하여 뜻깊은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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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외부 문화예술 공모사업
● 어린이 미술아카데미

2009년 진행된 외부 문화예술 공모사업의 세부 실적은 다음과 같다.

연번

[2009년 외부 문화예술 공모사업 추진 실적]
연번

지원 기관

교육 일자

교육명

참여자(명)

수입(원)

계

45

6,770,450

미취학반

23

3,507,950

초등학교 저학년반

16

2,362,500

초등학교 고학년반

6

900,000

1

사업명

지원예산(단위: 원)

계

93,000,000

1

이주여성 연극 만들기

19,000,000

서울문화재단

2

시민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노인교육)

20,000,000

서울문화재단

3

문화기반시설 연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10,000,000

전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운영지원사업

15,000,00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5

지역문화기반시설 모델화 사업 운영

14,000,00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번

전시명

기간

장소

참여자(명)

6

문화예술체험 교육 지원사업 시범운영

15,000,00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

2011 상반기 어린이 미술아카데미

03.07.∼06.25.

2층 교육실

83명

2

goodtime전_연계 어린이 미술체험교실

08.10.∼09.02.

2층 교육실

138명

3

여름방학특강 어린이 미술아카데미

07.18.∼08.25.

2층 교육실

44명

4

2011 하반기 어린이 미술아카데미

09.10.∼12.23.

2층 교육실

49명

5

겨울방학특강 어린이 미술아카데미

12.28.∼01.31.

2층 교육실

60명

2

어린이 대상의 특화된 시각예술 교육과정 운영

09.28.∼12.10.

3

[2011년 시각예술 교육 운영실적]
비고

구로아트밸리 갤러리의 경우, 2009년 2월 큐레이터(3급 정학예사) 정식 채용을 계기로 규모 있는 기획전시의
비중이 높아졌다. 다음 해인 2010년 당시 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전당에서 운영하던 미술아카데미와 유사한
시각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지역의 미취학 및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둔 학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미술아카데미의 운영을 통해 전시 분야의 수익이 증가하였음은 물론이다.

[2010년 시각예술 교육 운영실적]
□ 참여자 1,537명 / 수입 16,955,450원
● 전시연계 미술체험교실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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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자

교육명

참여자(명)

수입(원)

계

1,492

10,185,000

1

01.22.∼02.28.

꿈꾸는 나무

336

2,016,000

2

05.01.∼05.30.

꿈틀생각 꿈틀 볼펜이랑 책이랑

220

1,541,000

3

07.24.∼08.29.

뭉글뭉글 생각구름, 조각조각 비밀상자

936

6,628,000

[2012년 시각예술 교육 운영실적]
□ 참여자 385명 / 수입 3,120만6천 원
● 미술아카데미 - 참여자 168명 / 수입 2,378만3천 원
사업명

기간

장소

인원(명)

2012 상반기 어린이 미술아카데미

03.07.∼06.25.

2층 교육실

45명

여름방학특강 어린이 미술아카데미

08.01.∼09.05.

〃

39명

책을 통한 시각적 체험교실 - 어린 왕자

09.01.∼09.22.

소강당

18명

2012 하반기 어린이 미술아카데미

09.15.∼12.29.

2층 교육실

66명

비고

● 연극놀이 아카데미 - 참여자 217명 / 수입 742만3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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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미술아카데미 : 참여자 2,055명 / 수입 : 26,622,350원

[2013년 어린이 대상 문화예술교육 운영실적]
□ 시각예술 교육 : 참여자 2,499명 / 수입 31,315,300원

연번

● 책을 통한 시각체험교실 : 참여자 138명 / 수입 : 1,184,990원
연번

교육 일자

교육 일자

교육명

참여자(명)

수입(원)

계

2,055

26,622,350

교육명

참여자(명)

수입(원)

1

3월∼6월(15회)

상반기 어린이 미술아카데미(4개 반)

1,005

13,157,310

계

138

1,184,990

2

9월∼12월(15회)

하반기 어린이 미술아카데미(4개 반)

1,050

13,465,040

1

4월∼7월(6회)

책을 통한 시각체험교실 ‘피노키오’

54

463,330

2

6월∼8월(6회)

책을 통한 시각체험교실 ‘오즈의 마법사’

84

721,660

[2015년 어린이 대상 문화예술교육 운영실적]
□ 문화예술교육 : 참여자 1,680명 / 수입 10,761,830원

● 어린이 미술아카데미 : 참여자 2,361명 / 수입 : 30,130,310원
연번

교육 일자

● 어린이 연극놀이 아카데미

교육명

참여자(명)

수입(원)

계

2,361

30,130,310

1

3월∼6월(15회)

상반기 어린이 미술아카데미(4개 반)

930

12,262,320

2

7월∼8월(6회)

여름방학특강 어린이 미술아카데미

306

4,048,000

3

9월∼12월(15회)

하반기 어린이 미술아카데미(4개 반)

1,125

13,819,990

연번

참여자(명)

수입(원)

계

1,680

10,761,830

2015년 3월∼7월(15회)

상반기 연극놀이 아카데미(3개 반)

855

5,184,130

2

2015년 9월∼12월(15회)

하반기 연극놀이 아카데미(3개 반)

825

5,577,700

● 겨울 및 여름방학 미술아카데미 : 참여자 500명 / 수입 6,572,500원

● 어린이 연극놀이 아카데미 : 참여자 1,050명 / 수입 6,527,640원
교육 일자

교육명

1

□ 문화예술교육 : 참여자 1,050명 / 수입 6,527,640원

연번

교육 일자

연번

교육명

참여자(명)

수입(원)

계

1,050

6,527,640

1

3월∼7월(15회)

상반기 연극놀이 아카데미(3개 반)

420

2,471,000

2

9월∼12월(15회)

하반기 연극놀이 아카데미(3개 반)

630

4,056,640

교육 일자

교육명

참여자(명)

수입(원)

계

500

6,572,500

1

2015년 1월∼2월(4회)

미술아카데미 겨울방학특강(4개 반)

264

3,547,500

2

2015년 7월∼8월(4회)

미술아카데미 여름방학특강(4개 반)

236

3,025,000

● 어린이 미술아카데미 : 참여자 2,145명 / 수입 26,813,020원

[2014년 어린이 대상 문화예술교육 운영실적]

연번

□ 시각예술 교육 : 참여자 2,555명 / 수입 33,552,350원
● 겨울·여름방학특강 미술아카데미 : 참여자 500명 / 수입 693만 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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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자

교육명

참여자(명)

수입(원)

계

500

6,930,000

1

1월∼2월(4회)

미술아카데미 겨울방학특강

248

3,478,750

2

7월∼8월(4회

미술아카데미 여름방학특강

252

3,451,250

교육 일자

교육명

참여자(명)

수입(원)

계

2,145

26,813,020

1

2015년 3월∼7월(15회)

상반기 어린이 미술아카데미(4개 반)

1,080

13,465,210

2

2015년 9월∼2016년 1월(15회)

하반기 어린이 미술아카데미(4개 반)

1,065

13,34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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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을 마지막으로 미술과 연극아카데미 사업은 종료되었다. 재단의 비전과 중

[2010년 ‘구로는예술대학’ 커리큘럼]

장기 사업 방향에 따라, 제한된 자원과 역량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
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 2016년 어린이 대상 문화예술교육 운영실적

구분

프로그램명

운영 기간

교육대상

협력단체

참여 인원(명)

교육 장소

1

상상으로 떠나는
책놀이학과

6월∼12월

엄마와 7세 아동 /
초등 2∼3학년

사다리

60명
(24명×2개 반)

구로구청 또는
예술극장 북카페

2

생활디자인학과

6월∼12월

구로주민

도우리

42명
(20명씩 3차 모집)

구로5동 주민센터
예술극장 교육실

조금 다른 미술학과 6월∼12월

구로주민

도우리

51명
(20명씩 3차 모집)

구로여성
인력개발센터

도우리

61명
(20명씩 3차 모집)

야외 출사 및
예술극장 북카페

(사)서울국제
45명
여성영화제 (20명씩 3차 모집)

예술극장 소강당

● 2016년 미술아카데미 : 참여 인원 215명 / 수입 2,766만 원
● 2016년 연극아카데미 : 참여 인원 107명 / 수입 1,043만2천 원

구로의 향기 예술의 향기 - 구로는예술대학

3
4

이야기로 하는
사진학과

6월∼12월

구로주민

5

엄청난 영화학과

6월∼10월

여성

6

마을대학
만들기학과

6월∼11월

청년

노리단,
희망청

총 40명

구로구 전 지역
노리단 창작발전소

2010년 6월∼12월 서울문화재단과의 매칭을 통해 지역사회 문화예
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구로는예술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

‘구로는예술대학’은 2011년에도 계속되었다. 주민이 곧 문화 활동가가 되는 활동가 양성형 프로그램을 운영하

였다. 구로의 숨겨진 문화예술을 발견하고, 가꾸고, 나누자는 프로그

고, 구로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공급기관을 발굴해 지역 내 문화예술 네트워크 활성화와 문화자원의 환원 구조

램이다.

강화를 꾀하였다. 또한, 구로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국방송통신대 동문회 ‘사군자’ 등 지역 내 향유기관을 선정

사진과 디자인, 연극놀이 등을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수강생들 본

하여 단순한 수혜성 교육에 그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4월∼12월까지 청년, 여성, 어린이 등

인이 직접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수업도 마련하였다. 총 수강인원은

총 90여 명이 수강하였다.

299명이다.

[2011년 ‘구로는예술대학’ 추진실적]
연번

프로그램명

운영 기간

대상

교육공급 기관

향유기관

교육장소

인원(명)

1

공동체예술학부
생활 편

5월∼12월

여성

퍼블릭아트피바

구로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생협 교육실

24명

2

공동체예술학부
활동가 편

5월∼12월

청년

퍼블릭아트피바

한국방송통신
대학교 사군자

사군자 교육실

14명

3

마을대학
만들기학과

4월∼11월

청년

노리단

성공회대
멘토링사업단

구로구 전역

36명

4

우리동네
돋보기학과

5월∼12월 어린이

아하열린교육센터
노는사람들

구로푸른학교
지역아동센터

구로푸른학교
교육실

17명

이듬해인 2012년은 지역 청년들을 문화매개자 및 문화마을 만들기의 핵심인력으로 양성하여 ‘문화 구로’의 초석
을 다지는 해였다. 8월∼11월 구로지역 청년 및 구로에 관심 있는 청년 20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마을 만들기의 기반이 될 청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자 2010년부터 진행한 ‘구
로는예술대학’의 연속사업의 성격이다. 교육 종료 후 11월 17일 신도림예술공간 고리에서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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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어린이 꿈나무 문화예술학교’ 목표 대비 추진 실적]

추진
목표

추진
실적

문화예술교육 개발

충성고객 개발

프로그램 만족도 강화

꿈나무극장의 대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충성 고객 개발 및
홍보 채널 확대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선
체계 마련

총 4개 반 운영
총 운영 횟수 48회
총 참여 인원 80명

네이버 밴드 4개 운영
참여자 홍보 DB 구축
(기존 수강자 DB 총 237개)

만족도 조사 실시
(총 2회, 총 응답자 54명)
높은 만족도 달성
(상반기 만족도 평균 97점,
하반기 만족도 평균 95.3점)

책과 함께하는 어린이 예술교육
2018년에는 ‘어린이 꿈나무 문화예술학교-호
호아줌마의 꿈나무 놀이터’라는 이름의 미취학
아동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책
과 함께하는 연극놀이 예술교육으로, 주민 중심
의 문화공간인 꿈나무극장에서 아이들의 상상
력과 창의력을 키워주고 풍부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8년 상반기 4월∼7월(매주 수·금, 주 2회, 총
24회)과 하반기 9월∼12월(매주 화·수, 주 2회, 총 24회)로 나누어 운영하였다. 총 80명
이 교육을 받았고 수입은 466만4천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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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나눔과
소통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 나눔 활동

원을 모색, 한예술치료연구소와 협약하여 미술심
리진단 100건을 실시하였다.

무대를 빛내는 아름다운 기부 - 재능기부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은 문화예술의 불모지였던 구로구

같은 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누리원

에서 고품격 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예술과 교육 프로그램

정대 사업에도 선정되어 2010년 8월∼10월 저

으로 ‘문화 구로’의 기반을 다져가던 중 2010년 문화 바우

소득층 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2013년엔 새로운 기부 트렌드였던 재능기부(talent donation)의 흐름을 바탕삼아

처 서울 주관처로 선정되었다. 이는 저소득층에게 공연·전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으로 초대하였다. 공연장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

시·영화 관람 기회를 제공해 문화 감수성을 높여 삶의 질

예절교육, 극장투어 활동 등을 통해 아동들의 문

르의 재능기부 사업을 전개하였다. 특히 예술

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문화 향수권을 보장함으로써 서울

화적 감수성을 높이고 친근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성 뛰어난 문화예술인(단체)과의 협업을 통해

시민의 문화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문화

지역극장 모델을 제시하였다. 남양주 살렘푸른학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는 방

바우처 사업은 2010년 5월∼12월 서울시 전 지역을 대상

당, 남양주 도곡지역아동센터, 세곡초등학교, 오

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첫 테이프를 끊은 것이

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4만 명에게 1인

류남초등학교의 저소득층 아동 130명이 참여해

4월 23일의 <스텔라 박 4 seasons> 콘서트다.

당 5만 원 한도 내에서 공연, 전시, 영화, 도서 등을 지원하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투어, 전시 관람 및 미술

콘서트는 스텔라 박의 노래와 김하준의 샌드애

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시와 한국문화복지협의회에

체험교실, 극단 사다리와 함께하는 연극교실 등

니메이션을 결합하여 재능기부에 따른 노개런

서 예산 11억8천2백만 원 전액을 지원하였다.

을 통해 공연장 관람 예절을 익히고 다양한 공연

티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공연장 준비와 홍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활동을 경험하였다.

마케팅은 재단에서 주관하였으며 감동 후불제

복지재단 등 35개 유관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정회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정한 2개 수혜 단체(살

공연을 표방하여 수익금 전액을 구로희망복지

2009년 대비 60% 이상 증가하는(2만3천 명 → 3만8천

렘푸른학당, 도곡지역아동센터) 외에 구로구 내

재단을 통해 기부하였다.

명)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정회원이 되지 못하는 저소득

초등학교 2곳(세곡초등학교, 오류남초등학교)을

같은 해 5월 2일에는 김제동의 무료 토크콘서

층(희망플러스 및 꿈나래통장 가입자, 교육청 교육복지지

추가 선정하였으며 당시 상주 예술단체인 극단

트가 열려 성황을 이루었다. 연예인 김제동의

원 사업 대상 학생, 다문화가정 가족 총 3천3백 명)을 위한

사다리와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

담백한 이야기 잔치에 지역 주민들은 아낌없는

기획사업을 실시하여 전시, 공연, 영화, 도서 지원 등의 기

다. 또한, 청년 인턴 2명을 채용하여 문화예술 분

성원을 보냈다.

본 지원 업무 외에 가입 회원들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

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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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연의 독창회가 열렸다. 이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
같은 해 10월에는 지역 주민, 다문화가정, 공연장이 함께 만드는 음악회 ‘투게더 구

해 주민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기회를 제공한 구민 친화형 공연 프로그램이다. 문화

로, 하모니 구로’의 막이 올랐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소외계층 관객을 초대하고 프로그램을 가족 단위 관객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공

제공해 주민들의 애향심을 높이고 문화 다양성까지 확보하기 위한 시도였다.

연 후 음반 판매를 통한 수익금 전액(130만 원)을 한부모가정에 기부하였다.

음악회는 재단과 구로느티나무시민합창단의 공동주최로 10월 12일 16시 구로아

6월 12일 저녁 7시 30분에는 ‘음악으로 이

트밸리 예술극장에서 개최되었다. 100분 동안 305명의 청중은 우리 이웃들과 구

야기하는 삶 2’를 타이틀로 밀레니엄심포니

로 예찬을 포함한 다양한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느티나무합창단(산울

오케스트라 콘체르토 ‘희망’ 연주회가 열렸

림, 키사스키사스키사스 등), 구로중학교 뮤지컬팀 ‘가온’ 아빠, 해금 및 피아노 협

다. ‘음악으로 이야기하는 삶 1’과 공연의 성

연(숲속에서), 다문화합창단 ‘몽땅’, 99인 합창단(구로찬가, 구로! Chance!) 등이 열

격과 의의 및 문화 소외계층 관객을 초대하

정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전문공연장에서 공연할 기회가 부족한 지역 합창 및 문

고 프로그램을 가족 단위 관객 중심으로 구

화예술 동아리들과 공연장이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성한 점이 동일하다. 역시 재능기부에 따른

수 있었다.

노개런티 공연으로, 공연장 준비와 홍보·마

같은 해 11월 18일 10시 30분과 11월 22일 10시 30분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

케팅은 재단에서 주관하였다.

서는 ‘해피 수능 콘서트’가 펼쳐졌다. 협성대학교 음악대학원 교수가 출연하여 수

12월 8일 10시 30분, 12월 9일 10시 30분

능시험을 치른 관내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콘서트를 선사한 것. 1회 공연에

에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협성대학교 음

500명, 2회 공연에 550명이 참여해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며 수능 스트레스를 해

악대학원 교수와 함께 ‘해피 수능 콘서트’를

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공연자와 관객이 함께 만

개최하였다. 수능시험을 치른 관내 고교생

들어가는 공연이 되도록 연출하였다.

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공연을 열어 1회 공

2014년에도 예술성이 뛰어난 문화예술인(단체)과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 주민들

연에 420명, 2회 공연에 564명이 무료 관

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를 모색하였다. 동시에 가족 단위 문화 향유 프로그램의 개

람하였다.

발로 건전한 지역문화의 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2014년 6월 10일 19시 30분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는 ‘음악으로 이야기하는 삶 1’을 타이틀로 소프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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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있는 곳으로 - 찾아가는 문화공연
문화 나눔과 더불어 지역 주민과의 문화 소통 증대를 위해 진행한 프로그램 ‘찾아가는

두거인의 비밀>을 공연해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백두거인의 비밀>은 아이들 사이에서 빚어지는 갈등

문화공연’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 지역축제일, 각종 기념일 등에

을 전래놀이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에게는 신선한 재미를 선사하고 부모세대에게는 옛 놀이

지역을 연고로 한 예술단체(가)와 함께 직접 지역에 찾아가 공연을 선보이는 형태다.

의 추억을 떠올리게 해 준 작품이다.

지역 주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그리고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는 구민 친화형 공연 프로

2015년의 주민과 소통하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문화가 있는 날’에 ‘달콤한 문화마을 작은음악회/문화광장’

그램인 셈이다.

이라는 타이틀로 3월∼11월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과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되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으로 운영되었다.

[2014년 ‘찾아가는 문화공연’ 운영 실적]
[2015년 ‘달콤한 문화마을 작은 음악회/문화광장’ 공연 실적]
일자

출연진

사업장소

관람객(명)

03.26.

서울재즈빅밴드

구로구청 야외분수대

150명

04.16.

여섯 개의 달

G밸리 문화거리 공연장

60명

06.14.

밴드 버킷리스트, 박상도

성공회대 소공원

250명

06.25.

러브플라잉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입구

100명

07.12.

이광석, 박상도

성공회대 소공원

200명

07.24.

서울재즈빅밴드

개봉역 북측광장

150명

09.20.

밴드 달바라기, 백자

성공회대 소공원

300명

10.11.

밴드 브릿지, 민트그린

성공회대 소공원

200명

11.08.

민트그린

성공회대 소공원

200명

비고

[2014년 성찰과 공감의 더불어숲 축제 문화예술 공연 실적]

일자

공연팀

사업장소

관람객(명)

비고

03.25.

작은음악회클래시칸 앙상블 공연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로비

100

무료공연

04.29.

문화광장-스톤재즈

디지털밸리 일원

150

무료공연

06.24.

문화광장아프리카 타악그룹 쿰바야

신도림 오페라하우스

120

무료공연

09.30.

문화광장-향두계놀이 보존회

구로근린공원

100

무료공연

10.28.

작은음악회-더하우스 콘서트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로비

50

무료공연

11.25.

문화광장-세현을 위한 콘서트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로비

80

무료공연

같은 기간 ‘찾아가는 소화제’ 콘서트의 형태로 재단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한 실적은 다음과 같다.

사업일자

출연진

사업장소

관람객(명)

10.18.

버스킹팀 구루밍, 피그말리온

항동 푸른수목원

250명

10.19.

버스킹팀 심플맨, 도마

항동 푸른수목원

150명

10.19.

밴드 와이낫, 모리슨

성공회대 소공원

200명

비고

[2015년 ‘찾아가는 소화제’ 콘서트 공연 실적]
일자

출연진

사업장소

관람객(명)

비고

03.14.

모리슨호텔 / 이광석

성공회대 앞 소공원

150

무료공연

04.09.

인디밴드 가온

성공회대 앞 소공원

100

무료공연

2014년 9월에는 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해피존 티켓나눔’ 사업도 소규모로 추진하였

09.12.

재즈 SJB / 나인오&영서

고척근린공원

350

무료공연

다. 해피존 티켓나눔 사업은 경제적 이유로 공연예술을 접하지 못하는 소외계층 아동

10.10.

피그말리온 / 채운

성공회대 앞 소공원

100

무료공연

과 청소년들이 무료로 공연예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사

11.11.

타포스 / 비버의 축제

남구로시장 동문광장

400

무료공연

회 공동체 내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데 뜻을 두고 있다. 2014년에는 가족마당극 <백

130

발자취와 성과

131

발자취와 성과

문화 나눔과 소통

2015년에는 6월∼10월 ‘찾아가는 유랑극단’ 우수 작품을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과 소강당에서 공연하였다.

영화 상영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의 장르 확대

[2015년 ‘찾아가는 유랑극단’ 공연 실적]
일자

공연명

사업장소

관람객(명)

비고

2016년부터는 문화예술의 장르

09.09.

연극 아리랑 랩소디-극단 진일보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141명

무료공연

를 확대하기로 하고, 주민들이 쉽

09.23.

연극 권력유감-대학로극단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66명

무료공연

게 흥미를 느끼고 일상의 여가에

10.22.

내 생에 가장 따뜻한 연극 기차
-극단 초인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136명

무료공연

즐길 수 있는 영화 상영 프로그램

11.11.

인형극 으랏차차 순무가족

소강당

70명

무료공연

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 시발점
으로 인디영화(독립영화) 공공상
영회를 서울시와 서울영상위원
회의 지원으로 구로아트밸리 예

2015년에는 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해피존 티켓나눔’ 사업을 <감성충전! 가을콘

술극장과 지하 1층 소강당에서

서트>에 접목하여 궁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73명을 초청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진행하였다.

그해 5월부터 국내를 휩쓴 메르스 사태 이후 침체된 공연예술 분야의 활동을 장려
하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문화재단과 공

[2016년 인디영화 상영 실적]

동으로 ‘함께서울 극장나눔’ 사업을 진행하였다.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 동안

일시

작품 <오즈를 찾아서>를 9차례 공연하였으며 총 2,849명이 관람하였다.

■ 2018년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 추진실적
● 기간 : 2018년 4월∼12월
● 지원기관 : 로엔엔터테인먼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9:30

귀향

6월

15일

19:30

나쁜 나라

9일

14:00

글로리데이

15

23일

14:00

나의 아들 나의 어머니

15

13일

14:00

사돈의 팔촌

32

27일

14:00

철원기행

15

10일

14:00

4등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2

439

31일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오류동 삼농실버데이케어센터, 고려수요양병원

● 사업비 : 1,200만 원(후원금)

관람인원(명)

5월

- 구로팜 축제 공연 지원 : 총 6회
- 기타 기관 : 에덴장애인복지관, 개봉동 마을축제,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구로

장소

합계

● 추진실적
- 동아리 지원 : 동아리 공연 지도 강사비, 악기 및 연습실 임차료 지원

제목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170
110

6
구로아트밸리
소강당

24일

14:00

탐욕의 별

15

8일

14:00

시선 사이

9

22일

14:00

달에 부는 바람

7

12일

14:00

우리들

38

19일

14:00

판타지, 마술적 순간

1

10일

14:00

최악의 하루

6

발자취와 성과

133

발자취와 성과

문화 나눔과 소통

2017년에는 서울시 마을 소극장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진

일시

상영작품

관람인원(명)

비고

행하여, 장소를 새로 개관한 구로꿈나무극장(153석)으로

10.10.(화) 14:00∼15:52

럭키

10

어린이 영화

10.17.(화) 10:00∼11:17

토이 스토리 1

195

실버영화

10.28.(토) 15:00∼14:31

오즈의 마법사 : 돌아온 도로시

50

독립영화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2017년에는 인디영화의 상영 장소도 신도림예술공간 고
리의 다목적홀 C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2017년 마을 소극장 사업 상영 실적]

134

일시

상영작품

관람인원(명)

비고

05.04.(목) 10:30∼11:46

로봇 태권 브이와 황금 가면의 대결

96

고전영화

05.11.(목) 11:00∼12:42

초인

68

독립영화

05.15.(목) 10:30∼12:00

마이 펫의 이중생활

167

어린이 영화

05.18.(목) 10:30∼12:16

별들의 고향

81

고전영화

05.24.(목) 10:00∼11:42

인 사이드 아웃

141

어린이 영화

05.25.(목) 11:00∼12:37

뚜르

75

독립영화

05.28.(일) 11:00∼12:42

인 사이드 아웃

124

어린이 영화

06.08.(목) 11:30∼13:06

아티스트 : 다시 태어나다

13명

독립영화

06.12.(월) 10:30∼11:30

바다탐험대 옥토넛 1

170

단체상영

06.13.(화) 10:00∼11:00

바다탐험대 옥토넛 1

120

〃

06.14.(수) 10:30∼11:30

호비

80

〃

06.15.(목) 10:30∼11:30

바다탐험대 옥토넛 1

180

어린이 영화

06.22.(목) 11:00∼12:36

위켄즈

20

독립영화

06.29.(목) 10:00∼12:06

국제시장

200

실버영화

07.04.(화) 10:00∼11:00

콩닥콩닥

70

어린이 영화

07.05.(월) 10:00∼11:00

호비와 동화나라 대모험

120

〃

07.11.(화) 10:00∼11:00

호비와 동화나라 대모험

80

〃

07.18.(화) 10:00∼11:00

해운대

40

실버영화

07.29.(토) 11:00∼12:53

모아나

100

어린이 영화

08.08.(화) 10:00∼11:40

벼랑 위의 포뇨

100

어린이 영화

08.22.(화) 10:00∼11:00

호비와 동화나라 대모험

70

〃

08.26.(토) 11:00∼12:42

마녀배달부 키키

60

〃

08.29.(화) 10:00∼12:07

덕혜옹주

50

실버영화

08.31.(목) 10:30∼11:30

호비와 후후의 대모험

47

어린이 영화

09.02.(토) 11:00∼12:29

스머프 : 비밀의 숲

35

어린이 영화

09.05.(화) 10:00∼11:20

고교얄개

22

실버영화

09.19.(화) 10:00∼11:25

마리안느와 마가렛

34

독립영화

09.21.(목) 10:30∼11:30

호비와 엄마나무섬의 비밀

48

어린이 영화

09.26.(화) 10:00∼11:05

뽀로로 극장판 컴퓨터 왕국의 대모험

153

어린이 영화

10.31.(화) 10:00∼11:01

호비와 엄마나무섬의 비밀

135

어린이 영화

11.07.(화) 10:00∼10:30

뽀로로 10주년 : 뽀롱뽀롱 구출작전

65

어린이 영화

11.14.(화) 10:00∼12:04

사랑하는 사람아

21

실버영화

11.21.(화) 10:00∼11:31

미니언즈

205

어린이 영화

12.05.(화) 10:00∼12:06

국가대표

23

한국영화

12.09.(토) 10:00∼11:06

니코 : 산타비행단의 모험

75

실버영화

[2017년 인디영화 상영 실적]
월
7
8

일

요일

시간

영화 제목

관람 인원(명)

비고

7

금

19:30∼21:30

컴, 투게더

13명

감독과의 대화 진행

21

″

19:30∼21:30

할머니의 먼 집

27명

4

″

19:30∼21:30

델타 보이즈

14명

18

″

19:30∼21:30

고려 아리랑 : 천산의 디바

20명

9

8

″

19:30∼21:30

용순

12명

10

13

″

19:30∼21:30

올리브올리브

15명

11

17

″

19:30∼21:30

여자들

25명

발자취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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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나눔과 소통

2018년에는 영화 상영을 기존 장소인 구로꿈나무극장과 새로운 장소인 신도림 오페라하우스 두 곳에서 동시
에 진행하였다.

[2018년 구로꿈나무극장 영화 상영 실적]

136

07.06.

10:00∼12:00

모아나

40

07.09.

10:00∼11:40

니모를 찾아서

40

07.25.

10:00∼12:10

덕혜옹주

40

07.30.

14:00∼15:30

마이 펫의 이중생활

10

08.06.

10:00∼11:40

리오 2

60

08.29.

10:00∼12:10

국제시장

25

08.30.

10:30∼11:35

뽀로로극장 컴퓨터왕국 대모험

40

09.03.

10:00∼11:30

슈퍼배드 3

20

09.05.

10:30∼11:40

타요의 씽씽극장

40

09.10.

10:20∼11:40

디즈니 :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45

09.11.

10:30∼11:30

디즈니 : 덤보

110

09.12.

10:20∼11:30

다이노 X 탐험대

40

09.14.

10:00∼11:40

도리를 찾아서

40

09.19.

10:00∼12:00

해운대

20

10.08.

10:00∼11:10

정글북

20

10.11.

10:30∼12:00

토이 스토리 1

110

10.31.

10:00∼12:20

택시운전사

30

일자

시간

영화 제목

인원(명)

11.05.

10:00∼11:30

몬스터호텔 2

90

01.06.

11:00∼12:30

몬스터호텔 2

42

11.08.

13:00∼15:30

택시운전사

35

01.09.

10:30∼11:40

뽀로로의 대모험

38

11.13.

10:30∼12:00

이웃집 토토로

48

01.10.

10:00∼11:00

뽀로로의 대모험

26

11.28.

10:00∼12:10

써니

20

01.11.

10:30∼11:20

겨울왕국

35

12.03.

10:00∼11:50

겨울왕국

45

01.16.

10:30∼12:00

이웃집 토토로

40

12.26.

10:00∼12:00

아이 캔 스피크

15

01.23.

10:30∼12:10

굿다이노

45

01.31.

10:30∼11:00

뽀로로 10주년 뽀롱뽀롱 구출 작전

20

02.07.

10:30∼11:40

타요의 씽씽극장

68

02.14.

10:00∼11:10

뽀로로의 대모험

49

03.20.

10:30∼11:30

뽀로로극장 컴퓨터왕국 대모험

27

일시

상영작품

관람인원(명)

장르

03.20.

10:30∼11:30

뽀로로극장 컴퓨터왕국 대모험

24

05.01.(화) 11:00∼12:24

피의 연대기

85

독립영화

04.09.

10:00∼12:00

라따뚜이

42

05.11.(금) 10:30∼11:30

애니마당

45

독립영화

04.11.

10:30∼12:00

미니언즈

30

05.18.(금) 14:30∼16:13

모아나

20

애니메이션

04.25.

10:00∼12:00

맨발의 청춘

10

05.24.(목) 10:30∼11:30

호비와 엄마 나무섬의 비밀

51

애니메이션

05.08.

10:00∼11:50

빅히어로

2

05.30.(목) 10:30∼11:30

호비와 동화나라 대모험

45

애니메이션

05.10.

10:30∼11:30

뽀로로 극장판 컴퓨터왕국 대모험

70

05.31.(목) 10:30∼11:30

호비와 쿠우의 어드벤처

42

애니메이션

05.30.

10:00∼12:00

럭키

10

06.12.(화) 10:30∼13:06

토이스토리 1

50

애니메이션

06.04.

10:00∼11:50

주먹왕 랄프

40

06.14.(목) 10:30∼11:00

바다탐험대 옥토넛 1

120

〃

06.14.

17:00∼19:00

라라랜드

10

06.14.(목) 14:30∼11:30

애니마당

30

독립영화

06.15.

13:00∼14:00

홍길동

11

06.23.(토) 17:00∼12:36

언어의 정원

20

예술영화

06.22.

17:00∼19:00

로마의 휴일

10

06.29.(목) 19:30∼12:06

너의 이름은

150

예술영화

06.27.

10:00∼11:50

인천상륙작전

20

[2018년 신도림 오페라하우스 영화 상영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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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의 접점으로 다양한 홍보 채널 운영

일시

상영작품

관람인원(명)

장르

07.18.(수) 10:30∼11:32

뽀로로 극장판 컴퓨터왕국 대모험

30

〃

07.19.(목) 14:00∼16:21

원더우먼

15

고전 영화

07.25.(수) 10:30∼11:32

뽀로로 극장판 컴퓨터왕국 대모험

20

애니메이션

07.28.(토) 19:30∼12:06

모아나

180

애니메이션

08.02.(수) 10:30∼11:32

뽀로로 극장판 컴퓨터왕국 대모험

20

애니메이션

08.14.(목) 19:30∼22:36

킹콩

130

고전 영화

과와 협력하여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홍보마케팅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을 운영하고 기획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성 고객을 확보하
고 우리 사업을 널리 알리며 주민들의 니즈(needs)를 파악할 수 있는 홍보 채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2008년 재단 조직에 홍보마케팅팀을 신설하고 구로구 문화관광

08.23.(수) 10:30∼11:53

빅 배드 폭스

20

장애인시설초청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홍보대사 ‘아르떼메’의 선발이다. 홍보대사로 하여금 공연 소식 등

08.24.(금) 14:00∼16:08

쥬라기공원 1

12

고전 영화

을 널리 알려 다양한 문화사업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로아트밸리 예술

08.29.(수) 14:00∼16:07

쥬라기공원 2

10

08.31.(금) 10:00∼11:00

호비와 쿠우의 어드벤처 고래의 노래

25

09.06.(목) 14:00∼15:32

쥬라기 공원 3(2001)

25

09.13.(목) 14:00∼16:25

쥬라기 공원 4_쥬라기 월드(2015)

35

09.15.(토) 19:30∼21:47

쥬라기 월드 : 폴른 킹덤(2018)

250

극장을 서남권의 고품격 문화예술 전문공연장으로 속히 안착시키고자 하였다. 홍보대사

애니메이션

의 자격은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창의적이며 참신한 관내 주민’이다. 2008년 12월 10일부
터 2009년 1월 31일까지 10∼15명을 모집하였는데 2009년에 회원 수가 29명에 이르렀
야외상영

다. 관객 회원 아르떼메의 활성화로 각종 공연 및 문화예술 정보를 공유하고 전파해 구민들

09.20.(목) 11:00∼12:47

구로 아리랑

52

10.04.(목) 14:00∼15:53

인크레더블 헐크

10

10.11.(목) 14:00∼16:04

죠스

10

10.18.(목) 14:00∼16:13

미이라 2

20

10.25.(목) 11:00∼14:00

위로공단

30

아르떼메와 더불어 관객 확대와 구로아트밸리 홍보를 위해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관객

11.01.(목) 14:00∼16:10

연평해전

13

기자단’도 운영하였다. 2008년 4월 1기 6명을 선발한 데 이어 2기(2009년) 17명, 3기
(2010년) 15명을 모집하여 운영하였다. 기자단은 웹진 발행, 온라인 커뮤니티(https://blog.

11.08.(목) 14:00∼15:57

죠스 2

5

11.15.(목) 14:00∼15:51

삼총사

16

11.21.(수) 14:00∼16:00

이퀄라이저 2

14

11.26.(월) 14:00∼15:59

에이특공대

11

11.28.(수) 14:00∼15:49

죠스 3

15

12.01.(토) 13:00∼14:30

소년과 장화

40

12.01.(토) 17:00∼18:30

〃

20

12.05.(수) 14:00∼15:51

렘페이지

15

12.13.(목) 14:00∼16:00

신과 함께 2 - 인과 연

40

의 문화 향수 기회를 늘리고 관객 확보를 통해 예술극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었다. 2010년
까지 간담회를 개최하며 다양한 공연 소식을 전달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참고하였다.

naver.com/grarts) 운영, 공연 관람 및 후기, 공연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관객기자단 활동]

기획회의
(정기모임)

커뮤니티 운영
공연, 전시 관람

관람평 작성
등록, 홍보

웹진 발행

2014년과 2015년에는 재단의 소식을 대내외에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온라인 통신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
다. 2014년 2월 주민 중에서 ‘구로 온라인 문화통신원’을 선발하여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선발된 통신원들은 온
라인 리포터로서 Web과 SNS를 중심으로 재단 사업을 홍보하고 지역에서 개최되는 공연, 전시, 문화행사의 리
뷰와 프리뷰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또한, 통신원들이 본인의 블로그나 관련 카페에 기사 등을 게재함으로써
재단의 홍보마케팅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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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와 니즈(needs)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활동

[2008년 구민 문화 향수 실태 조사를 위한 심층 설문조사의 범위 및 내용]

재단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문화예술인(단체)과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 및 네트워

게을리하지 않았다. 재단은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크 구축에 일조하였다.

준공 후 2007년 12월 시범공연에 앞서 구청과 협력

6월∼12월에는 ‘구로 예술인 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하여 주민들의 문화 향수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예술인 154명, 40개 단체, 45개 문화예술 공간 및 기

다. 이는 예술극장 홍보와 함께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

관, 38개 청소년 예술동아리를 발굴하여 『구로 문화

쳐 주민들의 문화 향수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예

예술인&단체 총서』를 발간하였다.

술극장을 주민과 공유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또한, 2016년에는 지역 내 성공회대 산학협력단 문화

위함이다.

연구소와 공조하여 ‘2025 구로문화예술 발전계획’을

2007년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면대면 직접 조사

수립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책자를 발간하였다.

법으로 구로구 관내 거주 20∼50대 여성 약 12만 명
(2006년 1월 기준) 중 1,308명을 샘플링하여 설문조
사를 진행하였다. 주요 설문 내용은 문화행사 참여 시
의 중요 기준, 선호하는 공연 장르, 시간대, 관람료, 구

① 2002년∼2007년 vs 2008년∼2014년

2008년 2월에는 문화예술 리서치 전문 용역회사를

- 문화정책의 변화, 지역의 지리적 특징, 역사적 환경

15세 이상 남녀(예:대림동, 신림동, 도림동, 문래동, 가
산동, 독산동, 철산동, 신정동 등) 600∼700명을 대
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 문화생활에 투입하는 시간
- 문화생활에 투입하는 비용(공연/전시/교육 등)
- 문화생활의 실태/희망 사항
- 문화생활의 걸림돌(이동시간, 거리 등)

3.
예술 향유

- 예술 활동 관람 실태(관람률, 관람문화시설, 관람방법, 관람
동행자, 관람결정자, 만족도, 예술행사 보완점)
- 예술행사 관련 최다지출항목/지출희망 항목
- 예술행사 관람의 적정 지출비용
- 예술행사 관람 희망분야(장르), 관람 기준
- 예술행사 관람의 걸림돌
- 예술행사 관련 정보의 출처

4.
문화예술교육

2) 문화 실태 조사 실시 고려
① 지역 문화예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 면

② 문화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

- 문화예술교육 경험(교육기관, 장르, 만족도, 보완점)
- 문화예술교육 참여 희망분야
- 문화예술교육 참여의 걸림돌
-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의 출처
- 문화예술교육 참여의 적정 지출비용

5.
지역축제

- 지역축제 관람 실태(관람률, 만족도, 보완점)
- 지역축제 관람 의향
- 지역축제 참여 걸림돌

6.
문화활동

- 문화예술 관련 동호회 참여(동호회 성격, 참여 빈도, 만족도)

접조사 또는

3) 문화 환경 분석

2014년 8월에는 구로구민과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② 국가 문화정책 및 세계적 문화 트렌드 조사

이용객 238명을 대상으로 공연장 이용실태와 공연

③ 구 문화사업과 재단 문화사업의 상호 분석
4) 분석 자료를 논거로 하여 발전계획 제시

여 공연기획 및 문화예술 정책자료로 활용하였다.

① 재단의 핵심가치, 정책 및 사업 방향 제시

2015년에는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 단체,

② 재단의 세부 추진과제 설정

예술인, 동아리 등의 실태 조사를 진행하여 향후 구로

③ 재단의 실천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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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구로지역, 영등포구, 금천구, 광명시 내 공연장 인접 지역 포함
- 15세 이상 남녀 600∼700명
- 경제력/직업군 등

2.
문화생활
(여가생활)

① 정책 입안과 관련 있는 문화법규 조사

프로그램에 대한 고객만족도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

세부 내용

나누어 비교 분석

- 인구통계학(구로통계연보 활용), 문화예산의 비중

를 실시하였다. 구로아트밸리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1.
연령/성별/거주지

1) 문화와 관련된 지역 상태를 재단 창립 이전과 이후로

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 바라는 점 등이다.

통해 구민 문화 향수 실태 조사를 위한 심층 설문조사

영역

7.
고객만족도

- 방문목적, 동행인, 관람 시간, 관람만족도, 서비스 등
- 인지 경로(어떤 매체를 통해 공연장을 인지, 방문하게 되었는가)
- 홈페이지 접속 여부, 편의성
- 이용교통수단(종류/접근성)
- 공연장 진입 경로(진입 동선)
- 매표소 이용 만족도
- 직원친절도
- 휴게시설 관련(휴식공간)
- 안내데스크, 물품보관소, 주차시설 관련(사용 여부/편의성)
- 불편시설, 필요 시설 여부
- 단체관람, 학생 단체관람객에 대한 의견조회(만족도/불만 이유 등)

시범공연
관람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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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다양성 증진

Ⅷ

■ 2010년 다문화 축제 ‘우리의 노래 우리의 춤’ 출연진
● 우리의 노래(총 7개 팀 / 일반인 참가 3개 팀, 해외초청 2개 팀, 국내초청 2개 팀)
- 참가공연 :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추천 국내 다문화가정(총 3개 팀)

문화 다양성
증진

- 초청공연(총 4개 팀)
▶ 해외초청팀 : 몽골 Tumen Ekh Folksong Ensemble, 필리핀 UPLB코랄앙상블
▶ 국내초청팀 : 한국 판소리 소리꾼 안이호, 노리단 다문화합창단

● 우리의 춤(총 7개 팀 / 일반인 참가 3개 팀, 해외초청 3개 팀, 국내초청 1개 팀)
- 참가공연 :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추천 국내 다문화가정(총 3개 팀)
- 초청공연(총 4개 팀)
▶ 해외초청팀 : 베트남 HatChau Van-True Mai, 중국 초석양조선족예술단,

예술로 하나 되는 화합의 장 - 다문화 축제

우즈베키스탄 Sholom Tashkent Folk Ensemble
▶ 국내초청팀 : 한국 사물놀이팀 전통타악연구소예술단

문화의 다양성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

2011년에는 다문화 이해증진과 아시아 문화교류

다. 동화가 아닌 ‘융합’, 획일이 아닌 ‘합일’을 추구하는 것

확대를 위한 ‘2011 구로 다문화 페스티벌’을 구로

이다. 재단은 ‘구로다운 문화 다양성의 가치 확산’이라는

아트밸리 예술극장과 구로근린공원에서 개최하

목표하에 2010년부터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다양한

였다. 10월 30일 ‘다문화인 끼 경연대회’를 연 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어 11월 6일 구로근린공원에서 ‘다문화 음식 장

우선 2010년 12월 21일∼28일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터’를, 구로아트밸리 1층 로비에서 ‘다문화 청소년

1층 로비에서 ‘2010 다문화 축제-우리의 얼굴전’을 열고

초단편영화 상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같은 날

20여 점의 사진을 전시하였다.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

저녁 해외 초청공연을 열었다.

제이해교육원으로부터 다문화가정의 나라별 전통 의식

축제 3회째를 맞는 2012년에는 10월 6∼7일 이

주와 송년 문화에 관한 사진을 추천받아 전시하였다. 이어서 12월 25∼26일에는

틀간 ‘2012 구로 다문화 축제-함께 물들다 36.5’

‘2010 다문화 축제-우리의 노래 우리의 춤’ 공연을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무

라는 타이틀로 진행하였다. 재단과 한국문화예술

료로 선보였다.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의 추천을 받아 국내 거주 다문화가정

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구로구가 후원하였으며

및 이주노동자로 구성된 참가팀들이 노래와 춤 공연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전통문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국가 간 교류를 확

화를 뽐내는 시간을 가졌다.

대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특히 서울 서남권에 많이 거주하는 베트남인, 필리핀인, 중국인들을 위해 현지에서

특별초청공연, 특별기획전시, 문화교류를 위한 교

전문예술단체가 내한하여 공연을 펼침으로써 예술로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

육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하였다.

등이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구로구민회관, 구로근린공원 등에서 펼쳐졌다.이밖에 특별초청공연 <2012년 아
시아 희망 콘서트>가 2012년 10월 6일 오후 5시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열렸다. 한국, 베트남, 몽골, 말레
이시아, 미얀마의 전통악기 연주자와 록밴드가 혼합된 아시아 최초 퓨전 밴드 MOA(Music of Asia)의 공연과 한
국무용, 난타 등의 퍼포먼스가 진행돼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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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별기획전시 <꿈꾸는 지구, DREAMing WORLD>가
‘꿈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콘셉트로 진행되었다. 2011년
6월부터 1년간 유럽, 중동, 아시아 등 25개국에서 365명을
대상으로 꿈에 대해 인터뷰한 사진과 영상을 전시한 것이
다. 전시회는 10월 5일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갤러리에
서 개관하여 축제가 종료된 후인 16일까지 계속되었다.
아울러 각국의 전래동화를 인형극으로 시연한 <엄마나라
동화여행>,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연극 <사달수드> 등
문화교류를 위한 프로그램도 미취학 어린이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10월 6∼7일 오후 3시 체험 야외연극 <할머니
이야기 극장>이, 10월 7일 오후 7시 구로근린공원에서는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널리 널리 - 무지개다리 사업

‘함께 꿈꿔요, 함께 즐겨요! Let’s Dream, Let‘s Party! dream Party!’가 진행되었다.
또한, 10월 6∼7일 양일간 1시부터 5시까지 구로근린공원에서 세계의 다양한 문화

재단은 이듬해인 2013년부터 ‘문화 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에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함께 했

를 만나볼 수 있는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브라질과 중국 악기체험, 아

던 여러 기관과 전문 컨설팅단의 도움에 힘입어 문화 다양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이렇듯 지역에

프리카 댄스 체험, 전통의상체험, 세계전통놀이 등을 즐기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서 특성을 찾고 다양성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아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
하였다. 더불어 구·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였다. 가치
와 과정을 중시하는 문화 다양성 사업의 환경적 변화가 구로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주
민 중에 중국 교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구로에서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D 업종부터 최첨단 디지털기술까지 집약된 노동 현장이 문화적 유산으로 구로를 지탱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
간의 성과를 종합하여 보다 발전적인 문화예술사업으로 구현해나가고자 한다.
국책사업인 ‘문화 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에 걸쳐 실시되었
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재단이 주관하여 진행하였으며, 해마다 다양한 주제
와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 2013년 ‘성북·구로 문화 다양성 심연, 향연’ 운영실적
● 기간 : 2013년 6월∼2013년 12월
● 예산 : 7,120만 원(보조금 5,900만 원/자부담1,220만 원)
● 주요사업 : 다문화아동극단 외 5개 프로그램
● 참여자 수 : 연인원 약 85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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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고맙다 구로야’ 운영실적

146

■ 2015년 ‘다다익선’ 운영실적

● 기간 : 2014년 4월∼2014년 12월

● 기간 : 2015년 3월∼2015년 12월

● 예산 : 10,175만 원(보조금 8,759만 원/자부담1,416만 원)

● 예산 : 9,200만 원(보조금 8,000만 원/자부담 1,200만 원)

● 주요사업 : 위대한 유산, 구로 톺아보기, 디딤돌 구로, 다 함께 합창, 생각의 나무 등

● 주요사업 : 담쟁이프로젝트 외 6개

● 참여자 수 : 고관여자 110명, 연인원 1,000여 명

● 참여자 수 : 연인원 8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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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구로채운(彩雲)_사이의 공동체 잇기’ 운영실적

148

■ 2017년 ‘구로채운(彩雲)_사이의 공동체 잇기’ 운영실적

● 기간 : 2016년 3월∼2016년 12월

● 기간 : 2017년 3월∼2017년 12월

● 예산 : 9,200만 원(보조금 8,000만 원/자부담 1,200만 원)

● 예산 : 10,278만 원(보조금 9,000만 원/자부담 1,278만 원)

● 주요사업 : 4개 영역, 12개 프로그램 진행. ‘디딤돌 구로’ 매거진 제작

● 주요사업 : 4개 영역, 12개 프로그램 진행. ‘디딤돌 구로’ 매거진 제작

● 참여자 수 : 연인원 1,200여 명

● 참여자수 : 연인원 2,0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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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구로채운(彩雲)_사이의 공동체를 이어내는 문화 자주성’ 운영실적
● 기간 : 2018년 3월∼2018년 12월
● 예산 : 13,680만 원(보조금 12,000만 원/자부담 1,680만 원)
● 주요사업 : 4개 영역, 16개 프로그램 진행
● 참여자 수 : 연인원 2,000여 명

한편, ‘문화 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의 연도별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 2013년 주요사업
● 영상다큐 옴니버스 ‘길’
- 아홉 명의 일반인과 영상감독이 함께 작업하며 이야기를 엮어가는 형식
- 다문화가정 일반인을 감독으로 하는 작품 제작

● 구로 + 성북 공동 사업
- ‘지역의 관점에서 문화 다양성을 말하다’ 포럼 개최

■ 2014년 주요사업
● 꼴∼ 가닥 네트워크
- 무지개다리 고관여 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중간 워크숍 형태 진행
- 협력관계에 있는 사업 참여자들과의 소통 및 업무 체계 구축 노력

■ 2015년 주요사업
● 담쟁이 프로젝트
- 구로구 다문화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초석 마련

■ 2016년 주요사업
● 담쟁이 프로젝트 확대
- 다양성 네트워크 구축과 내실화, 동포사회와의 관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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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자 제작
- ‘만약이라는 별’, 매거진 ‘디딤돌 구로’

● 다큐 제작

2013년 재단은 성북문화재단과 컨소시엄으로 무지개다리 사업을 시작한 이후, 이를 성장·발전시
켜 2014년에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 2015년에는 구로 공동체 내의 다양한 구성원과 문
화에 대한 앎을 확장해 갔으며 2016년에는 다양한 방식의 사업을 실험하기에 이르렀다.

- ‘별 헤는 밤_가리봉의 조선족 이야기’_23만 리뷰

2017년이 되자 지역에서 가시적 성과들이 축적되기 시작했다. 구로에서 만든 콘텐츠들을 활용해

- ‘단 한마디의 차별’_8천 리뷰

문화 다양성을 지역에서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재단은 이후 지금까지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키우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 2017년 주요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 독자 콘텐츠 제작
- ‘이지트립’, ‘가리봉의 소리’, ‘아트트래킹’ 등

● 서울무지개다리사업운영기관협의회 발족
- 서울지역 무지개다리 사업 운영기관들과 권역 네트워크 발족

■ 2017년 문화동반자 사업 ‘어깨동무_마을과 마음 사이 문화 이음’ 운영실적
● 기간 : 2017년 6월∼11월
● 장소 : 서울 전역에서 연수프로그램 진행
● 사업내용
- 대상 : 베트남 초청 3명
- 주관 : 구로문화재단, 한베평화재단

■ 2018년 주요사업
● 무지개다리 사업 재설계
- 사유, 얼개, 정감, 마당 영역으로 구성하여 16개 프로그램 운영

● 다가치포럼 발족
- 중국 교포사회와 다양한 사업을 함께 논의하는 포럼 발족

● 구로 다문화 교육사업 협력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
•한국어 연수(서울대학교 어학당)
•어깨동무 이론 강의(지역문화·역사적 자원의 이해와 활용)
•어깨동무 현장 강의 및 여행 답사
•연수자와 함께 만드는 마을여행 기획 및 문화기획

● 사업비 : 4,050만 원(국비)

- 구로만의 문화 다양성 의제와 선결과제를 위해 지역과 함께 협력하는 구조 마련

■ 2018년 문화동반자 사업 ‘어깨동무_마을과 마음 사이 문화 이음’ 운영실적
● 기간 : 2018년 7월∼12월
● 장소 : 서울 전역에서 연수프로그램 진행
● 사업내용
- 대상 : 베트남 초청 5명
- 주관 : 구로문화재단, 한베평화재단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
•한국어 연수(서울대학교 어학당)
•어깨동무 이론 강의(지역문화·역사적 자원의 이해와 활용)
•어깨동무 현장 강의 및 여행 답사
•연수자와 함께 만드는 마을여행 기획 및 문화기획

● 사업비 : 6,780만 원(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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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2009년 지원금 지급 경로]

지원금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공연장과 예술단체의 파트너십 형성
재단의 상주 예술단체 지원사업은 서울문화재단
의 ‘2009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상주 예술단체 지원사업은

공연장

공연장의 매칭 부담액
(제작비, 운영경비, 공간사용액)

지원금의 20% 이내

지원금의 50% 이상

지원금의 30% 이내

항목 : 협력여건 운영경비

항목 : 협력 프로그램 제작

항목 : 단체 운영경비

세부내용
- 협력공간 운영(리노베이션 등)
- 협력단체 운영
(기획·홍보 인건비 등)
- 기자재 구입비

세부내용
- 협력 프로그램 제작
- 작품제작 및 마케팅
- 프로그램 창작 및 공연

세부내용
- 단체운영경비(정규단원 및
행정 인력 인건비 등)
- 기타 창작활동경비
- 소모성 기자재 구입비

공연장과 예술단체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전문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콘텐
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지원사업 1차 연도 우수 등급 평가받아

으로써 관객층을 확대하고 공연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재단은 1차 연도(2009.09.01.∼2010.06.30.) 기간에 총 3개 예술단체(극단

당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서울 소재의 공

사다리, 노리단, 서울레이디스싱어즈)가 매칭되어 2억1천만 원을 지원받게

연예술단체(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분야)로서

되었다. 이어서 2차 연도(2010.07.01.∼2011.06.30.) 기간에는 1차 때 우수

창작 및 공연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단체

등급으로 평가받은 것에 힘입어 1억1천만 원이 증액된 3억2천만 원의 예산으

로 한정하였다. 회원으로 구성된 각종 협회, 상법

로 사업을 수행하였다. 2010년의 사업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인·기획사 등 영리단체, 순수 예술 활동이 주목적
이 아닌 학교·종교기관·친교 기관 등에서 직접 운
영하는 단체, 국공립 및 방송국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단체 등은 지
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심사를 통해 예술단체를 선정한 후 공연장, 예
술단체, 서울문화재단 3자 상호 간에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예술단
체에 다음과 같은 경로로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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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상주 예술단체 지원사업 추진 실적(총 11,806명 혜택)]
단체

사다리

노리단

서울
레이디스
싱어즈

156

사업명

일시

횟수

인원(명)

내용

키즈 북카페 책이야기

2010.04.∼12.

40

1,848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소규모 무료 공연

공연
<내방왕국 대모험>

2010.04.27.
∼05.02.

7

1,166

어린이 연극

공연
<내 친구 플라스틱>

2010.06.15.
∼06,16.

4

399

어린이 연극

교사 창의예술교육
워크숍

2010.06.22./
06.24.

2

40

공교육 교사 대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구로로 노리단
마을축제

2010.05.29./
10.23.

2

2,500

지역 주민과 관내 기관, 예술단체가
함께 만드는 도심형 지역축제

공연 <핑팽퐁>

2010.06.19.
∼06.27.

10

2,941

미디어아트를 접목한
인터랙티브 에코뮤지컬

학교 합창단 육성 사업

2010.03.∼12.

주
2회

400

관내 9개 초중학교 합창단을
대상으로 합창 기초 및 인성 교육

찾아가는 콘서트
<합창으로 따뜻한 세상을>

2010.02.∼12.

14

1,400

공연장을 직접 찾기 어려운 환자
및 장애인들을 위한 합창 순회공연

공연
<제22, 23회 정기연주회>

2010.06.07./
12.15.

구로아트밸리 합창세미나

2010.06.12./
12,01.

2
2

777
335

창작곡과 새로운 형태의 안무를
통한 신개념 합창공연
합창 및 지휘에 관심 있는 관내 교회,
성당, 동아리들을 위한 세미나

3차 연도(2011.10.01.∼2013.02.28.) 때는
예산이 축소되어 3개 예술단체(극단 사다
리, 노리단, 서울레이디스싱어즈)에 총 1억
3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2011년의 사업 추
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2011년 상주 예술단체 지원사업 추진 실적(총 10,779명 혜택)]
단체

사다리

사업명

일시

횟수

인원(명)

내용

키즈 북카페 책이야기

2011.01.∼06.

12

451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소규모 무료 공연

공연 <불량약품 주식회사>

2011.04.02.∼
04.10.

16

1,726

어린이 연극

공연 <내친구 플라스틱>

2011.05.13.∼05.15.

6

1,370

어린이 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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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노리단

서울
레이디스
싱어즈

사업명

일시

횟수

인원(명)

내용

공연
<에코음악열차 구로로>

2011.02.09.

1

527

노리단과 일본 폐품 타악 연주밴드
티코보와의 조인트 콘서트

교사 워크숍
‘창의교실 해킹하기’

2011.03.26.

1

35

관내 공교육 교사들의 창의력 증진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활성화
도모를 위한 창의예술교육 워크숍

교육
‘구로로 에코오케스트라’

2011.04.19./
04.16./04.23.

3

15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문화예술 향유 도모를 위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예술단체들에 공연 활동의 기회를

축제 ‘제3회 구로로
노리단 마을축제’

2011.04.23.

1

3,000

구로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 주도형 페스티벌

2012년에 새롭게 협약을 체결하면서 변화가 생겼다. 노리단 대

공연 <핑팽퐁 :
플립플롭 이야기>

2011.05.20.
∼
05.22.

4

848

재활용 악기와 오브제를 사용한
친환경 메시지를 담은
넌버벌 퍼포먼스

신에 신규 단체 올리브와찐콩이 선정된 것이다. 기존단체 중에

축제 ‘제4회 구로로
노리단 마을축제’

1

1,500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문화예술 향유 도모를 위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리브와찐콩은 2012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상주단체로 활

2011.10.30.

공연 <노리단의
플리즈 PLEASE>

2011.12.23.
∼
12.25.

-

에코피에스타 뮤지컬
재활용 악기와 마임을 이용한
퍼포먼스 공연

극단 사다리는 서울문화재단 지원금 9천5백만 원에 자부담 1천

5

학교 합창단 육성 사업

2011.03.
∼06.

11

314

관내 7개 초중학교 합창단을
대상으로 합창 기초 및 인성 교육

담 1천만 원으로 사업비를 편성했다. 2012년의 사업 추진실적

찾아가는 콘서트
<합창으로 따뜻한 세상을>

2011.03.
∼06.

4

550

공연장을 직접 찾기 어려운 환자
및 장애인들을 위한 합창 순회공연

공연 <제24회 정기연주회해설이 있는 합창콘서트
‘여행을 떠나요’>

2011.06.09.

1

373

작품성과 대중성이 조화된 합창콘서
트로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와 취향에
맞춰 프로그램 구성

70

합창 및 지휘에 관심 있는 관내
교회, 성당, 동아리, 학생,
주민들을 위한 세미나

구로아트밸리 합창세미나

2011.06.11.

1

서 극단 사다리는 2013년 2월까지 지원사업을 하기로 했고 올

동하기로 했다.

2백66만2천 원으로, 올리브와찐콩은 지원금 8천만 원에 자부

은 다음과 같다.

[2012년 상주 예술단체 지원사업 추진 실적(극단 사다리)]
사업명

일시

횟수

인원(명)

내용

공연 <엄마가 모르는 친구>

2012.06.29.∼07.01.

6

900

다문화 이해를 위한 연극 공연

베이비드라마 <달>

2012.08.01.∼
08.05.

10

150

0세∼3세의 영유아를 위한
베이비드라마로 신규 관객층 발굴

[2012년 상주 예술단체 지원사업 추진 실적(올리브와찐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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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일시

횟수

인원(명)

내용

학교폭력에 관한 교육연극
[The Other Place]

2012.10.23.∼10.25.

6

570

학교폭력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학교와
학생, 교사가 모두 문제해결의 주체자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시간을 가짐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연극
이해를 위한 교사워크숍

2012.10.11.

1

11

지역 교사 대상 교육연극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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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는 극단 사다리의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서 국악뮤지컬집단 타루와
새로 사업을 전개하였다.
기존단체 올리브와찐콩의 사업 기간은 2014년 3월까지, 신규 단체 타루의 사
업 기간은 2014년 2월까지이며 지원금은 각각 9천5백만 원과 8천만 원이다.
2013년의 사업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2014년에는 타루와 계약이 연장되어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했다. 댄스씨어터 까두가 신규 단체
로 합류하며 역시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했다. 타
루와 까두 각각 총 1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으며,

[2013년 상주 예술단체 지원사업 추진 실적(올리브와찐콩) : 총 1,159명 교육]

2014년의 사업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사업명

일시

횟수

인원(명)

내용

구로 노동역사 이해를 위한 교육연극
<입사를 환영합니다>

2013.05.27.∼06.05.

7

456

구로 노동역사의 이해를
위한 교육연극

학교폭력에 관한 교육연극
<The Other Place>

2013.08.26.∼08.28.

5

688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연극

역량강화(단원의 창작역량)

2013.10.04.∼ 현재

8

15

창작역량 강화 워크숍

사업명

일시

판소리 햄릿 프로젝트

2014.02.20.∼02.23.

4

69

181

836,550

판소리 Fun fun story 흥보가

2014.07.07.

1

116

56

449,500

판소리 Fun fun story 춘향가

2014.07.29.

1

262

4

1,195,500

하얀눈썹 호랑이

2014.08.05.∼08.07.

6

527

41

2,966,000

수입(원)

판소리 Fun fun story 심청가

2014.09.12.

1

153

4

765,000

판소리 Fun fun story
추임새로 우리 음악 듣기

2014.12.02.

1

125

0

630,000

판소리 독톡하다

2014.12.18.∼12.21.

4

[2013년 상주 예술단체 지원사업 추진실적(타루) : 총 관람객 3,325명]
횟수 유료 관람객(명) 초대 관람객(명)

[2014년 상주 예술단체 지원사업 추진 실적(타루) : 총 관람객 1,538명 / 수입 684만2천 원]

사업명

일시

판소리 Fun fun story 춘향가

2013.06.29.

1

314

19

315,900

판소리 Fun fun story 흥보가

2013.08.03.

1

356

16

327,000

엄마랑 나랑 국악 콘서트

2013.11.24.

1

339

21

2,492,250

국악뮤지컬 <운현궁로맨스>

2013.12.06.∼12.15.

9

1295

965

19,885,100

횟수 유료 관람객(명) 초대 관람객(명)

수입(원)

[2014년 상주 예술단체 지원사업 추진 실적(까두) : 총 관람객 2,675명 / 수입 368만4천 원(수입배분)]
사업명

일시

<코펜하겐 해석을 위한 고양이 협주곡> 공연 2014.08.0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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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인원(명)

내용

2

574

과학과 무용의 융합공연

교류공연사업 <선과 선율> 공연

2014.11.11.

2

466

클래식과 무용의 융합공연

<어린왕자> 공연

2014.11.21.∼11.22.

3

899

영상, 미술, 보디페인팅 등
다양한 장르가 결합된 공연

구로탐방

2014.09. 27.∼10.25.

4

54

탐방과 무용 워크숍

패밀리댄스

2014.09.20.∼12.13.

16

432

가족 간 예술 활동 워크숍

우리 동네 사람들

2014.12. 10.∼12.13.

2

250

전시 및 커뮤니티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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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층의 확대와 공연장 활성화

2016년에는 예술단체 3곳이 모두 새로 선정되었다. 바로 극단 아리랑, 판소리공장 바닥소리, 서울오페라앙상
블이다. 사업비 규모도 지원금 3억 원에 재단 자부담 3천만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2015년에는 지역문화 커뮤니티 활성화 부문에 극단 걸판이 선
정되어 자부담 1천만 원 포함 총 7천5백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

■ 2016년 상주 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추진실적

으며, 타루는 자부담 1백5십만 원 포함 총 1억1백5십만 원의 지

● 기간 : 2016년 6월∼12월

원금을 받았다. 2015년의 사업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 장소 :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 단체 : 극단 아리랑, 판소리공장 바닥소리, 서울오페라앙상블
● 총관람객 : 6,383명(티켓 판매 수입 : 7,216만3천 원)
● 사업비 : 33,000만 원(시비 30,000만 원/자부담 3,000만 원)

[2016년 상주 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추진 실적]

[2015년 상주 예술단체 지원사업 추진 실적(걸판)]
횟수 유료 관람객(명) 초대 관람객(명)

사업명

단체

일시

횟수

장르

관람객(명)

하얀 동그라미 이야기

극단 아리랑

2016.06.23.∼06.26.

5

연극

1,786

대한제국 명탐정 홍설록

바닥소리

2016.08.19.∼08.21.

4

국악

1,281

라트라비아타

서울오페라앙상블

2016.09.09.∼09.10.

2

오페라

852

배꼽춤을 추는 허수아비

극단 아리랑

2016.10.20.∼10.23.

4

연극

949

베르테르

서울오페라앙상블

2016.12.09.∼12.10.

2

오페라

860

제비씨의 크리스마스

바닥소리

2016.12.16.∼12.18.

3

국악

655

사업명

일시

수입(원)

도깨비 야시장

2015.10.07.

2

0

300

0

2017년에도 2016년에 이어서 극단 아리

구로 독백 만인보 - 안녕? 구로!

2015.11.18.

1

0

126

0

랑, 판소리공장 바닥소리, 서울오페라앙상

명랑음악극 앤

2015.12.18.∼12.19.

2

828

26

6,957,150

블이 상주 예술단체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사업비는 지원금 2억7천만 원에 재단 자부
담 1천5백만 원이다.

[2015년 상주 예술단체 지원사업 추진 실적(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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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일시

횟수 유료 관람객(명) 초대 관람객(명)

수입(원)

판소리, 애플 그린을 먹다
<로감자랑 줄게랑>

2015.07.16.∼07.19.

4

183

1,077

2,527,000

찾아가는 소리 공연 사업
<소리 듣는 데이>

2015.08.10./
11.07./11.04.

3

무료 공연

240

무료 공연

국악뮤지컬 <마술피리>

2015.12.04.∼12.06.

4

300

108

3,4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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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상주 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추진실적
● 기간 : 2018년 4월∼12월
● 장소 :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 단체 : 판소리공장 바닥소리, 서울오페라앙상블
● 총관람객 : 4,728명(티켓 판매 수입 : 4,300만5천 원)
● 사업비 : 23,308만 원(보조금 21,540만 원/자부담 1,768만 원)

[2018년 상주 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추진 실적]

■ 2017년 상주 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추진실적

일시

횟수

제목

단체

장르

관람객
(명)

티켓판매
(원)

05.25.∼05.27.

3

살암시민 살아진다

판소리공장
바닥소리

국악

310

1,258,000

06.22.∼06.24.

3

한국 오페라 70주년 기념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서울오페라앙상블

오페라

1,129

21,644,000

06.28.∼07.01.

3

광주교도소의 슈바이처
닥터2478

판소리공장
바닥소리

국악

208

802,000

08.04./08.17.
10.20./10.28.

4

[공공프로그램]
오페라로 떠나는
유쾌한 세계여행

서울오페라앙상블

오페라

856

-

09.03./09.12./
09.28.

3

[공공프로그램]
조선의 책장수,
조신선의 소리북 사려!

판소리공장
바닥소리

국악

577

-

10.05.∼10.07.

3

소리판
<해녀 탐정 홍설록 제주 귀신 테러 사건>

판소리공장
바닥소리

국악

773

4,135,000

11.02.∼11.04.

3

현대오페라시리즈Ⅳ 달

서울오페라앙상블

오페라

875

15,166,000

● 기간 : 2017년 3월∼11월
● 장소 :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 단체 : 극단 아리랑, 판소리공장 바닥소리, 서울오페라앙상블
● 총관람객 : 6,351명(티켓 판매 수입 : 5,612만8천 원)
● 사업비 : 28,500만 원(시비 27,000만 원/자부담 1,500만 원)

[2017년 상주 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추진 실적]

사업명

단체

일시

횟수

장르

관람객
(명)

티켓 판매
(원)

해설이 있는 오페라
<라보엠>

서울오페라
앙상블

2017.03.31.∼04.01.

2

오페라

825

16,036,000

명랑시골로맨스
<동백꽃>

극단 아리랑

2017.04.27.∼
04.30.

4

연극

1,014

5,207,500

바닥소리 창창하다

바닥소리

2017.06.16.∼07.02.

9

국악

1,316

5,103,000

나비의 꿈

서울오페라
앙상블

2017.10.27.∼10.28.

3

오페라

1,042

16,658,000

하얀 동그라미 이야기

극단 아리랑

2017.11.02.∼11.05.

4

연극

1,201

9,288,500

닭들의 꿈, 날다

바닥소리

2017.11.10.∼11.15.

6

국악

953

3,8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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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이런 과정을 거쳐 2009년에는 전래동요를 활용하여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연극
을, 2010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주고 보여주는 연극-이야기 나와라 뚝
딱!>을 공연하였다. 교육은 4개월간 총 32회(연극 알기 및 이야기 탐색, 소품 제작

생활문화

및 공연 실습) 이루어졌으며, 외부 초청공연이 총 2회(10.21. 서울남유치원 / 10.22.
큰다우리어린이집), 순회공연이 총 2회(10.28. 새중앙어린이집 / 10.29. 바우솔어
린이집) 진행되었다. 최종발표는 11월 4일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소강당에서 이
루어졌다.
이렇게 시작한 실버 생활문화 커뮤니티는 느티나무은빛극단이라는 연극 동아리
로 발전하였고 2017년까지 활동이 이어졌다.

주민들 삶 속에 뿌리내리는 문화예술
주민이 주인 되는 문화예술축제
‘생활문화’라는 키워드가 거시적인 문화정책에 드러나기 이전부터 생활문화예술
은 이미 우리 삶 속에서 함께 숨 쉬고 있었다. 문화의 불모지 구로에 재단을 창립하

이와 함께 2010년 5월에는 직장인 동아리 대상의 주민축제를 개최하였다.

고 서울 서남권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가운

5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지역 주민 밴드, 직장인

데 생활문화예술 분야 사업의 시작은 타 분야에 비해 다소 늦었다고 볼 수 있다.

들 밴드, 초등학교 합창단, 악기 동아리들의 연주 무대를 꾸민 것이다. 축제를 준비

그 시발점이 된 것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직장인들로 이루어진 밴드와 학교

원과 서울문화재단이 예산을 지원한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이다. 은퇴 후 여가생활

합창단, 악기 동호회 등 전 출연진이 준비

을 준비하는 실버 세대를 위해 문화예술교육을 접목하여 생활예술 커뮤니티를 만

과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든 사업이다.

이로써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이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직접 연극을 배워 공연함으로써 문화 소외계층에서

있도록 유도하고, 대외적으로 우리 구 주민

벗어나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계층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들의 열정과 재능을 알리는 자리가 되었다.

어르신들이 관내 어린이들에게 연극을 선보임으로써 어르신들이 느끼는 성취감

지역 주민들이 프로슈머가 되는 시민 축제

이 더욱 높아질 수 있었다. 총사업비로 2천9백98만 원이 지원금의 형태로 투입

형 공연으로 공연장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되었다.

시민 친화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

사업은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지하 1층 소강당에서 진행되었으며, 참여 인원은

가다. 총사업비 4백32만 원은 재단 자체 예

2009년 43명(11월 5일∼12월 30일), 2010년 25명(6월 25일∼11월 5일)이다.

산으로 부담했다.

교육내용은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연극 전문강사로부터 연극의 기초 발성과 동작
을 배우는 것은 물론이고 참여자가 주체가 될 수 있는 연극 활동, 참여자의 상호작
용과 경험을 위한 연극형식의 개발과 시행, 문화예술에 대한 기초 소양 교육 및 극
장 공간에 대한 이해 교육 등이 행해졌다. 또한, 연극, 인형극, 미술 등 다양한 문화
예술 체험도 곁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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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주민축제 프로그램]
구분

2010.05.21. - Bravo My Life!

내
용

- 지역 주민들 및 직장인들로 구성된 밴드들의 연주
- 카피곡 및 창작곡으로 프로그램 구성

출
연
자

- 총 6팀
(Goodsen밴드, 헐랭이밴드, 햇빛세상, 질러,
비아밴드, Idea밴드)
※ Idea밴드는 고등학생팀으로 오프닝 공연 담당

생활예술 동아리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2010.05.22. - 작은 소리 큰 울림
- 지역 초등학교 합창단 및 악기 동아리들의 연주
- 동요 및 합창곡, 기타 및 하모니카 연주곡으로
프로그램 구성
- 초등학교 합창단 2팀
(오류남초등학교, 덕의초등학교)
- 지역아동센터(공부방) 합창단 1팀
- 악기 연주 동아리 2팀
(구로중학교 클래식기타 동아리,
구로남초등학교 하모니카 오케스트라)

재단이 본격적으로 생활문화예술 사업에 뛰어들게 된
계기는 2016년 6월 서울문화재단 지원으로 시행한 ‘좋
아서 동아리’ 사업이다.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만
큼 생활예술 동아리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좋아서 동아리’ 사업을 통해 생활예술 동아리들
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수립할 수 있었고, 동아리들
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생산자로 발돋움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점을 둔 것은 다섯 가지다.

한편 2015년에는 제1회 구로시민마당극제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구로근린공원에서

첫 번째, 동아리의 자생력 증대다. 연습공간 지원, 발표

개최되었다. 전문 문화예술단체의 수준 높은 공연과 시민 생활문화예술단체의 참신한 공

기회 제공, 홍보 협력,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 마련 등을

연을 함께 선보인 주민 친화적 생활문화예술 축제다. 주민들의 생활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통해 일상적인 생활예술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늘리고 재단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공헌했다는 평가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인 만

두 번째, 차별성의 확보다. 디지털단지를 중심으로 밴드

큼, 주민들의 자긍심 향상은 물론이고 다양한 문화예술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문화 콘텐츠

동아리들이 타 자치구에 비해 많은 편이라, 록 페스티벌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당시 참가한 단체는 극단 배낭속사람들, 퍼팻아티스트 옥

형식의 소규모 축제를 매년 열어 특색 있는 동아리 색깔

종근, 극단 현장, 자계예술촌, 구로는예술대학, 마당극단 좋다, 극단 두레, 예술공장 두레, 구

을 만들고 지속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로생활연극공작단 연상연하, 화이트캣시어터컴퍼니 등이다.

세 번째, 동아리의 역량 강화다. 장르별로 동아리의 니즈(needs)에 부합하는 전문예술인을 멘토 또는 강사로 결

10월 9일 첫날에는 극단 배낭속사람들의 <거리의 카프카>, 옥종근마리오네트의 <거리악

합해 기술적 역량과 자신감을 키워 큰 무대에서도 공연 진행이 가능하도록 진행하였다.

사>가 거리 공연 형태로 펼쳐졌다. 또한, 서울마당극제 초청공연 마당 인형극 <지성이와

네 번째, 문화 생산자 역할로서의 자리매김이다. 개별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즐기는 데서 벗어나 문화적으로 소

감천이>, 체험 놀이 <구로 상징 탈 만들기 체험>, 서울마당극제 초청공연 자계예술촌의 창

외된 이웃 혹은 장애가 있는 이웃들을 방문해 공연함으로써 문화 생산자의 역할을 하도록 운영하였다.

작마당극 <방을 위한 투쟁>, 구로시민마당극제 참가작인 구로는예술대학의 <동네 이야기

마지막으로 생활문화축제의 개발이다. 향후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동아리의 모습을 확인하며 서로 공연을

를 노래하다>가 차례로 공연되었다.

평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발표 무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튿날에는 거리 공연으로 마임 퍼포먼스 <외토이>, 전통꼭두놀음 <돌아온 박첨지>, 체

당시 사업은 다음의 체계를 거쳐 추진되었다.

험 놀이 <구로 상징 탈 만들기 체험>, 서울마당극제 초청공연인 마당극단 좋다의 동화마당
극 <강아지똥>, 구로시민마당극제 참가작인 구로구 예술단체 이야기몸의 즉흥 참여무용
극 <미션 플레이 10분>이 무대에 올려졌다.
마지막 날에는 서울마당극제 초청공연인 예술공장 두레의 <다 그렇지는 않았다>, 구로시
민마당극제 참가작인 구로생활연극공작단 연상연하의 <여우야 여우야>에 이어 시루뫼예
술공동체의 <탈놀이 거리퍼레이드>가 폐막 길놀이를 선보였다. 모두 무료 공연으로 진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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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좋아서 동아리’ 사업 추진 체계]

[2016년 ‘좋아서 동아리’ 사업 참여 동아리]
총괄책임자
재단 대표이사

추진반장
본부장
경영지원팀

기획홍보팀/문화사업팀

회계지출 협조

홍보&공간지원 협조
동아리

․ 동아리 연합회의 참석
․ ‘좋아서 동아리’ 사업 홍보협력
․ 공연 발표 목표로 집중연습
․ 동아리 정보 공개 및 동의

문화정책팀
․ 동아리 발굴 및 모집
․ 동아리와 재단 커뮤니티 운영
․ 동아리 니즈(needs) 파악 및 충족
․ 사업 기획, 지출예산 편성
․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
․ 광역사업에 참여 운영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생활예술동아리 거버넌스 참여

구분

장르

동아리명

창립일

활동지역

회원 수(명)

연령대

1

합창

구로클로버합창단

2015.06.01.

천왕동

40

30∼60대

2

오카리나

숲오카리나앙상블

2012.10.10.

〃

7

〃

3

색소폰

폴리포니앙상블

2003.01.13.

구로동

17

50대

4

우쿨렐레

울레길

2014.08.

신도림동

20

20∼30대

5

하모니카

영해피하모니즈

2010.06.

구로동

15

〃

6

전통음악

구로풍물단

2013.10.

천왕동

30

20∼70대

7

퓨전 난타

드림탭

2014.09.

구로동

20

40대

8

클래식 기타

아만테스

2013.11.

신도림동

15

20∼60대

9

댄스

구로청소년연합댄스 unity

2015.07.30.

구로동

15

10대

10

밴드

동네밴드

2010.04.

〃

11

40대

램은 모집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사람들이 모여 생활문화
를 즐긴다는 면에서는 동아리로 볼 수 있지만, 수강생들이
지도 강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형태라 진정한 동아리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자생적으로 지속 운영이 가능
하면서 재단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지 않는 생활문화 동
아리가 우선 모집 대상자였다. 직접 동아리 연습장을 찾아

업무 내용
․ 예산 수입 및 간주처리
․ 통장 및 카드 개설
․ 지출 회계 처리

업무 내용
․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지원
․ 공연장 및 연습공간 사용 지원
․ 발표 기회 제공

가는 등 현장을 발로 뛰며 선별하였고, 그 결과 총 10개의
동아리가 선정되었다.
10개의 동아리는 대면식을 갖고 동아리 활성화에 관한 이
야기를 나누는 등 서로 소통하기 시작했다.

동아리 사업의 출발은 우선 건강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동아리를 정의하는 데 있다. 최소 3명 이상이 모여 회원

또한, 동아리들의 선순환 활동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문화

들이 회비를 자발적으로 내고 기본적인 회칙을 통해 운영하는 곳을 중심으로 모집하였다. 구청의 도움을 받아

나눔 공연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우쿨렐레 동호회와 풍물

기존에 파악된 동아리에 연락을 취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기타 정보를 바탕으로 동아리 연습실을 찾아가 동

패 동호회가 2016년 7월 9일 성공회대 소공원에서 주민

아리 축제를 위한 네트

들을 대상으로 공연한 데 이어 난타 동호회 드림탭이 8월

워크를 형성해 나갔다.

24일 서울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대상

백화점이나 주민자치

공연을, 9월 6일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추석맞이 공

센터에서 운영하는 단

연을 선보였다. 그리고 11월 19일에는 모든 동아리가 구로

기 과정의 일회성 문화

꿈나무극장에 함께 모여 <구로 동아리 열전>이라는 타이

교실이나 자치프로그

틀로 흥겨운 무대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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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예술의 다양한 교류 이어져

또한, 11월25일 구로생활연극공작단 연상연하의 정기공연
<나탈리아 나탈리아 나탈리아>가 2회 열린 데 이어 12월

2017년에는 ‘좋아서 동아리’ 사업을 서울시

9일 구로느티나무시민합창단의 정기공연 및 우쿨렐레 울

25개 자치구로 확장한 ‘생활문화 거버넌스

레길의 송년 공연이 각각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과 신도

25’ 사업을 구로구와 함께 추진하였다. 전년

림 오페라하우스 지하 소극장에서 펼쳐졌다.

도 사업과 달랐던 점은 서울문화재단에 생활

2016년에는 생활문화진흥원(現 지역문화진흥원)이 주최

문화추진단이 발족하여 생활예술매개자(FA)

한 공모사업 ‘권역별 생활문화동호회

를 선발, 지역과 매칭시켜 준 것이다. 재단에

교류 프로젝트’에도 선정되었다. 이

서는 6월에 구로 동아리 클럽을 모집하고 서

는 본격적인 동아리 사업의 첫걸음이

울문화재단에서 매칭해 준 FA 1명, 직접 선발

되었다. 구로와 인접한 금천, 영등포,

한 지역 FA 1명 등 FA 2명과 함께 동아리 사업

동작, 양천을 아울러 ‘예술로 하나 되

을 추진하였다. 또한,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

는 서남권 생활예술 동호회’라는 주

하는 생활권형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구로시민센터 놀자방을

제로 3가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바

추천하였고, 가을에는 신도림 오페라하우스를 디딤형 생활문화지원센터에 신청하여 선정

로 시각예술 동호회 합동전시, 밴드

되었다. 이외에 구로지역에서 함크(함께 크는 아이들) 북카페, 배고픈 사자 북카페가 디딤

동호회 축제, 서남권 청소년 댄스 동

형 생활문화지원센터에 선정되었다.

호회 축제가 그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구로문화재단이 2016년에 ‘좋아서 동아리’ 사업을 시작해 생활문화

서남권 시각예술 동호회 합동전시는 총 3곳에서 진행되었다. 8월

거버넌스 사업 대상자로서 2단계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치구와 원점에서 사업

2일∼11일 신도림예술공간 고리 다목적홀A에서 The Brush(서양

을 시작해야 했다는 점이다. 그 바람에, 사업을 크게 확장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FA를 통

화), ‘물과 색’(수채화)이 참여하여 58점을 전시하였고, 8월 22일∼9월 18일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1층 로비에

해 동아리들을 발굴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서 ‘붓들다’(캘리그라피), ‘물과 색’(수채화)이 21점을 전시하였다. 마지막으로 9월 1일∼12일 금나래아트홀 갤러

마침내 이러저러한 노력의 결과물이 탄생하기 시작했다. 우선 여러 동아리를 함께 묶어 발

리에서 KIPA(사진), TOKA(서양화), ‘마법의 성’(냅킨아트)이 참여하여 총 70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전시 도슨트

표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하였다. 2017년 10월 11일∼17일 종로구 인사동의 갤러리 라메르

를 통해 집계된 관람 인원은 총 3,032명이다. 합동 전시회는 무엇보다도 구로, 금천, 동작 등 여러 지역의 미술동

에서 전통 민화 동아리 ‘재미난 작당(소원을 담은 그림)’과 서양화 동아리 The Brush(더 브

호회가 기획부터 전시까지 함께 참여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러쉬)의 동서양 기획전시를 개최하였다.

9월 3일에는 홍대입구역 브이홀에서 서울밴드동호회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직장인들로 구성된 블랙로즈, 썸

이어서 11월 18일에는 신도림 오페라하우
스 지하 소극장에서 구로생활문화축제를
열어 한맘풍물패, 구로느티나무시민합창
단, 클래식 기타 아만테스(amantes), 우쿨
렐레 울레길, 폴리포니색소폰앙상블, 퓨
전 난타 드림탭(Dream tap), 하모니카 동
아리 영해피하모니즈, 동네밴드, 풀문, 더
바코드의 순서로 공연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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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12월까지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지하 소강당에서
진행하였다. 총사업비 2천4백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주요 내
용과 실적은 전년도와 비슷하다. 지역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토요일에 문화예술을 매개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고 교육
참가자가 중심이 되는 문화예술교육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
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구로구 관내를 중심으로 추진된 생활문화 사업들 외에
다른 지역과의 생활문화 교류사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일
명 서울 서남권 지역 생활문화 연결 프로젝트 ‘Make Art Line’
이 그것이다. 도심이나 강남권에 비해 문화예술 환경과 지원
타는중, 콰이엇, 동네밴드, G밸리밴드, PlanB 등 총 6개 동호회가 참여해 열정 넘치는 무대를 연출

이 부족한 서남권 지역의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권리

했다.

신장과 생활 속 문화복지 실현에 도움이 되고자 기획되었다.

같은 달 21일에는 구로, 금천, 영등포를 중심으로 하는 서남권 지역 청소년들과 예비 대학생들이 구

‘Make Art Line’ 사업은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첫째, 서남권 지역 청년 생활문화 동호

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 모여 댄스 페스티벌을 열었다. 유니티(구로구연합), 에이홀릭(백석예대,

회 발굴 및 협력 체계 구축, 둘째, 자발적인 동호회의 다양한 장르별 결합 작업을 통한 타 장

명지전문대), YDT(여의도남고), DM(경인고), 디라인걸스(서울 안천중), 플로스(대영고), 시크릿(탑

르와의 교류 및 발표회 지원, 셋째, 교류 기회 확장을 통한 서남권 생활문화 동호회 네트워크

동초, 구일중, 독산고), 컨피던스(동일여고, 동일여상, 서울금융고, 구로고, 금천고, 영락유헬스고),

형성 및 주체적인 사업 참여 유도 등이 그것이다.

NZ(진명여고, 대동세무고, 영신고, 구로고), YF(영신고), IF(구로고) 등 총 11개 동아리가 참여하였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네트워크 페스티벌 기획단을 조직하고 회의를 수차례 진행하였

다. 저녁 7시 30분에 시작된 페스티벌은 9시까지 진행되었는데, 중간고사를 앞둔 시기임에도 약

으며 네트워크 페스티벌 대표단 회의를 통해 세부 프로그램을 확정하였다. 마침내 8월 26일

250여 명의 관람객이 댄스의 열기 속에서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2시∼5시 천왕역 4번 출구 버들마을활력소에서 아트라인(Art Line) 페스티벌을 개최하였

2016년에는 동아리 사업은 아니지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지원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

다. 주로 천왕동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들-구로풍물단, 붓들다, 숲오카리나앙상블, 클로버합

교’ 프로그램으로 가족들이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가족 합창_플러스 합창단’ 사업도 진행하였

창단, 팔짱, 더브러쉬, 한맘패, 울레길-이 참여하여 페스티벌 무대를 빛냈다.

다. 합창이라는 장르를 활용한 전인적인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어린이와 가족들의 예술적 소양을
높이고 자존감 향상과 사회성 발달까지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다. 참가자가 직접 가족 노래 만들어
부르기, 아카펠라를 활용한 놀이, 구성원 모두 합창단을 직접 지휘하기 놀이, 작은음악회를 기획·연
출하고 연주하기, 공연장 음악회를 기획·연출하고 연주하기, 합창과 연계한 가족 그림 그리기, 영상
만들기 등이 세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개강일인 2016년 4월 2일에는 공연장 백스테이지 투
어도 진행하였다. 이어서 5월 28일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연계 수업, 7월 2일 구로아트밸리 예술
극장 소강당에서 작은음악회 개최, 9월 3일 SBS TV ‘꾸러기 탐구생활’ 촬영, 11월 26일 구로꿈나무
극장에서 음악회 개최 등 알찬 프로그램을 연달아 선보였다. 총 26회차에 취약계층 6명을 포함한 32
명이 참가했다.
2017년에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가족 오케스트라·합창 프로그램인 ‘엄지척 가족합창단’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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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왕동의 변신 - 천왕예술마을 만들기

기획 단계부터 참가한 주민과 예술인이 총 53명, 교육 수강과 교육 관람 인원이 총
4,192명에 달했다.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년 서울문화재단의 공모사업인 ‘지역문화 진흥사업’은 천왕동 지역을 기반으
로 하는 ‘천왕예술마을 만들기(부제 : 예술 나눔 행복 채움)’로 진행하였다. 예술마

①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을 조성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 스토리텔링과 지역 주민과의 결합이 필

● 참가자 : 김혜진(연극인), 이남재(기타리스트), 김정금(팟캐스트 운영), 최정희(미

요한 사업이다.

술인), 주현숙(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박정순(전통예술인), 이재형(미술인), 김은

당시 마을 조성지 후보군을 구로동, 가리봉동, 천왕동 세 군데로 압축하였다. 이 중

영(미술인), 김연경(미술인)

에서 구로동은 이미 민간 공연시설과 활발히 문화 활동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었고,

● 주 활동 : 2017∼2018년 천왕예술마을 만들기 사업의 기획, 운영, 평가

가리봉동은 근대화의 아픔을 간직한 곳으로 문화예술을 촉매제로 하여 이주민과

- ‘마을의 지속 가능한 자생, 타 지역의 예술마을 만들기 사례 공유’ 등을 주제로 특강 및
세미나 진행

선주민을 결합하는 작업이 상당히 까다로운 곳이었다. 천왕동은 마침 지역 커뮤니
티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라 주민들과 생활문화 프로젝트 사업을 함께 추진하였
다. 사업 기간은 8월∼12월, 총사업비는 8천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사업 참여 주체

② 천왕예술마을 기획자 양성 프로젝트 ‘G - KEY’

는 재단, 천왕마을연합회(구로구 천왕동 마을주민 네트워크), 구청, 오류2동 주민

● G-KEY : 구로(GURO)의 지역문화 진흥을 여는 열쇠(KEY)라는 의미. 마을에 거주

센터, 천왕동 커뮤니티 시설, 천왕동 및 구로지역 예술가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사

하는 청소년 중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이 많거나, 향후 문화예술 분야의 기획, 홍

업 장소는 천왕동 일대(천왕마을회관, 천왕마을회관 다목적실, 천왕버들마을활력

보마케팅, 기록 관련 분야에 종사할 생각이 있는 이들을 모집하여 현직 종사자

소, 천왕사랑의카페, 천왕흥왕교회, 단지별 천왕마을작은도서관 등)다. 이를 도식

와 예술가, 예술단체, 마을주민들과 함께 ‘천왕예술마을 만들기’ 사업 운영에 참

화하면 다음과 같다.

여토록 함

③ 천왕 엄마 아빠는 모두 예술놀이 전문가

[2017년 ‘천왕예술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구성도]

● 매일 자녀와의 새로운 놀이법을 고민하는 천왕 부모님들을 위해 마련된, 연극놀
‘천왕예술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이로 배워 보는 문화예술교육 교수법
● 신문지, 주방 도구, 그림자인형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놀이 활동을 통해 자녀
와의 유대감 형성, 일상 속에서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꾀함

기관 및 시설

구로문화재단
오류2동 주민센터
천왕마을회관
천왕마을회관 다목적실
천왕사랑의카페
천왕흥왕교회
천왕버들마을활력소
천왕마을작은도서관들

천왕마을주민
천왕마을연합회 / 구로풍물단
연극단 ‘그리고’ / 기타동아리
천왕마을방송 천마방 / 루하마심리미술치료
숲오카리나앙상블 / 국극 국악예술단
모두자람마을학교 / 천왕작은도서관협의회
캘리그라피 ‘붓들다’ / 구로클로버합창단
함께배움사회적협동조합
천왕초 학부모회 / 천왕중 학부모회

예술가

④ FUNFUN한 예술동방
● 구로클로버합창단 : 전문 지휘자 및 반주자 강사비 지원, 제1회 정기연주회 개최
지원, 구로 클래식 페스타 출연 기회 부여

천왕동 지역/인근
음악, 연극, 전통예술,
미술, 영화 분야
예술가들
(예술가 김혜진 외 15명)

● 구로풍물단 : 전통예인 강사비 지원, 연습공간 지원, 마을축제 참가
● 기타동아리 : 기타리스트 강사비 지원, 마을축제 참가
● 숲오카리나앙상블 : 오카리나 강사 사례비 지원, 마을축제 참가
● 천왕마을방송 천마방 : 팟캐스트 강사 사례비 지원, 마을축제 참가

그 외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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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천왕마을학교 문화예술학과

⑦ 함께 그리는 천왕예술마을(1인 1정책 의견 수렴 & SNS)

구분

기간

내용

횟수

붓들다 <캘리그라피>

08.01.∼12.30.

글씨는 내면의 얼굴, 독창적으로 나를 드러내기

15

국극국악예술단 <국악 배우기>

08.01.∼12.30.

더 이상 지루하고 어렵지 않은 국악의 세계

15

루하마 <미술 심리치료>

08.01.∼12.30.

미술 심리치료를 통한 재미있고 행복한 시간

15

마을학교모두자람 <공예교실>

08.01.∼12.30.

가르치고 배우며 모두 함께 자라는 공예교실

15

연극단 그리고 <즉흥공연 만들기>

08.01.∼12.30.

조금은 다른 공연 만들어보기

20

<우리마을극장>

08.01.∼12.30.

마을영화극장을 통한 힐링 여행

4

⑥ 천왕마을축제
구분

일시

장소

사전 프로그램 1 즉흥연극공연
외로움도 반짝이면 별이 된다

2017.10.27.

천왕마을회관
다목적실

사전 프로그램 2 천왕실버축제

2017.10.28.

천왕이펜하우스
4-6단지 둘레길

사전 프로그램 3 - 할로윈 파티
2017.10.29.
2017 밤도깨비 할로윈
본 축제 - 천생연분
사후 프로그램 구로클로버합창단
제1회 정기연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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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4.

2017.11.25.

내용

참가 인원
(명)

관객인 천왕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즉석에서 연기로 펼치는
즉흥 연극 공연

30

거동이 불편한 천왕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한 맞춤형 축제

200

천왕버들마을
활력소

유아, 초등학생 자녀를 둔 천왕마을
가족들을 위한 예술놀이체험 할로윈 파티

100

천왕초등학교
및 인근

마을동아리 공연, 문화예술체험 부스,
버스킹, 먹거리장터, 벼룩시장,
축하공연 등으로 구성된 메인 축제

예닮교회 본당

천왕마을 합창단인
구로클로버합창단의 첫 정기공연

3,000

100

⑧ 네트워크 더하기 : 1+1 DAY

[‘천왕예술마을 만들기’ 사업의 정량적인 성과지표]
내용
구분

사업계획

사업결과

참여대상

기간/횟수

참여대상

기간/횟수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예술가/주민
20명

08.01.(화)∼12.30.(토)
/ 7회

예술가/주민
26명

08.31.(목)∼11.22.(수)
/ 7회

천왕예술마을 기획자 양성
프로젝트 : ‘G-KEY’

예술가 3명
주민 15명

09.01.(금)∼12.30.(토)
모둠별활동

예술가 3명
주민 19명

09.29.(금)∼12.30.(토)
모둠별활동

천왕 엄마 아빠는
모두 예술놀이 전문가

예술가 3명
주민 240명

09.01.(금)∼12.29.(금)
/ 12회

예술가 3명
주민 180명

11.07.(화)∼12.23.(토)
/ 12회

FUNFUN한
예술동방

예술가 5명
동아리 5팀
(50명)

08.01.(화)∼12.30.(토)
/ 75회

예술가 6명
동아리 5팀
(90명)

08.01.(화)∼12.30.(토)
/ 75회 이상

천왕마을학교
문화예술학과

예술가 6명
프로그램 6팀
(150명)

08.01.(화)∼12.30.(토)
/ 79회

예술가 7명
프로그램 6팀
(150명)

08.01.(화)∼12.30.(토)
/ 84회 이상

천왕마을축제

주민 1,000명

10.10.(화)∼10.31.(화)
/ 2회

예술가 16명
주민 3,630명

10.10.(화)∼10.31.(화)
/ 2회

함께 그리는 천왕예술마을
(1인 1정책 의견 수렴 & SNS)

-

-

예술가 9명
주민 55명

08.01.(화)∼12.30.(토)
/ 상시운영

네트워크 더하기 : 1+1 DAY

구성원
20명

-

예술가 8명
주민 42명

12.18.(월)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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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왕예술마을 다지기 - 예술마을 톺아보기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구로지역의 특색이 담긴 예술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
여 천왕예술마을 다지기 ‘예술마을 톺아보기’ 사업을 진행하였다. 천왕동 주민들과 예
술가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마을’ ‘공동체’ ‘함께 어우러진 삶’을 형성하
고 천왕동의 특색을 담은 예술마을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사업은 천왕동 일대 임대아파트단지에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천왕동의 특색을 담
은 예술마을 모델을 만들며, 예술마을 사업을 통해 예술가와 주민들이 함께 지역에서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고 시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천왕예술마을추진단과 공동주최로 4종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각 프로그램은 ‘구석구석 마을 탐색 in 천왕, 오류’, ‘마을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프로젝트’, ‘천왕예술마을축제-천생연분’, ‘주민학습공동체(COP) 지원’이다. 사
업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2018년 천왕예술마을 다지기 ‘예술마을 톺아보기’ 사업 추진 체계]

■ 성과평가 : GNC(Gathering, Network, Collaboration) 기준

예술가, 예술단체
•콘텐츠 기획 및 지원
•지역 콘텐츠 리서치
•사업 매개자

천왕마을 운영위원회
•사업 운영 지원
•활동 공간 협조

● Gathering : 네트워크 구성원 각자 지니고 있는 인력 정보를 통해, 예술마을 만들기에 관심 있고 활동 의
지가 있는 인원들을 사업에 참여시킴으로써 활발하게 이뤄짐
● Network : 사업에 참여한 기관, 시설, 학교, 그리고 개인별로 지닌 희소성 있는 장점을 활용해 서로의 부족
함을 채워줌으로써 파트너십, 더 나아가 네트워크의 효과를 충실히 달성함

구로문화재단,
구로구청 등 기관, 시설
•사업 추진 및 행정지원
•전문정보 제공 및 홍보

천왕예술마을 추진단
•문화기획자 PM
•사업 운영 총괄
•네트워크 구축

● Collaboration : 위에서 언급한 각기 지닌 자원으로서의 장점(공간, 재원, 콘텐츠, 개인과 기관과 단체들만
의 해당 분야 전문성 및 정보력 등) 등이 결합하여, 사업 추진의 장애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들을 효과적으
로 해결할 수 있었음, 다만 콘텐츠의 내용을 심화하기 위해 마을 외부의 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들이 보
다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일부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음

서울문화재단
•재정 및 컨설팅 지원
•사업 홍보 지원

구로구 주민단체 및 주민
•사업 리서치 지원 및 정보 제공
•차년도 진행 사업 관련 사전 협의(오류동)
•학습공동체 참여

‘예술마을 톺아보기’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구석구석 마을 탐색 in 천왕, 오류’는 천왕동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청년세대, 1인
가구, 공동체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과 움직임을 찾아내어 듣고, 말하는 프로젝트다.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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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김진은 천왕 7단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청년들과 함께 청년들의 움직임을 활성화하
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청년세대를 주목하고 이를 통
해 청년들의 움직임이 다시 마을공동체의 뿌리가 되기 바로 직전 과정인 ‘만나서 함께 나누
기’의 과정을 제안하고 실행했다.
두 번째 ‘마을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프로젝트’는 마을주민들의 사랑방인 마을회관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디자인으로 개방감과 활력을 줄 것인지 예술가와 마을주민들이 함께 고민하
는 프로그램이다. 예술가들이 주민 공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함께 설계하는 과정을 통해 공
간을 새롭게 인식하며 공간 활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천왕예술마을축제-천생연분’은 천왕예술마을축제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프로그램
이다. 마을축제를 기획하고 실행한 주체는 천왕예술마을추진단의 주민들이다. 다른 지역들
의 축제와 차별화되는 점은 운영이 다소 어설프더라도 실험하고 도전하는 축제에 방점을 두
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축제의 짜임새는 다소 허술하고 부족했지만, 주민들이 함께 축제
를 만들어가면서 주민들의 ‘긍지’가 발현될 수 있었다. 저마다 부스 홍보판을 만들고 공연을
준비하며 공연자와 관람자가 뒤섞이는 혼돈 속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공통분모
가 묘한 안정감을 선사한 재미있는 축제가 되었다. 이 혼란 속의 안정감과 긍지야말로 지역
축제, 동네 축제가 안겨주는 큰 선물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천왕동 마을축제 ‘구석구석 천생연분’은 2018년 10월 13일(토) 천왕동 연지근린공원
에서 열렸다. 지역 주민 모임인 천왕예술마을추진단과 천왕예술마을연합회, 구로문화재단
이 공동주최하고 주민기획단이 아이디어를 모아 주민들이 함께했다. 동네를 가로지르며 신
나는 마을 퍼레이드와 흥겨운 예술 공연이 펼쳐졌고 공원에서는 놀 구석, 볼 구석, 먹을 구석,
팔 구석이 전개되었다. 그야말로 마을공동체가 즐거움을 나누는 화합의 마당이 되었다.

[천왕동 마을축제 ‘구석구석 천생연분’ 프로그램]
네 번째 ‘주민학습공동체(COP) 지원’은 천왕중학교 미술 교사가 마을 수업을 통해 지역과 교류하고, 동아리 강
구분
거리퍼레이드

■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동네를 가로지르며 마을에 축제를 알리고,
각자 준비한 활동들을 장소에 맞게 공연

놀 구석

■ 다양한 놀거리를 부스를 통해 참여자들과 공유
■ 참여 개체들과 함께 놀잇감을 가지고 놀고 그리면서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축제의 재미 선사

볼 구석

■ 동네 사람들이 준비한 공연과 전시를 통하여 동네의 시간, 공간, 사람을 만나는 자리

먹을 구석
팔 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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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주민들은 구현하고 싶은 기획과 실행을 과감하게 시도해보는 프로젝트다. 세밀화 작가인 오윤정은 세밀
화를 통해 마을 달력을 제작·배포했고, 양정희는 마을 사람들이 가장 잘 부르는 노래를 천왕마을회관 노래방을
통해 녹음·배포했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마을의 경관을 만들어내는 생
태계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 참여자들 대상으로 마을주민들이 준비한 다양한 먹거리를 체험
■ 쓸모없어진 물건들을 교류, 판매, 수리하는 등 다양한 나눔과 판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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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확장

신도림
오페라하우스

ⅩⅠ

신도림
예술공간 고리

공간의 확장

신도림선상역사
문화철도959

오류아트홀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신도림
다목적문화예술센터

신도림동

문화예술 공간의 확장으로 역동성 더해

신도림동
고척2동

재단 발전의 역사는 공간의 확장과 궤를 같이한다. 그 시발점이 된 것은 구

고척동
궁동

로아트밸리 예술극장을 중심으로 한 갤러리와 소강당이다. 재단은 성남아

개봉1동

고척1동

트센터, 충무아트홀 등 우수한 문예회관을 벤치마킹하여 공연, 전시, 교육

수궁동

을 바탕으로 예술 공간을 일궈나갔다. 2018년 현재 갤러리 구루지, 신도림
예술공간 고리, 신도림 오페라하우스 야외극장, 신도림 오페라하우스 지

오류1동

구로5동

구로동

개봉동

온수동

구로1동
개봉2동

하 소극장, 신도림선상역사 문화철도959, 남구로시장 내 구로꿈나무극장,
오류문화센터 내 오류아트홀에 이르기까지 구로의 문화예술 공간은 비약

구로2동
구로4동

오류동
오류2동

적으로 확장되어왔다.

개봉3동

이제 시간의 흐름을 따라 재단의 문화공간이 역동적으로 확대되어 온 과

구로3동

정을 살펴보자. 재단은 2007년 8월 1일 창립되었지만, 구로아트밸리 예술
극장의 준공은 그해 10월 말에 이뤄졌다.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근처에
구로구민회관이 이미 건립되어있는 상태였다.

항동

가리봉동
천왕동

당시 문화 인프라 조성을 위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유치하면서
2008년 7월 구청 조직경영과에서 관리하던 구로구민회관의 관리 주체를
문화체육과로 이전함과 동시에 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구로꿈나무극장

구로구민회관 사무동에 있던 구로문화원과 전시실 중 구로문화원을 고척

구로청소년
문화예술센터

동 123전자타운으로 이전시키고 전시실을 없앤 후 2008년 7월 16일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유치했다. 이는 문화 분야 인센티브 실적에 큰 보
탬이 되었다(그 후 구로문화원은 오류문화센터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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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마포구로 이전하였다).
2008년 신도림역 부근에 신도림테크노마트가 개관하였다. 이후, 구로구에 기부했던 신도림역 지
하 환승 통로 공간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현재 신도림예술
공간 고리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2011년 7월부터 재단이 3년간 운영하다가 잠시 운
영 주체가 프린지네트워크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2017년 1월부터 다시 재단이 3년간 관리·운영 중
이다.
이밖에도 재단은 구로구가 2016년 12월 신도림역 선상 역사 2·3층에 조성한 문화철도959를 구로
구와 위·수탁 관리 협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7년 9월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재개관한
신도림 오페라하우스도 위·수탁 협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2018년 3월 27일 오류문화센터가 개
관한 후 오류아트홀에도 상주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 중이다.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구의회 복합청사 전체 현황
■ 지리적 특징
● 구청사거리 국민은행 뒤쪽에 위치하여 도로에서 안 보임
● 노후주택 밀집 지역 및 구민회관, 초·중·고와 인접

층별 주요용도
■ 건물 특징
● 연면적 7,477㎡, 대지면적 2,271㎡, 건축면적 1,362㎡
● 지하 3층, 지상 6층으로 의회(3∼6층)와 복합 사용

■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공간 현황
● 총 579석(1층 380석, 2층 199석) 규모의 복합공연장

구역

층별

구분

시설 내용

공동구역

지하 2∼3층

주차․기계공간

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지하 1층

문화․사무공간

소강당, 갤러리*, 재단 사무실, 주차장

지상 1층

문화․편의공간

안내데스크, 로비, 카페, 어린이영화제 사무국*

지상 2∼4층

문화공간

공연장 579석(2층 380석, 3·4층 199석)

지상 3층

구의회 사무공간

사무국장실,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지상 4층

문화․구의회 사무공간

의장실, 부의장실, 각 위원실

지상 5층

구의회 사무공간

내무행정위원회의실, 소회의실, 의원휴게실

지상 6층

구의회 사무공간

본회의장, 도시건설위원회실, 체력단련실

예술
극장
구역

● 소강당(지하 1층, 142.84㎡)
● 갤러리(지하 1층, 263㎡)
● 분장실(4개, 60명 수용)
● 주차시설 : 53면
(인접 구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245면을 구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
■ 교통
● 지하철 : 1호선 구로역 10분, 2호선 신도림역 20분 / 대림역 10분
● 버스 : 1호선 구로역 마을버스 5분, 2호선 신도림역 일반 버스 10분 / 대림역 마을 버스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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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구역

*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지하 1층에 있던 갤러리는 2015년 말까지 전시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현재는 상주 예술단체, 구립 예술단체, 연고
예술단체 등의 연습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2016년부터 재단의 각종 전시사업은 구로구민회관 1층 옛 전시실을 공사하여 새롭게 조성한
갤러리 구루지에서 진행 중이다.
* 어린이영화제 사무국은 본래 키즈 북카페였던 공간이다. 구의 요청으로 2013년부터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사무국 사무실로 사용
중이다. 당시 무상으로 기증받은 책들은 1층 로비로 옮겨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휴식을 취하며 읽을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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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2007.12.∼계속) 현황
■ 공간개요
● 주소 : 구로구 가마산로25길 9-24
● 개관 : 2007.12.15.(공식 개관은 2008.07.22.)
● 프로시니엄 아치 형태의 중극장 크기(611석 : 1층 380석, 2층
199석, 발코니 10석, 구조변경석 22석)이며 실제 티켓 판매 가
능 좌석은 579석
● 무대(131㎡), 측무대(75㎡)
● 분장실(4개, 60명 수용)
● 무대 시설 : 에이프론 1개, 방화막 1개, 면막 1개, 끌막 3개, 하늘막
1개, 조명봉 4개, 장치봉 12개, 스크린 1개, 음향반사판 7개, 파노
라마 조명봉 4개, 오케스트라 승강무대 1개, 승강무대 2개, 하강
무대 4개, 이동무대 2개
● 음향시설 : 메인 스피커, 에이프론 스피커, 발코니 스피커, 서라
운드 스피커, 믹싱콘솔, 컨덴서, 마이크로폰, 다이내믹 마이크로폰, 무선 마이크로폰
시스템, 인터컴 스테이션, 컨트롤 룸
● 조명시설 : 비상운영체제(back-up console/ups)와 무대 상부의 기존 서스펜션 외에
자유로운 회로분배를 위해 갤러리 멀티회로와 월포켓(wallpocket)이 설치되어 있으
며 발코니 형식의 프론트와 발코니 등 다양한 각도의 투광구조가 설치됨
● 시설사용료

구역

사용시간

예술극장(총 579석)
1층 380석(휠체어석 6석 포함)
2층 199석

사용료
구 추최 및
후원하는 행사

공연

단체행사

평일

400,000

500,000

900,000

주말 및 법정공휴일

480,000

600,000

1,080,000

오전(09:00∼12:00)

200,000

250,000

450,000

오후(13:00∼18:00)
준비대관료
준비
야간(19:00∼22:00)
리허설 철수

200,000

250,000

450,000

240,000

300,000

540,000

공연대관료
1회 공연시

주말 및 법정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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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오후/야간으로 나뉘며
평일 준비대관료의 20% 가산됨

CF 및 방송촬영

5시간 기준
평일 1,200,000
주말 1,440,000

비고

기준시간
초과시
30% 가산
기타
부대설비
사용료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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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민회관(2008.07.∼계속) 현황
■ 공간개요

구로아트밸리 소강당(2007.12.∼계속) 현황

● 주소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25길 21

■ 공간개요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과 인접)

● 주소 : 구로구 가마산로25길 9-24

● 준공일 : 1989.02.15.

● 개관 : 2007.12.15.(공식 개관은 2008.07.22.)

● 대지면적 : 7,901.3㎡(2,394평)

● 규모 : 142.84㎡

● 연면적 : 3,586.2㎡(1,086평)

● 보유시설 : 피아노, 빔프로젝터, 의자, 테이블, 기본 음향

●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 시설사용료

● 구민회관(대강당) 시설 면적 : 1,673.84㎡(506.33평)

구분

소강당

부대시설

시설현황

대관료(원)

1시간
(09:00∼18:00)

20,000

1시간
(주말 및 18시 이후)

24,000

빔프로젝트/스크린

1시간

10,000

구분

구로평생학습관 부분

구로구민회관 부분

노트북

1시간

5,000

계

1,912.39㎡(578.49평)

1,673.84㎡(506.33평)

팀파니

1회

20,000

소강당에 한함

3층

피아노

1일

30,000

조율비 별도

2층

무선마이크

1개

5,000

무선마이크 2개(유선마이크 2개 무료)

1층

냉/난방

1시간

3,000

11월∼3월 난방의무 / 6월∼9월 냉방의무

142.84㎡

비고

※ 대강당 : 545석(1층 349석, 2층 196석)

사용시간

기본 사용시간 2시간
(준비시간 별도 50%)

● 운영방식 : 재단 직영
● 층별 현황

구로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서울상공회의소

구로학습지원센터
갤러리 구루지

지층

구로희망복지재단
연습실

대강당
만사ok사업단
창고

대강당

현관

기계실

전기실

창고

● 시설사용료

구분
리허설

본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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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간

사용료

냉난방포함

2시간

121,000

165,000

3시간

176,000

242,000

3시간

209,000

275,000

4시간

275,000

3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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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아트밸리 갤러리(2008.05.∼2015.12.) 현황

구로아트밸리 키즈 북카페(2010.04.∼2013.03.) 실적*

■ 공간개요

■ 공간개요

● 주소 :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25길 9-24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B1)

● 공간명 : 구로아트밸리 키즈 북카페(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1층)
● 이용시간 : 11시∼18시(월∼토)

● 규모 : 면적 212㎡

● 이용대상 : 유아 및 아동, 부모

● 주요시설 : 레일조명, 액자걸이, 이동식 파티션

● 도서구비 : 3,000권(유아 및 아동도서 출판사 및 지역 주민 등 기증)*

● 운영방식 : 민간위탁(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

● 2010∼2012년 상주단체 연계 프로그램 운영
- 극단 사다리 <책 이야기>, <반쪽이>, <중국 임금이 된 머슴> 외 14편 공연

* 갤러리 구루지 개관에 따라 전시 용도의 사용은 중단하고 현재 상주단체, 구
립 예술단체 공연 연습, 문화예술교육 사업 진행 등 다목적으로 활용 중

* 현재는 키즈 북카페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실적’이라 표현함. 현재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
화제 사무국의 사무실로 사용 중
* 보유 도서는 모두 1층 ‘만남의광장’으로 옮겨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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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예술공간 고리(2011.07.∼현재) 현황
서울시 ‘생활밀착형 제4의 문화공간’ 사업의 일환으로 신도림
역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을 증진하
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참여를 높여 삶의 질을 제고함으로
써 웰빙라이프에 기여하는 창의적 공간으로 운영한다.

■ 공간개요
● 운영 목표 : 서울 서남권의 생활문화센터로 자리매김. 지역민 밀착형 문화공간 조성
● 주소 :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117-21
-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사와 테크노마트의 환승 통로(B1)에 위치

● 개관 : 2011.07.01.(개관일부터 2013.12.31.까지 재단에서 운영)
● 규모 : 752.9㎡
● 주요시설 : 세미나실, 음악연습실, 무용연습실 등

갤러리 구루지(2015.11∼계속) 현황

● 운영방식 : 서울시 민간위탁(구로문화재단, 2017.01.01.∼2019.12.31.)

[대표적인 기획사업]

구민회관 1층에 전시공간이 조성되기를 바라는 지역 예술단체들의 기대에 부응함
으로써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의 증진을 도모한다.

■ 아마도창작소
■ 공간개요

● 예술텃밭 : 술컵, 예술 상자를 참여자와 함께 제작하여 채소를 가꾸는 작업

● 운영 목표 : 1년 365일 상설 전시 추진

● 언니네무용단 : 예술작품 감상을 통해 몸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워크숍

● 주소 :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25길 21(구로구민회관 사무동 1층)
● 개관 : 2015.11.05.

■ 일상소통프로그램

● 규모 : 면적 182㎡

● 런치BOX : 고리를 찾는 직장인들의 영화감상 프로그램

● 주요시설 : 간접조명, 액자걸리, 조형물 받침대

● 관계순환형 일상공간 운영 : 드로잉쇼, 워크숍, 체험, 아트마켓, 예술가 만남

● 운영방식 : 재단 직영

● 고리DAY : 버스킹어데이@신도림

● 시설사용료

- 기간 : 2013.09.27.∼09.28./12.14.
- 내용 : 아마추어 거리 공연 50팀, 초청공연 10팀, 체험프로그램, 체험전시, 놀이마당, 선물제작

구분
갤러리

사용시간
전시대관

사용료
냉/난방

사용료(원)
1일
(10:00∼18:00)

* 기본 대관료에 포함되는 사항 : 기본적인 작품걸이 및 기본 조명 제공. 이동 파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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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1일(8시간 기준)
10,000/1일(8시간 기준)

비고

■ 커뮤니티아트 퍼포먼스
● 일시 : 2013.12.12.∼12.18.(5일간 15:00∼)
● 내용 : 라이브 드로잉쇼, 설치미술, 연극, 재즈 공연, 도큐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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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박스 시네마(舊 고리영화방)

● 사업형식

● 기간 : 2017.01.11.∼02.22.(고리영화방 진행)

- 협업을 기반으로 한 공연, 전시, 체험 워크숍 등의 실험적 방식으로 운영
- 부대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참여자들의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2017.04.26.∼11.29.(‘럭키박스 시네마‘로 개편 진행)

● 진행 : 매주 수요일 영화 상영(고리영화방)
- 매월 1∼2회 사전홍보 후 진행(럭키박스시네마)

[2018년 신도림예술공간 고리 공간 활성화 사업]

● 진행장소 : #고리(舊 Cafe동네:북)
■ 너와 나의 예술고리-모두의 전람회(상반기)
■ 고리 기획전
● 기간 : 2017.05.12.∼05.13.(상반기)

● 기간 : 2018.02.08.∼2018.06.24.
● 내용 : 분기별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연합전시회

- 2017.10.21.(하반기 사전프로그램)

● 장소 : 다목적홀 B·C

- 2017.10.27.∼10.28.(하반기)

● 대상 : 지역 내 사전 신청자 또는 현장에서 모임 참여를 원하는 시민

● 장소 : 다목적홀

● 전시내용

● 사업대상 : 작품 전시 및 발표 기회를 필요로 하는 신진 예술가
다목적홀 B

● 사업형식 : 전시, 공연, 아트페어
● 사업내용 : 예술마켓을 운영하며 다양한 장르의 미술작품을 전시하고 시민들이

구분

전시명

내용

운영방향

1
분
기

고리 다시 보기
<책갈피 1 :
제작 노트>

고리 사업 중
우수작품 다시 보기,
예술 활동 중
제작과정 소개

1) 윈도우갤러리를 활용, 보다 쉽게 전시·관람이 가능하게 함
2) 2017년 <신도림 서무날-지하철 일상다반사>의 패션쇼에 실제
사용했던 의상과 무대를 활용하여 다양한 장르의 전시를 진행
3) 작품뿐만 아니라 각 참여 사업의 소개와 사진, 제작과정을 알
수 있는 작가의 제작 노트 등 내용을 추가하여 기존 고리 사업의
결과물을 통한 신규 사업에 관심과 참여를 유도

2
분
기

예술 도구
사용법
<책갈피 2:
매뉴얼>

예술가의
창작활동에 쓰이는
도구를 중심으로
생활문화콘텐츠
소개

1) 창작 과정 중 활용하는 도구를 중심으로 생활문화예술 활동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결과물도 함께 전시
2) 입체전시를 통해 기존 평면 전시의 형태적 제약을 극복
3) 실제 물품을 전시하여 흥미 유발 및 관람 유도, 관람 시 작품
훼손이나 분실에 유의하여 동선 안내 및 안내물 비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예술가들 간 협력을 기반으로 네
트워크 플랫폼 구축

■ 신도림 서무날-지하철 일상다반사
● 기간 : 2017.11.08.∼11.15.
● 장소 : 다목적홀 및 인근 문화시설
● 사업대상 : 서남권 지역 시민, 지역 동아리 및 예술가
● 사업형식 : 전시, 패션쇼, 공연, 워크숍

다목적홀 C(#고리)

● 사업내용 : 일상적 소재인 ‘지하철’을 주제로 누구에게나 친숙한 문화예술 콘텐
츠를 제공하여,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생활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 마련

1
회
차

2
회
차

모두의 전람회
PART. 1

구로구 및 서남권
활동 동아리 및
신진 예술가의
합동전시

1) 관람객에게 동아리 소개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개자료 및
캡션 개별 제작
2)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서남권 동아리 및 생활문화 예술 활동 소개
3) 고리와 인접해있는 유사 공간 문화철도959 작가들과 협업하여
신진 작가 및 각 공간 소개

모두의 전람회
PART. 2
- 동아리 열전

구로 동아리 클럽
상반기 합동전시

1) 재단과 연계하여 지역 활동 중심의 동아리 선정 및 활동
결과물을 전시함으로써 지역과 더욱 밀착하는 계기 마련
2) 관심 있는 지역 거주민들이 직접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방법, 공식 연락처를 안내하는 안내문 제작

■ 다 함께 놀자 X 고리Day
● 기간 : 2017.07.01.∼12.02.
● 장소 : 신도림예술공간 고리
● 사업대상 : 고리 공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아마추어 예술동아리
● 사업내용 : 공모를 통해 참여팀을 선정하여 활동 지원을 매개로 고리의 공간 활
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회의 진행 및 프로그램 기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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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나의 예술고리-모두의 전람회(하반기)

■ 세부시설 현황

● 기간 : 2018.07.17.∼2018.12.15.
● 내용 : 분기별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연합전시회
● 장소 : 다목적홀 B·C

공간명

연극•무용•안무 연습실

세미나실

용도

무용&연극

인문학&교육&세미나

면적

91m²

53m²

장비

마루바닥, 이중 출입문, 벽면 거울,
무용 바, 커튼, 탈의실, 음향장비

프로젝터 및 스크린, TV세트, 책상,
의자, 컴퓨터, 음향장비

공간명

다목적홀 C(#고리)

다목적 홀 A, B

용도

생활문화 전시 공간 및 사무실

전시

● 사업대상 : 지역 내 사전 신청자 또는 현장에서 모임 참여를 원하는 시민
● 전시내용
사진
구분

장소

내용
전시명
전시내용

고리 시각예술 동아리들의 풍경화, 인물화 등 작품 전시

운영방향

1) 고리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시각예술 동아리들에 작품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고리와 대관자와의 협업 및 교류 기회 마련
2) 릴레이 형식의 전시 진행방식을 통해 작품 교체 주기를 약 한 달로 줄여
시민들이 일정 기간 내에 더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함
3) 관심 있는 지역 거주민들이 직접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방법과
공식 연락처를 안내하는 안내문 및 전시용 도록 제작

다목적홀
B
3
분
기

전시명
다목적홀
C
(#고리)

4
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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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전시내용

식물을 주제로 활동하는 예술 동호회 및 단체들의 작품들로 구성된 전시
사진

운영방향

1) 도심 속 정원을 테마로 하여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시민의 쉴 자리 제공
2) 유화, 수채화와 같이 친숙한 회화 작품부터 보태니컬 아트(세밀화), 원예작품 등
여러 장르의 작품을 전시하여 작품 구성의 다양성을 추구
3) 생화(원예작품) 전시로 시각·후각적 자극을 통해 공감각적인 관람 가능
모두의 전람회 : 너와 나의 예술고리

면적

77m²

300m², 112m²

장비

전시 레일, 조명, 액자걸이, 테이블

천장 및 바닥 레일, 가변식 파티션, 간접조명

공간명

종합음악연습실

시각예술실기실

용도

악기&노래 연습

미술&기타 연습

면적

83m²

79m²

장비

음향 녹음기기, 연주자용 의자,
보면대, 업라이트 피아노, 드럼세트

작업 테이블, 일반 의자, 스툴형 의자, 이젤

전시명

다목적홀
B
/
다목적홀
C
(#고리)

책갈피 3: 인생을 담은 예술작품

전시내용

2018년 고리의 한 해 사업기록을 작품 전시를 통해 공유

운영방향

1) 따로 진행했던 세 갈래의 프로그램을 압축적으로 보여주어 기획사업의 운영
방향과 취지를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2) ‘멍석’ 프로그램의 경우 1차 참여팀의 앙코르 전시 진행
3) ‘멍석’ 전시 중 참여도가 높았던 시민참여 프로그램 기존 완성작과 신규
프로그램을 함께 전시하여 시민들의 생각을 서로 공유·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는 재미를 더함
4) 연간 사업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적는 참여
프로그램을 공간 한 쪽에 마련하여 생활예술에 대해 시민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함

사진

발자취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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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기획사업 ]

■ 어르신 문화예술교육 사업 - 이야기가 샘솟는 극장
● 기간 : 2017.05.∼2017.09.
● 교육장르 : 연극/공연
● 참여자 : 어르신 20명/관람객 134명
● 사업내용 : 어르신 연극교육/창작공연 <우당탕탕 이사왔어요>
● 추진실적 : 시민연극제 금상 외 4개 부문 수상(2017.09.15.), 연극 공연 발표회(2017.09.23.)

■ 어린이 꿈나무 문화예술학교 - 호호아줌마의 꿈나무 놀이터
● 기간 : 2017.05.∼2017.08.(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운영)
● 장소 : 꿈나무극장
● 교육대상 : 미취학 아동(5∼6세/7세)
● 참여인원 : 어린이 40명
● 사업내용 : 음악, 미술 연계 놀이로 풀어내는 통합문화예술교육

구로꿈나무극장(2016.11.∼계속) 현황

■ 2018 무료 영화 상영 - 조조 시네마, 무비 투게더!
● 기간 : 2018.04.∼2018.08.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예술 공간이자 지역 연

● 장소 : 꿈나무극장

고 예술단체의 창작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이 친

● 관람료 : 무료

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을극장으로 자리매김했다.

● 사업내용 : 정기적으로 어린이 영화 및 일반 영화 상영

■ 공간개요
● 운영 목표 :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마을 문화공간 조성
●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26길 54(남구로시장 안에 있는 구로구 시설
관리공단 건물 4층)
● 개관 : 2016.11.17.
● 규모 : 153석(가변식 객석)
- 객석을 접을 경우의 면적 285㎡

● 주요시설 : 분장실 1개
● 운영방식 : 재단 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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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선상역사 문화철도959

● 운영실적

(2017.02.21.∼계속) 현황
1·2호선 환승역인 신도림역의 뛰어난 접근성을 살려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여 전

구분

2층 키즈카페 이용객(명)

3층 문화교실 대관 건수

운영수입(원)

2017년

17,908

245

72,966,000

2018년

13,178

230

64,606,000

문 예술단체와 함께 운영한다.

■ 공간개요
● 운영 목표 : 신도림 지역 영유아 휴게 공간 지원
과 신진 예술가의 인큐베이팅
● 개관 : 2017.02.21.
● 주소 : 구로구 새말로 117-21, 2∼3층(신도림동,
신도림 선상 역사)
● 규모 : 579.8㎡(2층 : 243.8㎡, 3층 : 336㎡)
● 운영방식 : 현재 민간위탁
● 이용시간 및 이용료
- 2층 키즈카페(2시간 기준) : 화∼일, 어린이 5,000원 / 보호자 2,500원 / 단체 3,000원
- 3층 문화교실(2시간 기준) : 20,000원∼50,000원, 부대사용료 별도

● 층별 현황

층별
2층
(243.8㎡)

3층
(26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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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면적

주요 장비

북카페

45.8㎡

도서, 탕비실, 탁자, 의자

키즈카페

198㎡

놀이방 3실, 미니 기차 1식,
도서 300권

다목적
문화교실 A

40㎡

서랍장, 탁자, 의자

다목적
문화교실 B

23㎡

서랍장, 탁자, 의자

운영사무실

26㎡

책상, 의자

문화교실과 창작스튜디오 관리 운영을
위한 사무실과 회의실

예술가
창작소

179㎡

탁자, 의자

20여 명의 젊은 예술가들의 회화,
디자인, 공예, 일러스트 창작 활동,
창작공간 공개, 이색관광 연출

상시갤러리
포토존

- 문화교실 외벽
- 창작공간 외벽

공간 활용
만남의 장소, 보호자 대기실, 기차모형의
카페 공간으로 구비된 책을 보는 공간
편백나무 놀이터, 볼풀 놀이터,
플레이 놀이터, 기차 놀이터
다양한 생활미술 강좌, 작가와의 만남,
아트상품 제작기법, 교양 강좌 등

미술 전시, 사진 전시 등 다양한 작품 전시
실물 기차 객실 외형에 플랫폼 사진 담기

발자취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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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확장

신도림 오페라하우스(2017.09.18.∼계속) 현황

● 시설사용료 : 부대 설비 대관료

모두에게 열린 생활문화 공간으로서 동아리 발표와 연습
의 무대,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 우수 협력단체와의 연계
프로그램, 무료 영화 상영 등을 추진한다.

■ 공간개요
● 운영 목표 : 신도림 지역문화 활성화 및 생활문화 공간 확대

구분

종류

대관료(원)

기준

음향장비

무선마이크 1개

5,000

2시간

조명장비

무빙, 파 라이트 등

30,000

2시간

영상장비

빔 프로젝터

5,000

2시간

무대장비

드림셋트

30,000

2시간

무대장비

피아노

5,000

2시간

냉/난방

시스템 에어컨

5,000

2시간

비고

지하 소극장에 한함

YAMAHA Drums, Paiste cymbals, SONOR Twin pedal

지하소극장에 한함. 11∼3월 난방 의무, 6∼9월 냉방 의무

● 신도림 오페라하우스(야외무대, 지하 소극장)
● 2018년 운영 실적

- 개관 일자 : 2017.09.18.
- 위치 : 구로구 구로동 3-39(신도림 테크노근린공원 내 상부 무대, 지하 소극장)

항목

- 규모 : 714㎡
- 용도 : 공연, 문화행사, 영화 상영 등

기획

● 층별 현황

사업

지하소극장

야외극장

온마을 댄스교실

104

69

협력단체(소울비트) 기획사업

23

30

영화 무료상영

37

4

구로구&구로문화재단 기획사업

29

14

순수 대관

45

32

238

149

공간명

면적

용도

주요 기자재

야외극장 무대

223㎡

밴드, 댄스, 콘서트

무대, 준비실, 객석, 기본조명, 이동식 음향시설

지하 소극장 무대

88㎡

연극, 연습실

무대, 조명·음향시설, 가변 준비실

운영 횟수 합계

야외극장 객석

314㎡

관람

플라스틱 의자 460석

대관 수입

지하 소극장 객석

88.5㎡

관람

플라스틱 의자 75석

● 시설사용료 : 대관 시설 및 대관료
구분

기본 대관료(원)

야외극장

10,000/1시간

지하 소극장

5,000/1시간

대관

3,633,000원

오류아트홀(2018.03.27.∼계속) 현황
비고
① 기본 사용시간 2시간 산정
② 평일 야간(18∼22시) 및 주말은 기본 대관료의 20%를 가산
③ 약속한 사용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 대관료의 10%를 가산

* 기본대관료에 포함되는 사항 1) 무대, 객석, 대기실 2) 공간사용, 기본조명, 보면대, 의자

오류동 행복주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오류문화센터
에 위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기획공연을 제공하고 대관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한다.

■ 공간개요
● 운영 목표 : 구로갑 지역의 복합 문화예술 전문공연장으로서 자리매김
●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20가길 38(오류문화센터 2층)
● 개관 : 2018.03.27.
● 규모 : 365석(가변식 객석)
● 운영방식 : 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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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확장

구로청소년문화예술센터(서울특별시교육청) 개관

● 층별 현황
시설명

내용

오류문화센터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5,565㎡

1층

오류행복어린이집, 운영사무소, 주차장(78면)

2층

오류아트홀, 공연사무실, 구로문화원

3층

행복주택경로당, 오류골 사랑방

4층

꿈나무장난감나라, 구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5층

구로문화원

구로 청소년들이 끼와 열정을 발휘하고 재능과 꿈을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로중
학교 국제관을 리모델링하여 개관했다.

■ 공간개요
● 개관 : 2018.10.24.
● 홈페이지 : http://sen.go.kr/crezone3
● 연혁

● 시설사용료

- 2017.04. : 구로청소년문화예술센터 구축 준비위원회 발족
- 2017.11. : 구로청소년문화예술센터 개관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구분

기준

오류아트홀
(휠체어 3석 포함)
(총 365석)

1회 3시간

사용일
평일
주말 및 법정 공휴일

사용료

비고

공연(원)

방송·촬영(원)

240,000

600,000

평일 기본 대관료의 20% 가산됨

- 2018.03. : 구로중학교 국제관 리모델링 착공
- 2018.10. : 서울특별시교육청 구로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

● 세부시설
시설명

내용
- 뮤지컬, 댄스 연습공간
- 빔프로젝트로 영상 상영 및 강의 가능(이동식 책상, 의자 사용)

다목적실

● 2018년 운영실적
- 가동 현황: 61회(기획 및 공동 사업 22회, 대관 공연 39회)
- 관람 인원: 9,881명(기획 및 공동 사업 3,806명 / 대관 공연 6,075명)

미디어공방
세미나실

대관수입(원)

기획 및 공동사업(원)

계(원)

금액

38,515,000

6,194,000

44,709,000

비고

30∼50명

- 실습공간에서 제작한 UCC나 단편영화를 학생들이 직접
상영하고 강사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공간
- 디지털 편집교육, 미디어 이론 교육, 각종 기술강좌 실습 및
워크샵 강좌 진행 가능

- 운영수입 현황

구분

비고

15명

강의, 연수, 회의 등이 가능한 공간

댄스연습실

15∼20명

전면 거울 및 충격 완화 댄스플로어가 깔려 있는 댄스 전용 연습실

소극장

뮤지컬 전용 소극장

25명
122석(장애인석 포함)

뮤지컬/연극 연습실

뮤지컬, 연극, 댄스 연습이 가능한 전면 거울 연습실

20∼30명

밴드연습실

방음시설이 완비된 드럼, 기타 등 악기 연주연습실

5∼10명

동아리실

강의, 연수, 회의, 세미나 등이 가능한 공간

20명

● 층별 안내
4층
3층

206

소극장 푸르나
(3·4층 연결)

2층

다목적실

사무실

1층

사무실

관리실

뮤지컬ㆍ연극 연습실

동아리실
세미나실

댄스연습실

영상조정실

생생 스튜디오

영상 공작실

톡톡 스튜디오

상상 스튜디오

통통 스튜디오

소리 공작실

미디어 보물창고

월드카페

밴드연습실

미디어공방
악기/의상보관실

발자취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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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문화가
하나로 숨쉬는

행복 구로

문화
人터뷰
김창남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신의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김성국 구로시민센터 대표
배세영 폴리포니 색소폰 앙상블 단장
백경빈 ‘꿈의오케스트라 구로’ 지휘자
이난형 풍물놀이 ‘한맘패’ 상쇠
이상분 구로문화재단의 ‘비공식’ 구내식당
싸리골의 안주인
이정란 느티나무은빛극단 대표
조하연 문화예술협동조합 ‘곁애’ 대표
황현숙 구로구청 블로그 기자단
주태민 구로문화재단 문화정책팀장

문화人터뷰

문화재단을 사랑하는 사람들

한국대중음악상 시상과 구로아트밸리의 인연
성공회대학교는 구로 지역의 유일한 대학이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기에는 좀 아쉽다.
캠퍼스는 작지만 대한민국의 정치·사회·문화적인 영향력으로만 따지면 여느 종합대학들이 오히려
부러워할 정도다. ‘작지만 강한 대학’ 성공회대는 그렇게 구로 주민들의 자랑이기도 하다.

“제가 성공회대에서 강의를 시작한 게 1996년이니까 20년이 훌쩍 넘었네요. 구로문화재단이 이제
12년차니까, 제가 오히려 선배인 셈이네요. 하하하. 어쨌든 구로 지역의 문화 지형도를 이만큼 바꾸
었다는 점에서 문화재단의 활동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김창남 교수는 현재 신문방송학과와 문화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그의
활동 범위는 ‘교수’라는 틀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 한국대중음악학회 회장,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
장, 사단법인 ‘더불어숲’ 이사장, 사단법인 우리만화연대 고문 등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한 활동
을 펼치고 있다.

“사실은 이제 활동 폭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슬슬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 문제도 생각해야 하고,
너무 많은 일을 벌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창남

지역 내 문화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해야죠

김창남 교수의 폭넓은 행보에도 불구하고, 구로문화재단이
나 지역과의 연결고리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많지 않은 인연
가운데 단연 손꼽을 만한 것이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이다.
2016년 제13회부터 2018년 제15회까지 구로아트밸리 예술

괄목상대(刮目相對). ‘눈을 비비고 다시 본다’는 뜻의 사자성어로, 상대

극장에서 시상식이 열렸다. 올해 제16회 시상식 역시 같은 장

방의 학식이나 재주가 몰라볼 정도로 달라졌을 때 주로 쓰는 말이다.

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어쩌면 지난 10여 년 동안 구로지역의 변화를 나타내는 말로, 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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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적합한 건 없을지도 모르겠다.

“흔히 ‘대중음악상’이라고 하면 인기나 상업성을 기준으로

구로공단, 산업역군, 공돌이, 공순이…. 한때 구로

뽑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준은 좀 다릅니다. 크게 유명

를 상징하는 이런 어휘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

하지는 않아도 예술적 성취가 뛰어난 인재들을 장르별로 다

제 ‘아재’들밖에 없다. 오늘날 구로는 ‘디지털단지’

양하게 발굴해서 시상을 하죠. 대표적인 뮤지션이 장기하와

를 중심으로 ‘젊은피’가 뛰노는 지역이다. ‘디지털’

얼굴들, 자이언티 등입니다. 지금은 ‘인기 가수’의 반열에 들

과 함께 젊은 구로의 중심에 ‘성공회대학교’와 김

어섰지만, 우리는 이미 그 전에 그분들의 예술적 가치를 주

창남 교수가 자리하고 있다.

목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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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을 지켜온 ‘메아리’의 힘

“신영복 교수께서 작고하신 뒤 제자들과 함께 선생을

존재 그 자체만으로 구로의 상징이 되고 있다.

기리는 사단법인 ‘더불어숲’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대중문화에 대한 김창남 교수의 애정은 누구보

사장을 맡고 있는데, 지향점은 ‘우리 더불어 신영복

“사실 구로문화재단과 긴밀한 협력은 많지 않았습니

다 깊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대중음악’과의 인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

다. 구로지역 교육 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진행하거나

연은 유독 긴밀해 보인다. 1970년대와 1980년

고 지키자’입니다. 선생은 가시고 없어도 간간이 더숲

사회복지 운영 등을 맡아왔죠.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대에 대학을 다닌 이라면 누구나 기억할 만한

트리오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영복 선생을 생각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지식집단’으로서 앞

이름, 서울대학교 노래 동아리 ‘메아리’ 출신이

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되도록 응하려고 노력합

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문화재단과 연계해서 지역

라는 것과 무관하지는 않을 터. 잘 알려져 있는

니다.”

사회에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숲트리오의 실력은 신영복 교수 강연콘서트뿐 아

‘구로’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사실 구로는 ‘갑’과

니라 여러 차례의 단독 공연을 통해 검증받았다. 구로

‘을’ 지역이 나뉘어 있다. ‘갑’은 구로의 서쪽 지역으로

문화재단에서 주최한 구로시민의숲 축제에서도 그

발전이 ‘을’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더딘 편이다.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구로문화재단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갑과 을의 불

대로 그는 서울대학교 78학번이고, 메아리 출
신이고 '노래를찾는 사람들'의 창립 멤버다.

“재작년(2017년)에 백암아트홀에서 메아리
40주년 기념 콘서트를 열었어요. 공연 타이틀은 ‘고

간을 기억하고 상기시킨다. 때로는 서툴렀고 가

뇌하는 마음으로 노래를’이라고, 좀 고전적으로 뽑았

끔은 유치했고 또 더러는 손발이 오그라들 만큼

균형도 신경이 많이 쓰인다. 문화 전문가 김창남 교수

죠. 가수 윤선애를 비롯해서 메아리 출신 동문들이 무

부끄러운 기억도 있었지만, 우리는 이 노래들을

의 조언을 구해봤다.

대에 서서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습니다.”

통해 각자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냈다. 그렇게

성공회대학 등 기존 자원을 활용해보라

노래는 역사가 되었다. 우리가 노래를 잊어서는

“갑과 을이라는 구분이 꼭 필요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

40년.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뀔 만한 시간. 하나의 노래

안 되는 까닭은 그 노래를 통해 결코 잊혀서는

어떤 모임이나 단체를 보면 특별히 활동을 많이 하거나

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패가 그처럼 긴 시간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면서 날

안 될 역사를 기억하고 보듬어야 하기 때문이

나서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사람

문화시설이 갑 지역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죠. 하지만

마다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건 참 쉽지 않을 일이 아니

다. 우리의 삶은 결국 망각에 대항하는 기억 투

들이 있다. 구로 지역에서의 성공회대학교 위상이 바로

‘잠재성’으로 보면 갑 지역이 을 지역에 비해 뒤진다고

겠는가. 그렇게 쌓아온 시간들이 어쩌면 김창남 교수

쟁의 과정인 까닭이다.

그렇다. 구로문화재단과 많은 일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만 할 수는 없어요. 푸른수목원도 있고, 성공회대학교

가 대중문화 지킴이로 우뚝 서 있게 하는 힘일지도 모

- 출처: 네이버 블로그 ‘노래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를 일이다. 당사자가 아니면 미처 간파하기 힘든 그 의
미를 40주년 기념 콘서트 당시 김창남 교수가 남긴

김창남 교수와 ‘노래’의 깊은 인연은 또 있다. 신영복

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교수와 함께했던 ‘더숲트리오’다.
‘노래패’ 더숲트리오는 성공회대학교의 박경태·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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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기억의 연쇄이고 노래는 기억을 매개하는

업·김창남 교수로 이루어진 트리오다. 우리 마음속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우리는 어느 순간을 함

따뜻한 공동체적 삶에 대한 기억과 삶의 깊은 심연을

께한 노래를 통해 그 시간을 기억한다. 노래가

재치 있는 말과 멋진 화음의 노래로 풀어준다. ‘학내

기억되는 한 그 노래가 함께했던 시간을 결코

교수 노래패’였던 더숲트리오가 더욱 널리 알려지게

잊을 수 없다. ‘메아리’를 통과한 많은 사람들에

된 것은 성공회대 석좌교수였던 신영복 교수의 강연

게 ‘메아리’의 노래는 젊은 시절의 뜨거웠던 시

콘서트에 함께하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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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박신의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쓴 법이죠

도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불어숲’ 축제처럼 기존 문
화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 학교와
의 연계 프로젝트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옛 구로의 풍경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구로 지역을 상징하
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도 유리할 거고…. 오히려 이런 잠
재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닐까요?”

교에 이전보다 더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나 여기 있어요” 하는 적극적인 홍보를

덕분이다. 이렇게 서로 익숙해지면서 구로 지
역 발전을 위해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김창남 교수는 이외에도 구로문화재단의 활동에 대해 몇 가지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이다.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중요한 건 문화재단이나 아트밸리의 각종 프
“한국대중음악상 시상 때문에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구로아

로그램이 주민들의 삶의 일부로 인식이 되어

트밸리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아 이런 공연도 있구

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학교 교직원들도 함께 즐

마련했어도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저절로

길 만한 좋은 공연인데 아예 그런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참가를

찾아올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늘 오던 사

못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구로문화재단보다는 구로아트

람만 오는 거죠. 이 단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밸리가 상대적으로 더 친숙하고 익숙하지만, 저한테도 아직 존

그러자면, 기다리지 말고 직접 주민들을 찾아

재감이 부족한 것 같아요. 문화재단은 좀 더 그렇죠. 구로 주민

가는 문화서비스 발상이 필요한 것 같아요.

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오면 좋은 행사가 많다’ ‘여기 오면

그게 진짜 홍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좀 강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요. 돈 들여서 행사 유치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공연을 올리는데,

지난 2018년부터 성공회대학교는 ‘인문학’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널리 알려야 하지 않겠어요?”

강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입학한 뒤 3학기
동안 일단 인문학을 먼저 공부하도록 시스템

최근 김창남 교수는 구로 지역과 조금은 더 가까워지고 있는

을 강화한 것이다. 성공회대학교의 새로운 시

중이다. 신임 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문화재단 대표

작이 큰 성과를 거두는 한편, 그 성과가 구로

이사 등과 친분을 맺거나 더 깊어졌고, 이분들도 성공회대학

문화재단과도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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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문화재단 창립 11주년 기념 백서 발간을 위해 만

도까지 거의 다 뽑아놨고, 새로운 객석도 연구했습니

난 10명의 인터뷰이 가운데 ‘문화 전문가’는 두 사람

다. 모델로 삼기 위해 일본 야마구치도 두 번이나 다녀

이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김창남 교수와 경희대

왔고. 그런데 구청장이 바뀌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정

문화예술경영학과 박신의 교수. 그중에서 특히 박신

말 허망했죠.”

의 교수는 문화 관련 ‘정책통’으로 명성이 높다. 구로
문화재단의 ‘지나온 10년, 나아갈 100년’을 화두로 이

재단이 막 문을 열었을 당시의 일이니 제법 오래된 이

야기를 나눈다면, 이만한 적임자가 또 어디 있겠는가.

야기다. 당시 ‘미디어아트센터’의 구상은 뜬금없는 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이자 경희대학교 교

책 제안이 아니라 구로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던 프

라도 먼저 시작을 하면 전국적으로 촉발을 시킬 수 있

런데 국가보조사업은 재단과 성격이 잘 안 맞는 경우

수로서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써야 할 만큼 촘촘한

랑스 파리의 위성도시 ‘이씨 레 물리노’와 깊은 연관이

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고요.”

가 많죠.”

스케줄이지만, 구로문화재단과의 지난 인연 덕분에

있다. 정기적으로 미디어아트 축제를 열고 있을 뿐 아

어려운 시간을 내어주었다.

니라 미디어아트센터도 이미 잘 만들어져 있었던 것

기말고사가 멀지 않은 늦은 오후, 캠퍼스는 비교적 한산

이다. 이 때문에 문화적으로 내세울 게 없었던 구로구

했다. ‘대통령과 영부인 커플’을 배출한 학교로 상당한

에 이씨 레 물리노와 같은 미디어아트센터를 설립한

주목을 받았던 터라 여타 대학과 다른 점이 있을까 열심

다면 한 단계 문화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게다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아트는 한마

히 두리번거렸지만, 크게 다른 점은 찾을 수 없었다.

가 박신의 교수는 이씨 레 물리노 시의 미디어아트센

디로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아트’ 개

인터뷰는 지은 지 오래지 않은 경영대학원 건물의 교

터 관장과 개인적인 친분도 있었다. 덕분에 구로 미디

념과 달리 ‘누구나’ 창작을 할 수 있고 ‘쌍방향’으로 전

“실제로 지난번 성동구 문화재단의 조직 점검을 했는

수 연구실에서 진행되었다.

어아트센터 설립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달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예술’이라 불러도 과

데, 구로와 아주 비슷했어요. 성동문화재단은 조직을

안타깝게도 구청장이 재선에 실패하면서 모든 정책

언이 아니다. 디지털 미디어아트가 여전히 구로문화

정비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도서관의 통합이었

이 ‘없던 일’로 되고 말았다.

재단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이유다.

어요. 성동구나 성북구는 관내 도서관이 꽤 많은데, 그

이런 문제는 구로구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초 지자체

문화재단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해야 할 때

가 비슷하다. 예산 문제 때문에 열심히 보조금 사업을
하다 보면 재단이 사업을 하는 곳인지 지역문화 발달을

구로에 미디어아트센터를 세운다면…

진흥시키는 곳인지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것이다.

관리를 통합적으로 하게 한 거죠. 그랬더니 외형상으
“당시 저는 ‘미디어아트’가 구로의 새로운 문화 브랜

“인터뷰를 앞두고 구로문화재단의 현 상황을 다시 한

로는 조직이 정비되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안정이 안

“구로문화재단과 관련해서는 우선 섭섭하다는 얘기

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미디어는 일반 문화

번 살펴봤어요. 미래 계획도 점검해보고…. 10년 동

되는 거예요. 도서관과 소월극장 직원들이 물과 기름

부터 좀 해야겠네요. 하하하.”

예술과 달리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공평하게

안 직원도 많이 늘었고, 크게 성장을 한 것 같아서 반

처럼 분리된 느낌인 데다 재단도 마치 시설관리공단

보급을 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갈 수 있는 거잖

가웠어요.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잘 잡은 것 같아요.

처럼 되어버렸어요. 성동구나 구로구만이 아니라 전

박신의 교수가 ‘섭섭함’부터 꺼내는 배경에는 알 만한

아요. 특히 구로처럼 디지털은 발달했지만 문화 인프

하지만 ‘문화재단’이 가지는 일반적인 한계는 여전한

국 문화재단이 이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문화

사람은 다 아는 한 가지 사연이 있다. 지금 프로야구

라가 부족한 곳에서는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 게

것 같아요. 대부분의 문화재단이 독립적인 게 아니

재단이 도서관 관리, 극장 관리, 공연장 관리, 지역문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고척스카이돔구장

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이라도 다

라 극장이나 문예회관 등을 설립하면서 이를 운영하

화 활성화 등등 모든 걸 다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구로

을 지을 때의 기억 때문이다.

시 진지하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구로문화재

기 위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구로아트밸

문화재단도 이제 10년이 넘었으니 기초단위 문화재

단 창립 10주년이 넘었으니, 다시 한번 시도해보면 어

리 예술극장 같은 곳을 운영하면서 지역문화 발달도

단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당시 문화재단 자문회의에서 돔구장 건설과 동시에

떨까요? 아직은 전국적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미디어

신경 써야 되는데, 양쪽 다 어정쩡해지는 경우가 많아

고 생각해요.”

미디어아트센터를 함께 만들자는 제안을 했어요. 구

아트센터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는데, 4차 산업혁명

요. 또 이런저런 일을 다 하려다 보니 예산이 모자라

청장님이 흔쾌히 동의를 해서 적극 추진했지요. 설계

을 코앞에 두고 구로와 같은 ‘디지털 도시’에서 소규모

고, 이걸 메우려고 국가보조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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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지고 가지

의 전부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 모든 ‘오해’가 바

말고 예술과 문화를 분리해서 생각하자는 것

로 관객 연구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관객 연구

이다. 그리고 ‘예산’ 문제에 발이 묶여서 소모

는 한편 예산을 제대로 쓰게 만드는 길이면서 문화 향

적인 국가예산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성찰

유의 양과 질을 동시에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해야 한다. 한마디로 지역 문예회관과 문화재

문화 다양성이란 다문화를 포함해서 장애인, 소수민족,

단의 성격에 대해 고민하면서 정체성을 다시

성소수자, 탈북자 등 사회적·문화적 약자들을 ‘그들의

확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관점’에서 그들의 고유한 문화를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질 높은 관객이 질 높은 작품 만들어

것을 말한다. 장애인학교 설립을 방해하는 주민들 앞에

“구로는 이미 ‘디지털’이라는 특화된 지역 이미지가 있

서 장애아들의 부모가 무릎을 꿇어야 하고, 퀴어 축제

잖아요. 그걸 활용하는 길을 찾아야죠. 그중 하나가 제

를 공공연히 방해하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용인되는 사

가 계속 강조하는 디지털 미디어아트예요. 앞에서도 소

회에서는 진정한 문화 다양성을 논할 수 없다.

개한 구로구의 자매결연도시인 ‘이씨 레 물리노’가 작

“저는 재단의 문제와 함께 구로아트밸리와 같은 지역 ‘문예회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봐야 된다고

은 도시임에도 문화적으로 크게 인정을 받게 된 계기가

생각해요. 말하자면 대관만 할 거냐, 아니면 상주단체의 경쟁력이나 작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과

“문화 다양성은 단순히 약자들의 문화를 수용하는 문제

바로 전자도서관 도입이거든요. 전자도서관 덕분에 장

감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상주단체 지원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예

가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애인 등 문화소외 계층들이 집에서도 쉽게 책을 빌려

술성을 높이는 것과 더 많은 지역민들이 그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문예회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소모적인 갈등이 점점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문화란 누구도 소외되지

관은 예술성 향상보다는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에 우선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

커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서로 상대의 ‘문화’를 인정

않는 것이 중요한데, 미디어가 바로 그걸 가능하게 해

에는 작품성과 예술성을 높여야 제대로 향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

주는 거예요. 유튜브 등을 통해서 굳이 집 밖을 나오지

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생기고 있죠. 하지만 문화 다양

않고도 누구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미

박신의 교수가 진단하는 바에 따르면, 지난 정권 시절 문화 향유의 양과 폭은 상당히 늘었지만 수준

성이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술적 취향

디어아트죠. 그래서 디지털을 활용한 미디어아트는 개

은 오히려 하향 평준화가 되었다. 덩달아 작품에 대한 만족도도 낮아졌다. 지금 필요한 것은 향유의

이나 능력을 어린 시절부터 키워야 되듯 문화 다양성에

념의 문제이지 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예술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대한 인식도 어린 시절부터 키워줘야 돼요. 물론 성인들

는 디지털단지를 최대한 활용한 미디어아트 개발이 구

도 가능한 한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되고요.”

로문화재단의 숙제이자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질 높은 관객이 질 높은 작품을 만들어요. 그래야 사회도 발달하죠. 상주단체들의 전문성과 예술성

진보를 바탕으로 예술과 생활을 융합하자는 것이죠.”

을 높이고 이를 통해 수준 높은 관객을 개발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전에 비해 예산은 훨씬 더 늘
었지만 질적으로는 그다지 높아진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관객’에 대한 연구가 없기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발굴, 활용하기를

때문이에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통칭을 하지만 사실 계층별, 계급별로 다 다르거든요. 외국에서는

긴 인터뷰가 끝나고 돌아 나오는 길. ‘디지털’이라는
막강한 브랜드를 바탕으로 미디어아트를 구로의 새

통계를 바탕으로 관객을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린 기초 자료조사도 아직 되어 있지

문화 다양성의 측면에서 구로는 새로운 철학을 적용

로운 브랜드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박신의 교수의 주

않은 수준입니다. 지금이라도 ‘관객에 대한 연구’를 철저히 해서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해보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일단 ‘다문화 가정’

장 혹은 바람은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과 소외된 계층이 타 지역에 비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머릿속을 가득 메운다. 이와 더불어 ‘공유경제의 개념’

문예회관과 문화재단이 강조하고 있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도 그 바탕에는 제대로 된 연구가 필

박신의 교수가 문화 다양성과 함께 구로문화재단에

과 ‘예술기업가 정신’을 가진 젊은 예술가들을 구로 지

요하다. 소외 계층을 위해 만들었다는 각종 공연의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소외 계층이 자리하고 있

서 제대로 접근해줬으면 하는 또 하나의 방향은 바로

역에 모일 수 있도록 지역문화사업을 다시 재구성하

는 경우는 많지 않다. 또, 요즘은 문화 다양성을 무척 강조하는데, 알고 보면 ‘다문화’를 문화 다양성

‘지역 자원의 발굴과 활용’이다.

자는 제안도 어떻게 나타날지 자못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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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취지에 걸맞게 구로시민센터는 분야별로 매우 다양한 소모임과 지역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우선 교육 분야에서는 부모강좌와 주말체험학교, 즐거운 책읽기·글쓰기 교실을 수시로 열고 있다.

구로시민센터 대표 김성국

풀뿌리부터
건강하게
만들어야죠

환경 분야에서는 2002년부터 생활협동조합(생협)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지 견학, 주말농장, 아
파트 생태교실 등의 환경체험교육을 꾸준히 열고 있다. 문화 분야에서도 활동이 적지 않다. 풍물·기
타·밴드·합창단·산악회 등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지신밟기, 지하철역 사진전 등의 문화행
사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교육이나 문화 이외에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선
거가 있을 때면 감시자로 나서기도 하고, 평시에는 지역 행정의 감시·견제 역할을 맡고 있죠. 회원
들을 위한 캠프나 축제를 열기도 합니다. 지방재정 자립도는 높은 편이 아니지만 그 덕분에 주민 의
식만큼은 어느 구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어요.”

구로 지역은 대한민국 현대사와 여러 모로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소위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바
탕이 ‘구로공단’이었고,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

우려 반 걱정 반에서 긍정적인 효과로

과로 탄생한 직선제 대통령 선거의 부정행위를
고발하는 ‘구로구청 항쟁’의 중심이기도 하다. 또

김성국 대표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내와 두 딸이 있다. 시민단체 대표답게 가족들도 활동에 열심이다.

한 한국 노동운동의 메카로서 구로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심에 우뚝 서 있다. ‘구로시민센터’ 역

“작은아이가 특히 열심이에요. ‘우리동네오케스트라’ 활동을 3학년 때부터 졸업 때까지 계속했어

시 그 연장선에 서 있지만, 이제 방향은 조금 다르

요. ‘늦봄문학회’ 때는 시낭송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을 했죠. 사실 늦봄문학회는 매년 하는 건데, 문익

다. 지역 주민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시민운동

환 목사님이 어떤 지역과도 특별한 인연이 없으셨던 덕에 구로에서도 한번 열게 되었던 거예요.”

을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국 대표가 구로문화재단의 창립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길에 걸려 있던 현수막을 통해서였다. 그
리고 지역 언론을 통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었다. 구청에서 출자해서 만들어지는 재단이

노동자 지원활동 하다가 센터와 인연 맺어
구로지역에서만 28년. 짧지 않은 세월이다. 김성국 대표가 구로구와 인연을 맺은 것 역시 ‘노동운
동’과 깊은 연관이 있다. 본래 노동운동 지원 활동을 하다가 지역 운동과 인연이 닿았기 때문이다.

“구로시민센터는 1997년 6월에 문을 열었어요. 구로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풀뿌리 지역 시민운동 단체
죠.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회원은 3,000명 정도 됩니다. 문화공간은 200여 명 정도가 활동하
고 있는데, 자주 드나드는 사람은 100∼200명 정도예요. 설립 목적은 지방자치, 교육환경, 사회복지,
문화사업, 부설기관 그리고 다양한 소모임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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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이 독립되었으면 좋겠어요

고, 건물은 구로아트밸리와 구의회가 청사를 함께 쓴

구로시민센터와 구로문화재단이 모두 지역 주민의

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지역 언론을 통해서였다. 하지

문화 의식 고취와 활동 지원에 관련이 있지만, 사실 두

만 그때만 해도 ‘저런 게 생기나 보다’ 하는 정도의 관

단체 간에 직접적인 공동사업 같은 건 없다. 다만 사업

시민센터의 자체 정기공연은 연 1회다. 하지만 지역 공연

심밖에 없었다.

별로 지역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

을 소개받아서 출전하기도 하고, 관내외 밴드들을 모아서

그러다 실질적 관계를 맺게 된 것은 2010년 영림중학

보면서 MOU를 맺기도 하고 센터의 문화 동아리들이

구로문화재단 주최로 록 페스티벌을 열기도 한다. 지역 합

교에서 초빙 교장제를 실시하면서부터였다. 김흥수

참여하기도 한다.

창단을 모아서 합창제를 하기도 하는데 ‘지휘봉’을 누가

당시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학교 운영위원으로 참
여하면서 시민센터와도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이다.

잡느냐 하는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기도 한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무지개 다리 사업’을 할 때 우리
가 강사를 소개해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시민센터의

“연습장소를 빌려주는 것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60만

“사실 처음에는 문화재단에서 어떤 일을 할지 궁금한

구로느티나무합창단과 밴드 등은 문화재단에서 지원

∼100만 원 정도 동아리 활동비도 지원해줍니다. 무지개

것보다 걱정이 더 컸어요. 지금은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을 해주고 있죠. 문화재단 앞에 있는 느티나무 카페를

사업 당시에는 강사료와 진행료 같은 것도 지원해줬고요.

것 같지만, 초반에는 관 주도의 형식적인 느낌 같은 게

우리가 직접 운영하거나 록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등

하지만 우리 센터 말고도 자체 또는 관련 동아리들이 많아

강했죠. 한마디로 관에서 민간단체 사업에 간여한다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서 대관은 쉽지 않아요. 늘 스케줄이 꽉 차 있거든요.”

시민센터와 문화재단이 가장 긴밀한 결합을 이루고

문화재단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김성국 대표 가족들

있는 것은 ‘동아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 대표

의 문화 생활도 조금 달라졌다. 재단에서 주최하는 오페라

적인 것이 합창단과 ‘동네 밴드’다.

도 보러 가고, 아이들 공연이나 각종 연주회도 보러 간다.

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때로는 시민센터에서 ‘통일음악회’ 같은 것을 주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란 주민이 관객이 아닌 문화의 주체

재단이 협조해주기도 한다.

적 향유자가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활
동 동아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합창

“돌아보면 구로문화재단의 활동이나 지원이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

단과 밴드가 제대로 연습할 수 있는 장소를 찾다가 아

운 점은 재단의 활동에 대한 홍보가 잘 안 되는 듯한 거예요. 뭔가 알음알음으로 알

트밸리와 인연이 된 거죠. 시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기

아서 홍보하는 느낌이랄까…. 일단 서로 연결이 되면 적극적으로 잘 해주는데, 거

초 모임이 48개인데, 그중 문화 동아리는 7∼8개이고

기까지 가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관에서 만든 단체답게 약간 관 느낌이

또 그중에서도 아트밸리와 관련 있는 게 합창단과 밴드

남아 있어요. 그 부분은 문화재단 본부장을 늘 구청 직원 가운데서 뽑아 보내주기

인 셈입니다. 합창단은 매주 저녁 7시부터 9시 반 정도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래서 재단 내부에서 직원이 사무국장으로 승진이

까지 연습을 하는데, 현재 20∼30명 정도가 활동하고

되었으면 좋겠어요.”

있어요. 주로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이 참여합니다. 파트

222

별로 8명씩 32명이 정원인데 조금 모자라는 편이죠. 밴

시민단체와 문화재단의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적지 않은 시너지가 기대되는 조합

드는 만든 지 10년 정도 됐는데, 40∼50대 직장인들 중

이고, 실제로 그런 장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

심으로 주 1회, 주말 저녁에 모입니다. 현재 드럼 2명을

동의 메카였던 구로 지역이 구로시민센터와 구로문화재단의 만남으로 대한민국

포함해서 10여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메카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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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때 첫 인연을 맺은 색소폰
배세영 단장의 삶은 공직생활과 색소폰, 딱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다. ‘머리가 큰 이후’ 첫 사회생활이 공무원이었고, 평
생 공직자로 살았다. 그리고 공직생활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긴
세월을 색소폰과 함께 살았고, 살고 있다.

“색소폰과 첫 인연을 맺은 것은 고등학생 때였어요. 그런데 사
회생활 시작하면서 색소폰을 손에서 놓았죠. 직장도 다녀야 되
고, 이외에도 해야 될 일이 많았죠. 물론 머릿속에서는 늘 색소
폰 생각을 했죠. 그러다 공무원 생활을 20년쯤 했을 때 다시 연
주를 시작했어요. 아마 그때가 토요 휴무제가 막 시작될 때였
을 거예요. 경력이 그만큼 쌓여서 어느 정도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 때마침 토요 휴무제가 시행된 덕에 색소폰을 다시
만질 수 있게 된 거죠. 특기를 다시 살려보라는 주변의 권유도
있었고요.”

폴리포니 색소폰 앙상블 단장 배세영

색소폰으로 새 인생 살면서
봉사활동 해요

우선 구청 내에 ‘색소폰 동아리’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했다. 구청 공무원 아홉 명이 동아리에 가
입했다. 고등학교 때 실력은 어느 정도 남아 있었지만 세월이 많이 흐른 터라 선생님을 초빙해
서 회원들과 함께 공부했다. 그러면서 실력을 살려서 다른 팀과 함께 앙상블 활동을 하기도 했
다. ‘코리아 색소폰 앙상블’로 활동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연주 활동도 했다.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했던 일은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물론 현직 공무원 신분이었으니, 색소폰은 그때까지만

1980년 6월∼2016년 6월. 만 36년. 배세영 단장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다.

해도 ‘취미생활’이었다.

구로문화재단 이사를 역임한 2년을 포함해 36년 세월의 거의 대부분을 구로구청
과 구로4동장, 오류2동장 등 구로 지역에서 보냈다. 마지막 보직은 생활복지국장.

“저 나름의 외부 활동과는 별개로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건 가르쳐가면서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2016년 6월에 퇴직을 했으니 아직은 ‘민간인’ 생

꾸준히 연습을 해나갔죠. 그러다 회비를 모아서 구로4동 쪽에 제법 넓은 전문 연습실을 마련했

활이 다소 어색할 만한 세월이다.

어요. 비록 아마추어지만 다들 프로처럼 연주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거든요. 그러고는 연습실을

구로문화재단과의 인연도 깊다. 본부장과 등기

‘일반인’들에게도 개방을 했어요.”

이사까지 역임했으니 따지고 보면 재단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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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선배뻘이 된다. 지난 이력을 듣다보니 슬그머

일반인들에게 연습실을 개방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소명’ 같은 게 작용한 영향이 적지 않았다.

니 ‘문화재단과의 인연을 말씀해주세요’라는 사

구로 지역의 특성상 문화 향유의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

전 질문지 항목이 괜히 멋쩍게 느껴진다.

도록 배려를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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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단의 강사비 지원으로 맹훈련,

비단 문화 행정만의 문제는 아니다. 본격적인 지방자

쉬운 일은 아니다. 문화적 욕구를 채워준다고 해서 수준 낮은

각종 행사에 출연

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은 체계가 잡

공연을 남발할 수도 없고, 비용이 많이 드는 수준 높은 공연을

히지 않은 부분이 많다. 지역 복지관이나 기타 복지 사

유치한다고 해서 관객들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다. 단순한 홍보

“제가 오류동장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뭘 하면

각지대도 아직 많다. 게다가 이제는 ‘눈높이’가 달라진

의 문제가 아니라 관객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공연이 무엇인가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색소폰 동호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도 맞춰야 한다.

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회를 한다는 걸 아는 어떤 분이 저더러 좀 가르쳐달라
고 요청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

“예전에는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컸지만, 지금은 좀

기 어렵고 다섯 명만 모아 오면 정식으로 가르쳐주겠

달라졌어요. 물론 먹고사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다고 약속을 했죠. 그랬더니 열 명을 모아왔더라고요.

아니지만, 배보다는 ‘가슴’을 채우는 걸 더 원하는 사

결국 동 예산 일부를 지원해서 그분들을 위한 연습실

람들이 많아졌어요. 정부나 지자체는 아직 이 부분에

“저는 그런 문제의 해결방법 중 하나로 ‘동아리 활성화’에 신경을

을 만들어주고 정식으로 색소폰 수업을 해주었죠. 구

대한 준비가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 예산 배정 등에

썼으면 해요. 엉뚱한 데 예산 쏟아붓지 말고 정말 하고 싶어 하는

로구청 동아리와 마찬가지로 오류동 동아리도 지금

서 주민들의 요구와 엇박자가 나곤 해요. 현장에 있

문화 동아리에 지원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문화 욕구 해

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는 공무원들은 이런 사정을 뻔히 알고 있으니 답답한

소에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가령 색소폰을 예로 들면, 구로동에

거고….”

만 색소폰 연습실이 제가 만든 세 군데를 포함해서 십여 개가 있

색소폰 인구 100만 시대, 동아리 활성화가 관건

배세영 단장이 첫삽을 뜬 구로구청 색소폰 동아리는

습니다. 게다가 생활이 비교적 넉넉한 송파구에는 24개가 넘어

이제 서울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아 수

요. 그렇게 줄잡아 보면 색소폰 동호인이 전국적으로 100만이 넘거든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의

많은 공연을 소화하고 있다. 그럴 때마다 필요한 것이

도 순복음교회 교인이 50만∼60만인데, 전국 어디를 가나 순복음교회 간판 보이죠? 그런데, 그

전문 강사의 존재다. 개인 연습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두 배라면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이런 분들을 지원하면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만 ‘앙상블’로 연주를 하려면 정식으로 곡을 선정해서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구로문화

문제는 이렇게 수많은 동호인들이 실제로 색소폰을 연습하거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극히 부

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덕

족하다는 점이다. 배세영 단장의 바람은 단순하다. 눈먼 돈,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는 채 빠져

분에 마음껏 연습하고, 수준 높은 실력으로 전국적으

나가는 문화 예산들을 잘 살펴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는 동호회들을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것이

로 공연 여행을 떠난다.

다. 굳이 ‘색소폰’을 지원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다. 어떤 분야든 ‘뜻이 있
는 곳에 길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를 활성화시킨다는 게 어려
운 일이거든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지만 예산이 제

인터뷰 내내 작은 연습실에서 울려나오던 색소폰 소리가 멈추었다.

일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구로문화재단의 경우, 재

아마도 연습이 끝난 듯.

정이 넉넉한 구에나 있을 법한 규모가 큰 공연장(구로

유리문을 열고 부스에서 나오는 ‘연습생’의 얼굴에는 뜨거운 열기

아트밸리)을 소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걸 계속 유지

가 차 올라 있었다.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가려면 재정 지원이 필요

‘아, 저런 열정을 가진 분들을 지원해달라는 거구나!’

한데, 그만큼의 예산이 배정되지는 않고 있어요.”

작지만 정갈하고 아담한 배세영 단장의 폴리포니 색소폰 앙상
블은 언제나 이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타오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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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정통 지휘자

음악을 통한 교육으로 소외 계층 아이들 지원

지휘봉을 내려놓은 편안한 모습. 그럼에도 ‘예술가’의 아

본래 엘 시스테마(El Sistema)는 ‘시스템’이라는

우라는 변함이 없었다. 이력을 알고 보니 절로 고개가 끄

뜻의 스페인어인데, ‘베네수엘라의 빈민층 아이

덕여진다.

들을 위한 무상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뜻하는 말

독일 쾰른 국립음대 석사 졸업,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엘 시스테마의 정식 명칭은

최고연주자 과정 졸업, 독일 카셀시립음대 오케스트라 지

‘베네수엘라 국립 청년 및 유소년 오케스트라 시

휘과 졸업. (사)한국음악협회 독일지회 관현악위원장 역

스템 육성재단’이다.

임. 현 안양유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지휘자,

1975년, 경제학자이자 아마추어 음악가인 호세

서울 YMCA청소년오케스트라 부지휘자…. 이력만 죽 열

안토니오 아브레우(José Antonio Abreu) 박사가

거해도 숨이 찰 지경이다.

설립하였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빈민
가 차고에서 빈민층 청소년 11명의 단원으로 출

“예술가 타입이라….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독일

발한 엘 시스테마는 35년이 지난 2010년 현재

‘꿈의오케스트라 구로’ 지휘자 백경빈

에서 세 군데를 옮겨 다니며 10년 공부를 했으니, 그런 스

190여 개 센터, 26만여 명이 가입된 조직으로 성

아이들과 함께
‘꿈 농사’를 지어요

타일이 은연중에 밴 모양입니다. 사실 처음 출발은 기악이

장하였다. 오케스트라의 취지에 공감한 베네수

었는데, 그 분야에서 최고봉까지 찍어보고 나서 지휘자로

엘라 정부와 세계 각국의 음악인, 민간 기업의 후

서의 재능을 발견했지요.”

원으로 엘 시스테마는 미취학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악교육 시스템으로 정착하였다.

오케스트라의 총 지휘자로서 모든 악기의 음색과 선율, 움

(두산백과 참조.)

직임 하나하나까지 조율하는 게 쉬울 리 만무하다. 그래서
모든 공부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지휘를 선택한 것이 어쩌

“‘꿈의오케스트라’는 문예진흥원과 문체부와 연

면 다행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다.

결된 ‘엘 시스테마 코리아’의 사업인데, 2011년
제1기인 부천시문화재단을 시작으로 8기에 이

“귀국한 뒤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내심 아

르기까지 전국 43개 거점기관에서 활동이 이뤄

이들의 음악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독일에서는 교

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14년에 시작된 구

큰 소리로 떠들며 까불고 장난치는 아이들…. ‘꿈의오케스트라 구로’ 연습실을 찾았을 때의 첫인상

육을 많이 받은 분들이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

로문화재단은 4기에 속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은 여느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교실과 별다를 게 없었다. 아이들 곁에 혹은 벽에 기대 세워져 있는

데,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마침 그때 ‘꿈의오케스트라’ 지

‘상호 학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꿈의오케스

여러 가지 악기가 좀 다른 모습이랄까. 그런데 지휘자가 단상에 올라 보면대를 ‘탁탁’ 두드리자 아이

휘자 공모가 나와서 오디션을 보고 합격을 했어요. ‘꿈의

트라’ 음악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하고

들의 표정은 일순간에 바뀌었다. 바로 자리를 정돈하고 악기를 챙겨 든 모습은 진지하기 이를 데가

오케스트라’에 대해서는 원래 좀 알고 있었죠. 지휘 공부

다면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차상

없었다.

를 함께 했던 선배가 ‘엘 시스테마’를 소개하면서 기회 있

위 계층이나 다문화 가정 등 교육 소외 계층 아이

장난꾸러기 아이들을 단숨에 진지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변신시킨 주인공은 바로 백경빈 지휘

으면 해보라고 추천을 해주었는데, 마침 ‘꿈의오케스트라

들이 음악을 통해 사회와 접목할 수 있도록 돕고

자. 며칠 뒤 구로아트밸리 앞의 작은 카페에서 그와 마주 앉았다.

구로’를 통해서 엘 시스테마와 처음 연결이 된 것입니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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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오케스트라’는 전국 어디든 똑같이 ‘행정 5원칙’과

살아갈 소중한 자산이다. 생전 접해

‘교육 7원칙’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문예진흥원에서 주최

볼 수 없으리라 여겼던 비싸고 귀한

하는 관련 세미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초창기에 합류한

‘클래식 악기’를 배우고 익숙해진 아

지휘자들은 대부분 베네수엘라 현장에 가서 직접 엘 시스

이들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늘 높게만

테마를 체험하고 왔다.

보이던 사회 공동체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된다.

밀어주고 끌어주며 하나가 되는 아이들
“‘꿈의오케스트라’에 참여하는 아이들 대부분은 자신의 악기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도서관
‘꿈의오케스트라 구로’는 총 8개 파트로 이뤄져 있다. 본래

처럼 언제든 악기를 빌려 가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케스트라 단원이어야 하

60명이 기준인데 현재 5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고, 자기 파트의 악기여야 한다는 등의 제한은 있지만, 평소에도 악기를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실력을 떠나 그것만으로도 자존감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각 파트마다 담당 선생님이 있어서 함께 아이들을 가르
치고 있습니다. 최근 베이스가 합류해서 총 8개 파트가 되

‘꿈의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 연습과 연주 이외의 활동도 많이 한다. 수업시간을 활용해 갤러리

었는데, 단원은 학기별로,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모집합니

나 박물관 관람도 하고, 음악회도 간다. 몇 차례 캠프도 갔다 왔고, 롯데타워에 새로 생긴 음악 홀도

다. 수시로 모집할 경우 기능의 차이가 커지거든요.”

다녀왔다.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본인만이 아니라 친구나 가
족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티켓을 나눠주기도 한다. 대부분 ‘후원’이나 ‘협약’ 등의 지원으로 이뤄지

공연은 1년에 두 차례 정기공연이 있고, 필요할 경우 수시

지만 최저 실비를 받기도 한다.

로 공연을 하기도 한다. 2017년의 경우 정기공연을 포함해서 10번도 넘는 공연이 이뤄졌다. 그 가운데는 예술
의전당 공연도 포함돼 있다. 교육은 일주일에 2회, 각 3시간씩이다(월 16:30∼19:30, 수 16:30∼19:30).

“본래 구로는 ‘공돌이, 공순이가 사는 동네’라는 이미지가 좀 컸죠. 문화적인 혜택과도 거리가 멀었

2018년에는 정말 더운 날 야외음악회가 열렸는데, 앙코르를 세 번이나 받을 정도로 성황 속에 마무리됐다. 공

고요. 그런 점에서 구로문화재단의 활동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한 발

연을 하면 최소한 300명, 대부분 600명 정원의 홀이 가득 찬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

더 나아가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우리가 놀 때도 일하는 사람들, 문화 혜택과 담을 쌓은 채 ‘일만 하

낀 학부형들이 자발적으로 홍보에 힘을 쏟아주는 덕분이다.

는 사람’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클래식은 하루 이틀에 되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선배들이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교류와 협력이 이

비록 이름은 꿈의오케스트라 '구로'지만 동작
사회변화

뤄지고, 이렇게 익숙해진 아이들은 하나가 됩니다. 이게 바로 엘 시스테마의 힘이기도 하죠. 따라서 가능하면 오
래 함께 공부하는 게 좋은데, 안타깝지만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하니까 매년 새로운 아이가 들어오고,

이나 금천, 안양 등 인접 지역의 아이들

함께하는
연주

즐거움

익숙해진 아이들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새로 시작하는 셈이지만, 덕분에 늘 새로운 씨앗을 만들어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꿈 농사를 짓는 거죠. 처음에는 기껏 실력 키워놨더니 다 나가버리네 하는 생각
이 들기도 했지만 이젠 전혀 섭섭하지 않습니다.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대신 ‘아직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하

도 많이 찾는다. 구로를 넘어 인접 지역
까지 ‘꿈 농사’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강사,
학생의
빈도 높은
만남

꿈의오케스트라
교육 7원칙

고 보니까 남은 아이들이 모두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영화 ‘울지 마 톤즈’처럼 자신과 함께하는 아
상호학습
리더십

이들이 훌륭한 사회적 인재로 커 나갔으면 한
다는 백경빈 지휘자의 소박하지만 원대한 꿈

음악적
성취와 공연

참여통합

농사가 제대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본다.

‘꿈의오케스트라’의 가치는 단순히 하나의 악기를 배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어린 시절의 자존감은 평생을

230

문화人터뷰

231

문화人터뷰

문화재단을 사랑하는 사람들

건강 때문에 시작한 풍물놀이
흔히 ‘우리의 소리’라 하면 ‘사물놀이’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본래 사물놀이란 징과 꽹과리, 북, 장구 등으로 펼쳐지는
우리의 전통놀이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전통놀이는 기존의 사
물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악기와 춤이 어우러지는 풍물놀이다.
한맘패는 그래서 사물놀이패가 아닌 풍물패임을 강조한다.

“본래 풍물을 정식으로 공부한 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건
강 때문에 취미생활로 시작한 건데, 이젠 평생의 업이 되었네
요. 2007년인가, 아이들 입시가 끝났을 무렵 제가 몸도 좀 안
좋고, 심리적으로도 안 좋았어요. 갱년기 우울증도 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좀 해봐야겠다 하고 찾아간 곳이 집 앞에 있는 자치센터였어요. 처음에는 스포
츠댄스를 배웠는데,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역동적인 걸 찾자 하고 친구와 얘기를 나
누다가 구로문화원에서 하는 사물놀이반을 알게 된 거죠. 그렇게 함께 사물놀이를 수강하던 사람
들이 모여서 만든 게 한맘패예요. 그러니까 한맘패는 구로문화원 수강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동
아리인 셈이죠. 상쇠는 제가 맡고 있지만, 회장님은 따로 있어요. 하재충 회장님.”

풍물놀이 ‘한맘패’ 상쇠 이난형

‘하나의 마음’으로
늘 즐겁게

본래 출발이 문화원이다 보니 지금도 대부분의 동아리 회원이 사물놀이반 회원이기도 하다. 이난
형 씨 역시 한맘패의 상쇠이면서 구로문화원 사물놀이반 회원으로서 여전히 수강 중이다. 그런 한
편 때로는 강사로서 한맘패 회원들에게 악기 다루는 법 등 풍물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
다. 하지만 수강료는 없다. 모든 것이 재능기부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째쟁쨍쨍 째째쨍! 귀를 울리는 날카로운 꽹과

구로문화재단의 한 동아리에 불과한 한맘패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은 뛰어난 실력도 실력이지만

리 소리에 맞춰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

끊임없는 지역 봉사활동 덕분이기도 하다.

덕! 경쾌한 장구소리와 북소리가 들리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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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우리의 가슴은 저절로 뛴다. 이유는 따

“2014년에 한맘패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공식적인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봉

로 없다. 평소 서양 노래와 악기에 젖어 있던

사나 공연은 했고요. 저는 2008년에 덩기덕의 덩도 모르는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발을 담그기 시작

몸이 저절로 반응하는 것이다. 평소에는 잊고

했죠. 당시 우리를 지도하시던 분은 구로구 공무원 출신의 서칠석 선생님인데, 제가 7년 정도 배웠

사는 우리의 소리를 함께 즐기며 언제나 즐겁

을 때 구례로 내려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1주일에

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풍물놀이패 ‘한맘패’의

한 번씩 거의 빠지지 않고 강의를 하러 오셨죠. 그것도 자비를 들여서…. 지금은 다른 선생님이 지도

상쇠 이난형 씨와의 만남은 그렇게 잠시 우리

중이지만, 서칠석 선생님의 열정과 제자 사랑에는 모두들 감동, 또 감동을 했어요. 지금 동아리의 교

가 한국인임을 다시 일깨우는 자리가 되었다.

육이 전부 재능기부로 이뤄지는 것도 그 선생님 영향이 적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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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과정까지 밟아 상쇠로 활동

“예전에는 앉은반이라고 해서, 앉아서 하는

한 두 딸 중 작은딸은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 옆동에

평소라면 갖가지 풍물 소리가 울려 퍼졌을 지하 연습

사물놀이 같은 게 유행이었는데 이제는 점점

산다. 직장생활을 하느라 문화재단 활동을 하는 건 없

실에는 인터뷰에 응하는 이난형 상쇠의 목소리만 나

서칠석 선생님의 열정적인 지도는 결국 이난형 씨에게로 이어

서서 하는 풍물로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그만

지만 언제나 엄마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직하게 울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구로문화재단에

졌다. 풍물패를 즐기는 수준에서 나아가 풍물 지도자로서 정

큼 다이내믹해지고 있는 거죠. 한맘패는 1년

지원도 해준다.

남기고 싶은 이야기는 없는지 물었다.

식 과정을 밟기 시작한 것이다. 이난형 씨는 성신여대 평생교

에 30회 정도 구내외 공연을 하는데, 큰 행사

육원에서 2년간 지도자 과정을 밟았고, 사물놀이 지도자 자격

에도 많이 나가요. 우리가 ‘아주 잘하는’ 팀이

“풍물패는 짐이 많아요. 어딘가로 이동을 하는 게 늘

“사실 구로문화재단이 구로 지역문화를 책임지고 있

증까지 취득했다. 그냥저냥 세월이 흐르면서 ‘경험’으로 상쇠

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단일 팀이 20여 명 넘

큰일이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갑자기 이

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청의 역할 중에서 문화 부분을

자리를 받은 게 아니라 이론과 실력을 겸비하게 된 것이다.

게 움직이는 팀이 서울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

동해야 할 경우 아이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도와주

특화시킨 셈이죠. 그런 점에서 구로주민 특히 시니어

요. 특히 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준프로들이

곤 해요. 공연 때문에 저녁에 늦는 경우도 많고, 주말

들을 위해 작은 단체나 동아리 등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선생님은 많아도 참스승은 드문데, 그분은 제게 평생 참스승

아마추어를 끌어들여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

에 일이 겹칠 때는 집을 비우는 경우도 많죠. 뒤풀이

다양하게 좀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끔

이에요. 한맘패 이름도 그분이 지어주셨죠. 저도 사실은 그분

인데 우리는 자체 인원으로만 해요. 그게 특

도 자주 하고…. 그래도 남편은 별말 없이 다 이해해

은 젊은 사람들 위주로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듯한 느

의 영향으로 공부를 시작한 거고요. 그분이 구례로 내려가실

징이자 자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는 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상쇠까지

낌을 받거든요. 알고 보면 한맘패도 사실상 재단에서

맡을 수 있겠어요. 가족들의 든든한 지원이 제게는

발굴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직원이 우리를 찾

큰 힘이죠.”

아와서 재단에서 활동하도록 권해주셨거든요. 고맙

때 마음속으로 약속을 했거든요. ‘구로 한맘패를 끝까지 지키
겠다’ 하고요.”

한맘패의 회원은 현재 약 40여 명. 그중 적극
적으로 공연에 나서는 인원은 약 20여 명이

죠. 그렇게 우리 말고 다른 연세 드신 분들도 적극적으

한맘패는 2016년부터 구로문화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다. 뿌

다. 매주 목요일 1시부터 5시까지 연습을 하

건강 때문에 풍물놀이를 시작했다는 이난형 씨.

리가 문화원에 있다 보니 구로문화원과 재단이 연계해서 지원

는데, 수준과 형식에 따라 수업을 나눠서 진

2007년에 처음 풍물을 접했으니 벌써 10년 세월은

을 해준다. 그중 가장 큰 지원은 ‘장소 제공’이다. 문화원은 오

행한다. 남녀 성비는 여성7, 남성 3 정도이고

훌쩍 넘겼다. 그동안 건강은 좀 나아졌을까?

류동에 있다가 이사를 갔지만 사물놀이반은 방음문제 때문에

연령대는 40대 1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50대

한맘패와 마찬가지로 구민회관 지하를 사용하고 있다. 같은

∼70대다. ‘동아리’ 치고는 제법 연령대가 높

“물론이죠! 먹던 약도 끊었어요. 한동안 인지 치료도

10년, 20년 지나도 한결같이 즐겁고 행복한 한맘패로

연습실에서 화요일은 사물놀이반, 목요일은 한맘패 동아리 활

은 편이지만 ‘풍물’의 성격상 그 어떤 동아리

받았지만 큰 도움을 못 받았었죠. 그런데 풍물을 3년

남기를 바라는 것이다. 언젠가 제2대 상쇠가 발굴된

동이 이뤄진다.

보다 오히려 더 활동적이다.

정도 하면서 약도 끊고 정말 건강해졌어요. 아마 그런

다면, 이난형 씨는 상쇠를 놓고 일반 회원으로 활동하

문화원과 문화재단에서 공연 행사 등을 연결시켜 주기도 하

걸 보고 가족들이 더 적극적으로 호응해준 게 아닌가

겠다는 마음이다.

고, 봉사활동을 연결해주기도 한다. 물론 공연비는 따로 없고,

싶어요. 또 적극적으로 배우고 봉사하는 엄마, 아내를

흥겨운 풍물패 ‘한맘패’의 총 지휘자, 이난형 씨의 작

보면서 본인들의 삶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

은 소망을 끝으로 인터뷰를 마쳤다. 조용한 지하 연

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큰 행사 같은 데 와서 제

습실 한켠 어딘가에서 째쟁쨍쨍 째째쨍! 덩기덕 쿵더

2001년부터 구로동에 살았으니 만 19년차

가 앞장서서 하는 걸 보고 느낀 게 많은 것 같아요. 집

러러러 쿵기덕 쿵덕! 풍물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

구로동 토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혼

에서와는 다른 엄마, 아내를 보니까….”

았다.

재단에서 차량과 식사비 정도를 지원해준다. 간혹 초청한 단

늘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가족들의 힘

체에서 공연비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회비로 충당한
다. 그래도 모자라는 돈은 참가자들이 모아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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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찾아서 지원해줬으면 하는 거죠.”

이난형 씨의 소망은 한맘패가 구로 지역의 대표적인
풍물패, 순수 동아리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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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문화재단의 ‘비공식’ 구내식당
싸리골의 안주인 이상분

“‘맛집’이요? 하하하. 고마운 말씀

시 오셨어요. 제 나름 성의껏 한다

이죠. 좀 쑥스럽네요. 구로문화재

고 하는데, 다들 맛있다고 해 주시

가수 남진도
다녀간
구로동의
명소랍니다

단 분들이 아껴주시는 덕분이죠.

니 저도 힘이 나죠.”

사실 재단 분들에게는 맛집보다는
고향집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

대한민국 요식업계의 현황을 볼

어요.”

때 메뉴에 큰 변화 없이 13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켰다면, 그것만으로도 맛과 정성을 인정

이상분 씨가 싸리골 식당의 문을 연 것은 2005년, 구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

로문화재단이 문을 열기 2년 전이다. 1972년에 결혼

싸리골의 맛을 인정하는 것은 구로문화재단 임직원

해서 줄곧 독산동에서 살다가 식당을 시작하면서 구

들만은 아니다. 구로아트밸리를 찾았던 수많은 공연

로구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구로동 주민이 된 지 14년.

단과 연예인, 관객들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처음으로 장사
서양 사람들은 으슬으슬 춥고 아플 때 어머니가

라는 걸 시작하면서 맺은 인연이라 구로구에는 남다

“싸리골을 다녀간 연예인들도 많죠. 그중에서도 특히

끓여주시는 ‘닭고기 수프’를 먹고 힘을 낸다. 그래

른 애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이상분 씨의 자

기억에 남는 게 남진 선생이에요. 몇 년 전에 ‘어버이

서 객지에 나와서 고생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

녀들도 구로동과 인연이 깊다.

날 공연’하러 왔다가 여기서 식사를 하셨는데, ‘엄지

는 것이 닭고기 수프다. 한때 서점가를 휩쓸었던

딸 둘 아들 하나. 그중 큰딸은 이상분 씨와 같이 식당

척’을 해주시고는 사진도 함께 찍어주셨거든요. 그것

『내 영혼의 닭고기 수프』는 바로 이런 마음을 담

을 하고 있고 막내는 결혼해서 여전히 구로동에 살고

도 손주랑 같이. 남진 선생님하고 찍은 사진 보고 친척

아 여러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었다.

있다. 강릉에 살고 있는 둘째를 제외하면 온 가족이 구

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하하하. 손숙 선

우리에게는 고향집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김치찌

로동에 살고 있는 셈이다. 이 정도면 구로동 토박이라

생님도 연극 ‘어머니’를 공연하러 왔다가 여기서 식사

개’와 ‘된장찌개’가 영혼의 음식이다. 구로문화재

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

를 하셨고, 가수 심신과 조권도 다녀갔네요. 심신은 공

단 바로 옆에 자리한 ‘싸리골’은 바로 그런 고향의

연 끝나고 저녁 식사 뒤풀이를 우리 집에서 했는데, 연

맛으로 지역민들과 아트밸리 관객들, 공연팀 등

예인 같지 않게 편하게 잘 어울리고 잘 놀더라고요. 나

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다.

역대 구로문화재단 임직원이

하고도 잘 놀아주고…. 참, 개그맨 김제동도 기억에 남

모두 찾았던 동네 명소

아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채식주의자’라고 해서 식사
를 따로 챙겨드렸거든요.”

맛집이 아니라 고향집이죠

“어서 오세요∼.”

“보시다시피 좀 외진 곳인데도 아트밸리에서 공연하
는 분들이 많이 와주세요. 본부장님과 이사님을 비롯

사실 이상분 씨는 남진의 오랜 팬이다. 그래서 젊은 시

점심시간이 막 지난 오후 2시, 이제 막 뒷정리를

큰길에서 보면 조금 외진 곳. ‘일반 손님’들 눈에는 쉽게 띄

해서 직원들도 점심은 물론 저녁 회식 때도 우리 집을

절에 직접 남진 ‘리사이틀’를 보러 가기도 했다. 감회

끝낸 싸리골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점심 장사를

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도 싸리골은 제법 구로동의 맛집

찾아주곤 하시네요. 덕분에 역대 구로문화재단 임원

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막 끝낸 터라 피곤할 법도 하건만 싸리골의 안주

으로 알려진 ‘명소’다. 주 메뉴는 ‘싸리골 정식’을 비롯해서

님들 얼굴은 다 알죠. 사실 지금 본부장님은 구로문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했던가. 이상분 씨는 이처럼

인 이상분 씨가 환한 얼굴로 인사를 건넨다.

불고기쌈밥, 생선과 청국장 백반, 김치전골 등이다.

재단 초창기에 계셨던 분인데, 잠시 구청에 갔다가 다

구로문화재단과 깊은 인연을 이어가면서도 정작 재

236

문화人터뷰

237

문화人터뷰

문화재단을 사랑하는 사람들

문화재단 덕에 구로동이 바뀌고 있어요
이외에도 이상분 씨는 구로문화재단의 여러 행사
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기 시작했다. 마치 재단의
홍보 담당이 아닐까 싶을 정도. 이유는 하나. 구로
단에서 하는 활동에는 많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공

문화재단 덕에 구로가 발전하는 게 눈에 보이니

연이나 기타 동아리 활동 시간이 대부분 식당 영업시

저절로 자랑을 하고 싶어진다는 것이다.

간과 겹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아쉬운 것은
어르신들이 하는 ‘느티나무은빛극단’에 참여하지 못

“정말 여러모로 애쓰고 있는 게 보여요. 벼룩시장

하는 점이다.

도 하고, 여름에는 노인들 시원하게 지내라고 로
비를 무더위쉼터로 개방해요. 영화도 무료로 보

“느티나무은빛극단은 매주 화요일에 연습을 하고 있

게 해주고. 문화재단 덕에 구로가 발전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구로문화재단 창립 10주

어요. 두어 달 뒤에 공연을 한다고 요즘은 더 열심히들

년 행사를 했는데, 사흘 동안 옥수수, 감자, 뻥튀기, 냉차 등을 전부 공짜로 나눠줬어요.

하고 있죠. 1년에 한 번씩 공연을 하는데, 벌써 몇 년째

그때 옥수수만 천 개를 넘게 삶아줬으니, 얼마나 양이 많았는지 아시겠죠? 주변에서 다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1등을 해서 축하파티를 하고

들 문화재단을 칭찬해요. 덕분에 구로동이 아주 명동이 됐다고.”

아주 좋았죠. 그런데 연습 시간이 1시에 끝나니까 딱
점심시간과 겹치더라고요. 장사 준비해서 마칠 때쯤

사실 구로동은 예전부터 ‘공단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그래서 ‘구로동 산다’ 그러

까지니까 저는 도저히 함께할 수가 없죠. 그래도 단원

면 조금 우습게 보거나 한풀 낮춰서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구로동 주민들도 그런 사

들이 연습이 끝나고 점심은 우리 집에 와서 먹으니까

실을 잘 알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구로동 산다는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했다. 이상분 씨

이야기는 계속 나누고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 한동안은 모임에 가서도 구로동으로 이사했다는 얘기를 안 했다.

직접 활동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틈틈이 시간이 나는

“옛날이야기 같지만, 우리 아들도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처음 취직을

대로 각종 공연을 보면서 달래고 있다. 남진·손숙의 공

한 곳이 구로디지털단지에 있는 회사였어요. 구로동은 물론 디지털단지도 지금처럼

연과 연극을 비롯해서 오페라도 보러 간다. 느티나무

발전하지 않았을 때였죠. 본사가 강남에 있었는데, 우리 아들은 회사 주소를 그냥 구로

은빛극단 공연은 되도록 빠지지 않고 보려고 애쓴다.

동으로 썼나 봐요. 그랬더니 직장 상사가 아들 보고 그러더래요. ‘주소를 구로동으로 써
도 안 창피해?’ 하지만 이젠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이렇게 바뀌는 데 구로문화재단의 역

이외에도 구로문화재단에서 하는 각종 사업에는 늘

할이 컸다고 생각해요.”

귀를 열어두고 있다. 특히 식당을 자주 찾아주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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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동에는 자연스레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도 그중 하

1시간 남짓 이어진 싸리골 안주인 이상분 씨와의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싸리골의 문을

나. 무지개 다리 행사는 보통 11월에 2∼3일 정도 열린다. 다문화 가족들이 모여서 연극 등 여러

나섰다. 문득 ‘이상분 씨는 혹시 구로문화재단에서 따로 선발한 비공식 홍보대사가 아

행사들을 진행한다. 행사에 참여한 다문화 가족들도 싸리골을 자주 찾는다. 때로는 다문화 가정

닐까?’ 하는 우문이 머릿속을 채웠다. 초여름의 햇살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다. 싸리문

이 많이 몰려 사는 가리봉동에서 행사를 할 때도 이상분 씨에게 음식을 부탁하곤 한다.

을 열고 들어서서 만나는 고향집 어머니의 품처럼.

문화人터뷰

239

문화人터뷰

문화재단을 사랑하는 사람들

르겠지만, 30년 전에는 구로동이
‘공단 지역’이라 참 볼품이 없었어
요. 망해서 구로동 왔다 그러면 지

느티나무은빛극단 대표 이정란

금 사람들은 화를 내겠지만, 그때

여든 살의 연극배우,
아이들도 좋아해요

는 그랬어요. 지금 보면 그야말로
괄목상대라고나 할까….”

이정란 대표는 젊은 시절 지방 도
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다. 나름
똑똑하고 세상 물정도 잘 알았다.

‘느티나무은빛극단’이라…. 은빛극단은 ‘실버’ 곧 어르신

그런데 결혼한 뒤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 남편이 어딜 못 나가게 하는 스타일이었다. 약간

들의 극단이라는 뜻인데, 느티나무는 뭐지?

의 의처증 같은 게 있었다.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평생을 살았다. 그러다 남편이 세상을 떠

이정란 대표를 소개받고 처음 든 생각이다. 의외로 답은

나면서 비로소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세상을 떠난 남편이 들으면 섭섭할지 몰라도, 일

쉬운 데 있었다. 구로구의 구목이 바로 느티나무였던 것이

흔의 나이에 비로소 ‘자유’를 얻은 셈이다.

다. 그러고 보니 맨 처음 인터뷰를 시작했던 구로아트밸리
앞 카페 이름도 느티나무가 아니었던가.

“어느 날 ‘구로신문’을 보는데, ‘실버 인형극’을 할 사람을 뽑는다는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한자어로 괴목(槐木)이라고도 부르는 느티나무는 예로부

2008년이었어요. 바로 응모를 했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인형극을 연습해서 관내 어린

터 마을 입구의 정자나무로 큰 사랑을 받았다. 여름에는

이집 다니면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 동안 예산 지원도 받았고요. 그게 ‘느티나무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주었고, 마을 사람들의 쉼터이자 놀

은빛극단’의 시작이죠. 사실 저는 어릴 때 무용을 전공했고, 연극도 좀 했어요. 내심 세계적

이터이기도 했다. 수명이 평균 1,000년 이상으로 굉장히

인 무용가가 되는 게 꿈이었죠. 본래 그런 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길어 장수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일까. 느티나무로
만들어진 가구는 예전부터 귀한 물건으로 취급받았다.

이정란 대표는 슬하에 3남매를 두고 있다.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아는 3남매는 나

느티나무의 꽃말은 ‘운명’. 어쩐지 이정란 대표와 연극의

이 여든에 접어든 엄마가 다른 어르신들처럼 경로당에서 화투 치면서 노는 대신 활발한 극

만남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다.

단 활동을 하는 걸 누구보다 좋아한다. 특히 며느리는 이정란 대표를 인생의 롤모델로 삼고
있을 정도다.

남편 사후에 시작된 바깥 나들이

“내가 롤모델이라니, 얼마나 감사
한 일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정란 대표가 구로동에 살기 시작한 것은 ‘88올림픽’의 열기가 뜨겁던 1988년. 햇수로 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

30년을 넘었다.

를 들을 때마다 더 겸손해져야겠
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래 평창동에 살았는데, 사기를 당해서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지금 구로동을 보면 잘 모

240

문화人터뷰

241

문화人터뷰

문화재단을 사랑하는 사람들

수범 덕분인지 극단은 정말 조직력이 탄탄하다. 이정
란 대표가 직접 만든 극훈도 재미있다.

‘우아하고 멋있고 겸손하자!’

현재 단원은 12명. 한때 20명 넘기도 했지만 많이 줄
었다. 사연은 제각각이다.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안
좋아져서…. 지금은 여자 단원들만 남았다. 남자 단원
도 두어 명 남았었지만, 나오지 않도록 했다. 단원이

극단 첫 공연은 자전적 스토리인 ‘구노 이야기’

화구연’ 봉사까지 하고 있다.

더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 문제로 못 뽑고 있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공연이 있을 때마다 전부 적극적으로

“사실 동화구연팀도 평생교육팀과 함께 제가 만들었

언젠가 영동에서 공연을 할 때였다. 공연 중에 허술한 무대시설 때문에 넘어져서 부상을 입

참가한다. 인터뷰가 있기 바로 전에도 ‘영동군 제1회

어요. 회장을 6년째 하고 있죠. 동화구연을 제대로 하

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꽃같은 투혼을 발휘해서 연극을 무사히 마쳤다. 이정란 대표는 지금

생활연극 축제’에 개막 공연 초청 팀으로 참가했다. 얼

기 위해서 동화구연 이론과 노래(손유희, 동요) 등 자

도 그런 열정으로 살고 있다.

마 전에는 ‘구로지역 노래방 가요 콩쿠르’도 성황리에

격증도 두 개나 땄어요. 동화구연팀도 ‘실버’지만 극단

막을 내렸다. 연습은 1주일에 한 번이다. 하지만 공연

과 달리 30명도 넘는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이 있을 때는 거의 매일 나와서 연습을 한다.

는 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 극단 단원들 데리고 가서 했

“우리 느티나무은빛극단 단원들은 연세가 있는 편이라 대부분 허리 수술, 무릎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다쳤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 공연이 계기가 되어서

어요. 지금은 동화구연 강사 초빙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제가 회장직을 맡게 되었어요. 그러고는 서울시 문화재단 ‘꿈꾸는 청춘 예술대학’에서 지원

“우리 단원의 평균 연령이 70세 이상이에요. 80대도

교육을 받고 두 번은 관내 도서관이나 어린이집 같은

을 받았고, 나중에는 인형극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공연하는 극단 형태의 동아리로 바꿨죠.”

한 분 계시고. 정기공연은 1년에 한 번. 가을이나 겨

곳으로 실습을 나가요. 대부분 정년퇴직자나 그런 분

울에 합니다. 2018년 9월 13일에 시민연극제를 했

들이 봉사를 하고 있죠.”

극단을 만든 뒤 첫 공연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써서 만든 ‘구노 이야기’였다. 그 후에

는데, 재작년에 금상과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어요.

‘우리 읍내’, 오태석의 ‘어미’, 차범석의 ‘산불’ 등 대작 중심으로 공연을 했다. 그런 대작들이 가

저는 연기상을 받았고요. 공연은 구로연극협회와 함

나이가 들었다고 집에서 쉬려고만 하지 말고 밖으로

능했던 것은 단원이 20명이 넘을 정도로 극단이 컸던 덕분이다.

께하는데, 예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죠. 그 때문에

나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고 강조하는 이정란 대표.

구청이나 문화재단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예산

그러면 삶이 즐거워지고, 고독과 외로움이 없어진다

“2011년 ‘느티나무 은빛기획’ 동아리를 만들어서 본격적인 극단 활동을 시작했죠. 지금도 동

이 없어도 우리끼리 한다는 마음으로 공연을 계속하

고 조언한다. 그러면서 구로문화재단 덕분에 구로구

아리 형태로 활동하고 있고요. 2008년 ‘인형극단’ 시절부터 있는 분은 저를 포함해서 임절자

고 있어요.”

가 정말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꼭 강조해달라는 부탁

선생님, 임영순 선생님 등 셋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2009년부터 합류했고요. 거의 구로아트

도 잊지 않는다.

밸리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구로구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젊은 도시다.

동화구연팀 만들어서 또 다른 봉사활동을
극단에는 재미있는 규칙이 하나 있다. 지각이나 결석을 하면 벌금을 내도록 하는데, 벌금은

덕분에 구목인 느티나무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하
지만 아쉬울 것은 없다. 느티나무보다 더 튼튼하고 자

단원들의 간식이나 점심식사 비용으로 쓴다. 물론 이런 규칙 때문은 아니지만, 이정란 대표

여든이 코앞이지만, 이정란 대표의 열정은 극단 활동

랑스러운 ‘느티나무은빛극단’이 있으니. 그 중심에 이

는 2008년 인형극단 때부터 결석은 물론 지각이나 조퇴도 한 번 하지 않았다. 대표의 솔선

에서 멈추지 않는다. 구로구청 평생교육팀과 함께 ‘동

정란 대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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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테라피’의 첫 수혜자는 바로 ‘나’

‘곁애’의 목표는 ‘예술로 상처 치유하기’

명함을 나누고 우선 자기소개를 부탁했다. 망설이지

조하연 대표가 ‘구로동’과 인연을 맺은 것은 열아홉 살

않고 바로 대답이 돌아왔다.

때. 경찰 공무원이었던 아버님을 따라서였다. 그 이후
지금까지 20년 동안 구로구와 영등포구, 금천구를 벗

“오지랖이 넓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

어난 적이 없다. 그동안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고,
‘시 테라피’로 상처를 치유했고, ‘곁애’의 시발점이 된

언뜻 당황스럽지만, 알고 보면 ‘곁애’란 ‘신조어’에도

‘배꼽 빠지는 도서관’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문화예술

조하연 대표의 오지랖이 숨어 있다. ‘곁’은 우리가 모

협동조합 ‘곁애’를 열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두 다 아는 ‘옆’이란 뜻. 그리고 ‘애’는 한자의 사랑 ‘愛’
자다.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인연을 소중히 생각

“시(詩)에 대한 고마움이 늘 마음 한켠에 있어요. 그래

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 ‘곁애’의 가장 큰 목표이자 슬로건도 ‘예술로 상처
를 치유한다’예요.”

“본래 예술가란 자신을 포함해서 곁에 있는 모든 이들
에게 오지랖을 부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슬로건은 단순하지만 하고 있는 일은 정말 다양하다.
북카페 곁애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 ‘나도 시인이다’ 등

문화예술협동조합 ‘곁애’ 대표 조하연

‘곁애’에서 벌이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보고 당연히

을 진행하는 ‘곁애 Main Dish’, ‘시 테라피 강사 교육’ 등

예술로 상처를
치유해요

‘기획자’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예술가라고? 조하연

을 진행하는 ‘곁애 Healing Dish’, ‘어린이 작가 교실’ 등을

대표의 보충 설명이 이어졌다.

진행하는 ‘곁애 Kid’s Dish’ 등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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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북카페의 커뮤니티
“처음에는 ‘배꼽 빠지는 도서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다. 그중에서 중

2008년, 제 나이 스물아홉 살 때였어요. 당연히 제 사

심적인 것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대략 아래와 같다.

널찍널찍한 공간에 각종 책과 커피, 분위기 있는 소품들…. 문화예술

비로 만든 사립 도서관이었고,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

협동조합 ‘곁애’의 심장이자 북카페 ‘곁애’의 풍경이다. 애초에 도서관

같은 건 생각지도 않았죠. 젊은 시절, 정말 힘든 시기가

01

으로 문을 열었다는 설명을 굳이 듣지 않아도 공간의 성격을 알 수 있

있었는데 그걸 이겨내도록 힘을 실어준 게 시(詩)였어

청소년이나 반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음의 상처

을 것 같다.

요. 그리고 나를 잡아준 시우(詩友)들이 있었죠. 또래도

를 시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는 사업. 지역 예술

“안녕하세요∼.”

있었고. 선생님도 있었고…. 그런데 대다수가 떠나거나

가 배출 등의 성과를 올렸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놓고 공간을 이리저리 둘러보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제가 맡은 거죠. 저

02

는 사이, 어느새 다가와 반짝반짝 빛나는 눈동자

를 치유해준 ‘시’를 널리 소개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의 이야기를 시집으로 제작 출판한다. ‘서울시 마을기

로 활기찬 인사를 건네는 아가씨. ‘곁애’의 조하연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도서

업’ 사업으로 시의 지원을 받는다.

대표였다. 알고 보니 겉모습과는 달리 열세 살짜

관을열었습니다. 저는 그걸 ‘시 테라피’라고 불러요. 사

03

리 귀염둥이 딸을 둔 ‘학부형’이다.

실 테라피 수혜자는 제가 첫 타자인 셈이죠.”

아트 콘서트로 만든다. 지역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

아트 테라피 교육사업_경찰청 등과 협력, 불우

출판_아이들이 쓴 글이나 힘든 분·소외된 분들

문화기획_테라피의 성과물을 책이나 연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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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고, 연극으로도 만들 생각이다. 로드 시어터나

을 하는지 알아보러 왔다고 하더군요. 이때쯤 마을도

라피 센터’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다. 하지만 조하연

공정여행, 신나는 예술여행도 기획 진행한다. 이 모

서관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5년 전부터 저 혼자

대표는 아직은 ‘조강지처’ 같은 구로를 벗어날 생각이

든 것이 인문학을 통해 마을 골목 곳곳을 따뜻하게

도서관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무척 신기하게 생

별로 없다.

하는 일이다.

각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같이 할 만한 문화 다양성 사

04

업이 없을까 하고 의논을 했죠.”

북카페 운영_앞에서 소개한 각종 프로그램들

이 운영되는 공식 커뮤니티이다.

“어디든 테라피 센터가 생긴다면 좋은 일이죠. 제안을
해주신 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무지개다리 프로젝트 참여로

지금까지 구로와 많은 사업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가

이외에도 기업의 도시재생 스토리 기반을 제공하는

이어졌다. 이외에도 문화 다양성에 대한 세부 프로젝

능하면 구로에서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많은

‘이야기 그룹 진담’ 사업도 빼놓을 수 없다.

트 협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 이어가면서 꾸준히 새로

일들을 해오신 분들도 이제는 좀 빛을 봤으면 좋겠어

운 사업들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조하연 대표는 ‘아

요. 성과를 위한 하드웨어는 엄청 생기고 있는데 특화

직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크다.

된 소프트웨어가 아직 부족해요. 어르신을 위한 민요

사람이 사람을 만든다

극장이나 오래된 영화관 같은….”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사실 재단이 지역 안

“지난 1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면서 힘들지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크고 작은 성과도

에서 주민들과 함께 논의해야 될 사업들이에요. 그런

구로(九老)는 ‘아홉 명의 어르신이 장수했다’는 뜻에

적지 않았죠. 하지만 무엇보다 기쁜 일은 ‘인적자원’이 한 바퀴 배출되었다는 거예요. 시 테라피의

점에서 우리와 접점이 크죠. 다양한 기획 파일럿을 시

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름에 걸맞은 사업에 대한 고민

보조작가나 그림책 작가 등등 ‘배꼽 키즈’가 성장을 해서 굳이 예술가가 아니어도 각 영역에서 활동

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결국

을 함께 해보자는 게 조하연 대표의 뜻이다. 이외에도

하면서 스태프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사람’이 남은 거죠. 아울러 ‘나도 예

사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조하연 대표의 머릿속에는 구로와 함께하고 싶은 갖

술을 전공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생겼고, 그들이 제가 하던 역할을 서서히 맡아 나가

도 있지만 아직은 소수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정책이

가지 아이디어가 가득하다.

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곁애의 시 테

마지막으로 구로문화재단에 하고 싶은 얘기를 물었

라피 사업도 구로에서만 인정을 못 받고 있고, 그림책

다. 곧바로 간명한 답이 돌아왔다.

이렇게 ‘배꼽 키즈’가 성장할 수 있도록 조하연 대표는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했다. 최

도 다른 곳에서 더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근에 맡았던 사업만 해도 문화파출소(2016년), 문화가 있는 날(2017년), 신나는 예술여행(2018년), 가
리봉 도시재생 프로젝트(2018년) 등이다.

“문화재단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사업의 모
실제로 곁애의 시 테라피를 높이 산 금천구로부터 ‘테

세혈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업이 구로문화재단과 연결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곁애’의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구로문화재단과
의 인연은 어떻게 맺어진 것일까?

“2013년쯤, 문화정책팀 직원들이
나를 찾아오면서 첫 인연이 시작되
었어요. 곁애라는 곳에서 어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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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도전하는 다둥이 가족의 열혈 엄마

구로구청 블로그 기자단 황현숙

아이들은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구로구청 블로그 기자단 활동을 하고 있어
요. 서울시 홍보단 활동도 하고, 상수도 모니터도 하
고, 독서동아리도 두 군데 참여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그림 그리기나 자서전 쓰기 공부 같은 것도 기회가 되
는 대로 하고 있어요.”

황현숙 씨네는 다둥이 가족이다. 중1짜리 딸에다 초등
4학년과 2학년 아들까지, 취학 아동만 셋을 둔 학부

서 예술이나 미술은 나와 상관없는 어려운 걸로 생각

초여름의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6월의 어느 날 오후. 월요일인데다 한창 업무에 몰두할 시

형이다. 그런데 이 많은 활동들을 했거나 하고 있다니,

하고 있었으면서도 대학 시절 서예에 도전을 했어요.

간이라 그런지 오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민족의 아픔 6.25가 발발한 지 68년

대단한 열정이 아닐 수 없다.

일종의 오기 같은 거죠. 졸업하고도 좀 쓰고, 입선을

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거리에서는 그날의 흔적 혹은 기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황현숙 씨가 구로동으로 이사온 것은 2011년. 이제 8년

한 적도 있어요. 지금은 그만뒀지만 그런 성격 덕분에

‘카페 느티나무.’ 휴대폰 메모를 다시 확인하고 약속 장소로 들어섰다. 구로아트밸리를 마주

차 구로 주민인 셈이다. 알고 보니 대구에서만 34년을

글을 쓰거나 모니터 보고서를 내는 등 전공과 상관없

보는 자그마한 카페에는 이제 막 점심 손님 뒷정리를 하는 주인장 혼자였다.

살았던 경상도 아지매. 그러다 결혼을 하면서 수원에

는 일에 도전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노트북을 열어 인터뷰 준비를 하는데 “어서 오세요∼” 하는 주

서 7년을 살았고, 일산 탄현에서 2년을 살다 구로동으

인장의 하이톤 목소리가 귓전을 당긴다. 눈을 들어보니 오늘의 주인공 황현숙 씨가 수줍은

로 왔다.

구로아트밸리 덕분에 온 가족이 예술 향유

얼굴로 막 들어서는 중이다.
간단한 인사를 나눈 다음 따뜻한 커피를 앞에 놓고 구로아트밸리와의 인연, 최근 하고 있는

“이사를 좀 많이 다닌 셈이죠? 신랑 직장 때문에 그래

활동 등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요. 신랑은 직업훈련학교에서 전기 계통 과목을 담당

이처럼 적극적인 성격의 황현숙 씨는 어떤 지역으로

하는 교수예요. 신랑이 학교를 옮기면 온 가족이 같이

이사를 가건 동네 카페에 가입해서 활동을 한다. 구로

이사를 하는 거죠.”

동으로 이사를 올 때도 미리 구로 지역 카페에 가입해
서 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했다. 그렇게 고르고 골라

신랑뿐 아니라 황현숙 씨도 본래 이과 출신이다. 본인

서 이사를 온 곳이 바로 지금의 동네인 고척동.

도 이과가 적성에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린 시절

황현숙 씨의 ‘카페 사랑’은 지금도 여전하다. 아이들

부터 막연하게나마 글도 그림도 힘들다고 생각했다.

교육과 관련한 각종 정보는 물론이고 동네 맛집, 아이

그런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게 대학은 문과 계통

들 데리고 갈 만한 명소 등도 카페에서 정보를 얻곤 한

인 아동학과로 진학을 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 문과 계

다. 황현숙 씨가 애용하는 또 하나의 정보의 보고는 구

통의 일을 하게 되었다. 지금의 블로그 기자단 활동도

청 홈페이지. 구로구청 블로그 기자단이 된 것도 구청

그 연장선인 셈이다.

홈페이지 덕분이다. 그리고, 세 명의 아이들이 모두 구
로아트밸리와 깊은 인연을 맺게 해준 것도 구청 홈페

“본래 도전하고 배우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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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죠. 아무 때나 와서 쉴 수 있는 휴

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배려

게소 같은 역사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렇게 만들어

하는 걸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개인주의적

진 항동철길역은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또, 구로 지역

성향이 줄어들었죠.”

의 특징이기도 한 다문화 가정을 상징하는 ‘한지붕 세가족’도
직접 만들었는데, 아쉽지만 지금은 철거되었어요.”

황현숙 씨 가족의 하루는 구로구청과 구로아

“큰애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였어요. 평소처럼 구청 홈페이지에서 이

트밸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온

것저것 보고 있는데, 구로아트밸리에서 어린이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

가족의 예술지수가 풍부해지는 것은 물론 가

집한다는 광고가 나온 거예요. 아이한테 얘기해줬더니 대뜸 해보겠다

구로아트밸리와 함께 미래에 대한 투자를

는 거예요. 생전 피아노도 안 배워본 아이가 오케스트라에 도전을 하겠

족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다. 구로아트밸리의
자체 공연은 물론 연계된 각종 공연을 보고 듣

한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슬쩍 걱정이 된다. 아직은 어리긴 하

고 느끼면서 감성이 풍부해지고, 사물을 보는

지만 이렇게 구로아트밸리에 푹 빠져서 지내면 공부에 지장을

눈도 달라졌다. 황현숙 씨는 언젠가 이 많은

다행히 오케스트라는 악기를 배워보지 않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받진 않을까? 우문현답이라고나 할까. 황현숙 씨는 그런 걱정

경험들이 아이들의 삶에 ‘플러스’로 나타날 것

교육 프로그램이라 큰딸도 지원 자격이 있었다.

은 아예 접어두라고 말한다.

이라 믿는다. 또한 이런 경험들을 가능하게 해

다고…. 도전을 좋아하는 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황현숙 씨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함께 면접을 보았다. 경쟁률이 제법 높았

준 구로문화재단의 활동에 큰 박수를 보내고

지만, 아이의 의지 덕분인지 무난하게 합격했다. 그리고 이제 큰딸은 합창

“사실 우리 부부는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

단 활동도 하면서 일주일에 4∼5일을 아트밸리에 ‘출근도장’을 찍는다. 이

이에요. 신랑은 박사학위까지 있고, 저는 대학에서 아동교육

렇게 큰애가 먼저 물꼬를 트고 나니 동생들도 자연스럽게 구로아트밸리

을 전공했죠. 하지만 학교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

“구로아트밸리 공연을 비롯한 이 많은 프로그

의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었다. 특히 토요일은 아이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

각해요. 어느 때가 되면 학교 공부에 매달리게 되겠죠. 하지만

램들이 구로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

는 ‘꿈다락’ 수업이 있는 날이라 온 가족이 총출동한다. 연극과 뮤지컬, 오

‘경험’은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해보겠어요? 이런 경험들이

는 거잖아요. 고맙죠. 거의 돈 한 푼 들이지 않

페라 등 각종 수업이 다양하게 펼쳐지니 지루할 틈이 없다.

훗날 진로 선택에서 좋은 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또 ‘구로동’ 하면 느

둘째는 올해 면접을 보고 오케스트라를 시작했고, 막내도 ‘학년이 올라

공부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맘껏 경험을 쌓도록 하

껴지는 ‘공단’ 이미지를 벗어나는 데도 큰 도

가기만’ 기다리고 있다.

고 싶어요.”

움이 되었고요.”

“아트밸리 덕분에 온 가족이 부담없이 ‘예술’을 접하고 즐기게 된 것 같

워낙 다양한 경험을 하는 중이라 아직 아이들에게는 확정된

구로문화재단 창립 11년. 황현숙 씨처럼 적극

아요. 예전에는 아이들 아빠도 함께 활동을 했었거든요.”

꿈 같은 게 없다. 말하자면 아직도 ‘ing’ 상태이기 때문에 섣불

적인 자세로 각종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만 있

리 어떤 꿈을 결정하고 그 길로 매진하고 싶지는 않다는 게다.

다면 재단의 활동은 앞으로 100년도 걱정할

하지만 이제 황현숙 씨는 예술을 즐기는 것뿐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싶다.

일이 없을 것 같다.

직접 예술활동을 하기도 한다. 뜻 맞는 엄마들과 함께 인형극이나 공공

“우리 가족은 아트밸리 덕분에 참 많은 걸 얻은 것 같아요. 애

인터뷰를 마치면서 보니 카페에는 어느새 사

미술 등에 도전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항아리’ 활동

들이 공부라는 압박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 음악 예술을 맘껏

람들이 들락거리고 있다. 초여름의 오후, 게으

이다. 항아리는 ‘항동철길 동아리’의 줄임말이다. 지역 개발에 따라 철거

할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른 햇살이 창으로 비쳐 들어오고 있다. 구로아

되는 ‘항동 철길’에 어떤 걸 설치하면 좋을까 하는 걸 함께 의논하고 실제

자연적으로 힐링이 되고, 집중력이 높아지면서 산만하거나 방

트밸리도 오후의 햇살을 받아 환하게 빛나고

로 설치까지 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삼탄 아트마인’ 답사도 다녀왔다.

만한 분위기도 없고요. 특히 오케스트라는 다양한 성향의 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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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어느 날 밤, 자동차 요일제를 신청하기 위
해 난생처음 구로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사이트
곳곳을 검색하던 중에 우연히 구로문화재단 직원 공
개채용 공고문을 발견하였다. 때마침 안산으로 출퇴
근하는 것이 힘들었던 데다 좀 더 안정적인 직장을 찾
던 시기여서 급하게 지원서를 작성하였는데 제출 마
지막 날이라 새벽까지 PC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구민
회관 1층 전시실에서 면접을 봤는데 운 좋게 합격해

근에는 워라밸, 가심비, YOLO, 소확행, 싫존주의, 휘소

지금에 이르렀으며 비록 중간에 좌절과 우여곡절도

가치 등의 신조어도 생겨나고 있다. 지역 문화재단도

있었지만 잘 이겨냈다 싶다. 현재까지 근속 중인 창립

이런 흐름에 맞춰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멤버 5명 중의 1명이다.

한다.
우선,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예술을

행정관리팀(현재 경영지원팀)으로 시작해서 문화기

추구하는 동아리 등을 위해 연습과 발표 장소를 제공

반팀, 홍보마케팅팀, 공연장운영팀, 문화사업팀, 기획

하고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강사를 지원하며 지

홍보팀, 문화정책팀을 거치며 재단의 다양한 분야를

역 문화축제에 활동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 그리고

경험하였다. 입사 전에는 문화예술에 문외한이었는

저비용 고효율을 위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해

데 업무상 공연과 전시 등을 자주 접하다 보니 예술의

외 유명 공연을 영상으로 보여주거나, 또는 국내의 뛰

구로문화재단 문화정책팀장 주태민

아름다움과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다. 정말 내

어난 공연을 해외로 송출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 디지

잿빛 도시 구로에 다양한 색깔의
물감을 입히다

삶에서 문화재단에서 보낸 시간은 귀하고 값지다.

털단지에 있는 게임이나 멀티미디어 회사와 MOU를
맺고 새로운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시도해볼 만

10년 넘게 일하며 문화예술 생산과 소비의 형태를 곰

하다.

곰이 생각해볼 때, 지역 문화재단 설립의 목적인 주민
문화 향수 증대는 양질의 공연과 전시를 제공하고 다

앞으로 주안점을 두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 데이터와

‘덜컹덜컹, 덜컹덜컹’ 여명이 밝아올 때 어렴풋이 들리던 1호선 전철 소리, 회색빛 단층 주

양한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소소한 문화행사를 꾸준

변수를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문화정책 수입에 도

택들 사이를 달리고 나면 보이는 신도림 연탄공장의 검정색 석탄 무더기와 기아특수강

히 개최함으로써 달성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우리 구

움이 될 수 있는 지표나 지수로 개발하고 계량적으로

에서 쏟아지는 노동자들의 회색빛 군무-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에 소재한 예술단체, 예술가, 활동가들을 발굴하고 그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들과 함께 다양한 유형의 사업들을 전개하면서 지역

국내 대학교 통계학과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한, 분석

영림중을 거쳐 구로고를 다닐 때 즈음 영화 ‘구로 아리랑’을 통해 구로는 전국적으로 ‘공

문화 진흥에 일조하고 있다고 여긴다. 그렇다면 이것

과 연구에 적잖은 시간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장’ ‘공장지대’ ‘공단’의 이미지로 각인이 되었다. 누군가에게 구로에 산다고 소개할 때마

으로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가?

다 ‘공고를 나왔냐’, ‘공기 안 좋은 데서 살기 힘들겠다’ 등의 위로를 숱하게 들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입사 첫날 임용장을 받던 마음을 되새기

당시에 구로고 이름을 상록고로 변경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아무튼, 스무 살을 넘어 학교

공유경제, 글로벌 미디어 시장 지배력 확대 등 10년

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과 주민을 위해 최선

나 직장이 있는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나에게 구로는 베드타운에 불과하였다.

전과 달라진 시대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

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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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문화가
하나로 숨쉬는

행복 구로

구로문화재단
KEY
CI 소개
조직도
업무분장표
(재)구로문화재단 발기인 명단
(재)구로문화재단 설립 추진위원회 명단
역대 이사회 명단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구로문화재단 KEY

구로문화재단 KEY

CI 소개

조직도

조직도

CI 소개

팀명
날개

경영지원팀

● 예산편성 및 운영/재무회계․세무업무
● 인사․복무․교육․노무․계약/이사회 운영/대외협력 업무
● 임대/위탁시설 관리(전기, 소방, 냉난방, 영선 등)

기획홍보팀

● 공연기획 및 홍보․마케팅/홈페이지 운영 관리/티켓 매니지먼트
● 공연장․구민회관 대강당 대관/하우스 매니지먼트
● 꿈나무극장 수탁운영, 상주 예술단체 운영 및 공모사업

문화사업팀

● 문화예술 및 교육사업/기획전시 및 갤러리 대관
● 예술단 운영(꿈의오케스트라, 청소년오케스트라,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등)/구로혁신교육지구 문화사업
● 소강당 대관 및 운영/청소년문화센터 수탁 운영

문화정책팀

● 예술인 및 단체 DB구축/문화시설(3개소) 수탁 운영
● 네트워크 협력사업/정책사업/지역축제 발굴
● 생활예술 동아리 지원/문화 다양성 사업
● 구로문화 포럼(구로공감 토론회)

미래를 상징하는 날개와 사람이 마주보는 모습, 두 가지를 형
상화하여 구로의 문화가 인종, 국가, 지역의 벽을 허물고 미래
로 도약하는 모습을 상징한다.
선의 연결
구로구의 복합문화예술공간인 구로아트밸리를 ‘선의 연결’
이라는 모티브로 표현하고 있다. 타이포의 획을 연결하여 표
현하는 것은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대중과 이어주는 구로아
트밸리의 연결을 의미한다.
또한 ‘선의 연결’은 문화예술의 영속성을 의미하며, 아울러 문
화와 예술 각 분야의 경계를 허무는 크로스 오버를 나타내기
도 한다. 지역의 핵심 문화 네트워크로 자리매김하는 구로아

오류문화센터팀

트밸리의 특성을 현대적인 감각의 타이포로 함축하였다.

시설관리팀
그리드시스템

업무내용

● 오류문화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 오류아트홀 운영(공연 및 생활문화 사업)
● 재단 수탁시설의 기계·건축·전기통신·소방·냉난방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운영
● 제반 공사감독 및 시행

※ 1본부 6팀 - 총 38명(대표이사 포함)

그리드시스템은 Corporate Signature를 이루는 각 구성요
소들 간의 배치기준과 전체적인 비율을 알려주는 것으로 중

이사장
(구청장)

요하다.

명칭 소개
구로 ┃ 우리 구는 과거 수출공단에서 첨단 디지털밸리로 성
공적인 변신을 하였고, 앞으로 도시 브랜드 가치는 계속 높아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질 것이므로 우리 구에서 탄생한 문예회관의 이름에는 반드
시 ‘구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본부장

아트 ┃ 지역의 산업발전과 도시정비에 밀려 그동안 문화적
으로 취약했던 우리 지역의 구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
고 서남 문화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다.
밸리 ┃ 구로의 상징인 디지털밸리처럼 구로아트밸리 예술극
장 인근에 위치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구민회관, 근린공

경영지원팀

기획홍보팀

문화사업팀

문화정책팀

오류문화센터팀

시설관리팀

원, 거리공원을 연결하는 하나의 문화벨트로서 도시를 대표하
는 문화브랜드와 가치를 상징하는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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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직원수 : 69명(공무직 6명, 촉탁 기간제 12명, 신도림고리 4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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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표

업무분장표
(2019년 현재)

경영지원팀

기획홍보팀

문화사업팀

문화정책팀

01 재단업무의 종합기획·조사·연구 및 재단 경영에 관한 사항

01 정기공연 및 특별기획공연의 기획·제작 및 실시

01 지역문화축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01 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02 재단의 조직·정원·인사에 관한 사항

02 중장기 공연예술 진흥사업의 기획 및 실시

02 지역문화콘텐츠 개발 및 운영

02 생활문화에 관한 사항

03 예산·결산·회계에 관한 사항

03 공연기록물 및 자료의 수집과 배포, 관리

03 재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03 구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에 관한 사항

04 구로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04 매·수표 관리

04 문화예술교육 및 시각미술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04 구민의 여가문화생활에 관한 정책의 수립

05 이사회, 구청, 구의회 관련된 사항

05 공연관련 협찬, 광고유치

05 주민 문화교육 관련사항

05 문화관련 통계의 수집·분석·유지

06 기본규정운영 및 내규 제정 및 개정

06 출연단체 및 출연자관련 계약

06 기타 지역문화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06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활성화

07 재단 자문위원회 지원

07 기타 공연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07 기획전시 및 전시실 운영 관련 사항

07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 협력 및 기업문화활동의 육성

08 문서의 수발, 통제, 발간 및 보존

08 홈페이지 운영관련 사항

08 소강당·갤러리·구민회관 대관 및 관리

08 문화정책계발 관련사항

09 봉급, 교육훈련,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09 재단종합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09 문화기반시설 연계 문화예술교육

09 신도림 오페라하우스 관리·운영

10 후원회 관리 및 기금 개발 및 관리

10 후원회 관리 및 기금개발 관리

10 지역축제·교육·전시 홍보마케팅

11 찾아가는 공연 기획업무 지원

11 재단 간행물 제작 및 홍보

11 외부 공모사업 및 해당 분야 상주 예술단체 운영

12 기타 재단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2 각종 공연에 따른 홍보계획 수립

12 구립 예술단체 관리 운영

13 구의회 의사당 및 구로문화예술회관 시설물관리

13 기획공연 홍보 및 마케팅

오류문화센터팀

14 기타 교육 전시 홍보·마케팅 지원

01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설관리

15 공연장 대관 및 관리

02 오류아트홀 기획공연 및 대관, 공연장 관리

16 공연장 안내 관련사항

03 센터 제세 공과금, 주차장 관리 업무 등

17 외부 공모사업 및 해당 분야 상주 예술단체 운영

04 입주기관 민원처리 및 지원 업무

18 공연 및 행사 등의 무대설치와 무대시설관리
19 무대미술·장치·의상 소품 등의 운영관리
20 공연지원 업무사항

시설관리팀

21 기타 공연시설물과 관련한 사항
01 문화시설 관리계획 수립
02 재단 수탁시설의 기계·건축·전기통신·소방·냉난방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운영
03 제반 공사감독 및 시행
04 청소미화, 경비 등 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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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명단 / 설립 추진위원회 명단

역대 이사회 명단

역대 이사회 명단
* 비고란은 당시 직책

(재)구로문화재단 발기인 명단
연번

구분

직위

성명

1

당연직

이사장

양대웅

前 구청장

2

〃

이사

이선기

前 행정관리국장

3

〃

〃

천상환

前 주민생활지원국장

4

위촉직

〃

엄정행

前 경희대학교 음대 교수(성악가)

5

〃

〃

강준혁

前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장

6

〃

〃

김주호

前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7

〃

〃

박재련

前 극단 증언 대표, 前 은일정보고등학교 교장

8

〃

〃

정규원

前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前 통일원 통일교육 전문위원

9

〃

〃

김영두

前 동우애니메이션 대표

10

〃

〃

박계덕

변호사

11

〃

〃

우권석

前 구의원

12

당연직

감사

조병남

前 감사담당관

13

위촉직

〃

김용정

前 정일회계법인 구로지점 이사(공인회계사)

■2017.01.∼현재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구분
당연직
〃
〃
〃
위촉직
〃
〃
〃
〃
〃
〃
〃
당연직
위촉직

직위
이사장
이사
〃
〃
〃
〃
〃
〃
〃
〃
〃
〃
감사
〃

성명
이 성
오승주
김태수
신현욱
김창범
황규복
김태희
김상기
김 신
두일철
한상정
김재용
유영직
조대영

비고
구청장
안전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대표이사
구로구의회 부의장
구로구의회 의장
건국대학교 교수
국회사무처 국장
대림미술관 부관장
동국대학교 교수
인천대학교 교수
구로의료복지생활협동조합 이사장
문화관광과장
회계법인 예원 회계사

■2016.01.∼2016.12.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구분
당연직
〃
〃
〃
위촉직
〃
〃
〃
〃
〃
〃
〃
당연직
위촉직

직위
이사장
이사
〃
〃
〃
〃
〃
신규 이사
〃
〃
〃
〃
감사
〃

성명
이 성
김태수
배세영
신현욱
황규복
김창범
김태희
김상기
김신
두일철
한상정
김재용
김광동
조대영

비고
구청장
안전행정국장
생활복지국장
대표이사
구로구의회 의장
구로구의회 부의장
건국대학교 교수
국회사무처 국장
대림미술관 부관장
동국대학교 교수
상지대학교 교수
구로의료복지생활협동조합 이사장
문화체육과장
회계법인 예원 회계사

■2015.08.∼2015.12.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구분
당연직
〃
〃
〃
위촉직
〃
〃
〃
〃
〃
〃
〃
당연직
위촉직

직위
이사장
이사
〃
〃
〃
〃
〃
〃
〃
〃
〃
〃
감사
〃

성명
이 성
김태수
배세영
신현욱
김한기
강신구
김병호
안진의
정두만
김창범
황규복
김태희
김광동
조대영

비고
구청장
안전행정국장
생활복지국장
대표이사
한국오피스컴퓨터(주) 회장
풀뿌리문화연구소 대표
극단 즐거운사람들 대표
색채전공 미술학 박사, 화가
구로희망푸드마켓 대표
구로구의회 부의장
구로구의회 의장
건국대학교 교수
문화체육과장
회계법인 예원 회계사

비고

(재)구로문화재단 설립 추진위원회 명단
연번

직위

성명

1

위원장

양대웅

前 구청장

2

위원

김찬곤

前 부구청장

3

〃

이선기

前 행정관리국장

4

〃

천상환

前 주민생활지원국장

5

〃

조성재

前 도시관리국장

6

〃

엄정행

前 경희대학교 음대 교수(성악가)

7

〃

박재련

前 극단 증언 대표

8

〃

김영두

前 은일정보고등학교 교장

9

〃

우권석

前 동우애니메이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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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

■2015.01.∼2015.06.

■2014.04.∼2014.12.

262

연번

구분

직위

성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당연직
〃
〃
〃
위촉직
〃
〃
〃
〃
〃
〃
〃
당연직
위촉직

이사장
이사
〃
대표이사
이사
〃
〃
〃
〃
〃
〃
〃
감사
감사

이 성
김태수
배세영

연번

구분

직위

성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당연직
〃
〃
〃
위촉직
〃
〃
〃
〃
〃
〃
〃
당연직
위촉직

이사장
이사
〃
〃
〃
〃
〃
〃
〃
〃
〃
〃
감사
〃

이 성
유영환
차도연
김정환
김한기
강신구
김병호
안진의
정두만
김창범
황규복
김태희
김광동
김유진

김한기
강신구
김병호
안진의
정두만
황규복
김창범
김태희
김광동
조대영

연번

구분

직위

성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당연직
〃
〃
〃
위촉직
〃
〃
〃
〃
〃
〃
〃
당연직
위촉직

이사장
이사
〃
〃
〃
〃
〃
〃
〃
〃
〃
〃
감사
〃

이 성
유영환
최두현
김정환
김한기
강신구
김병호
안진의
정두만
김창범
황규복
김태희
김광동
김유진

비고

■2013.01.∼2014.03.

구청장
안전행정국장
생활복지국장
공석
한국오피스컴퓨터(주) 회장
세종문화회관 공연본부장
극단 즐거운사람들 대표
색채전공 미술학 박사, 화가
구로구 공무원
구로구의회 의장
구로구의회 부의장
건국대학교 교수
문화체육과장
회계법인 예원 회계사
비고

■2013.01.∼2013.12.

구청장
안전행정국장
생활복지국장
대표이사
한국오피스컴퓨터(주) 회장
풀뿌리문화연구소 대표
극단 즐거운사람들 대표
색채전공 미술학 박사, 화가
구로희망푸드마켓 대표
구로구의회 부의장
구로구의회 의장
건국대학교 교수
문화체육과장
회계법인 성지 회계사
비고

구청장
생활복지국장
안전행정국장
대표이사
한국오피스컴퓨터(주) 회장
풀뿌리문화연구소 대표
극단 즐거운사람들 대표
색채전공 미술학 박사, 화가
구로희망푸드마켓 대표
구로구의회 부의장
구로구의회 의장
건국대학교 교수
문화체육과장
회계법인 성지 회계사

■2012.11.∼2012.12.

연번

구분

직위

성명

비고

1

당연직

이사장

이 성

구청장

2

〃

이사

김건형

생활복지국장

3

〃

〃

유영환

안전행정국장

4

〃

〃

김정환

대표이사

5

위촉직

〃

최재무

제10대 구로구의회 의장

6

〃

〃

김경훈

제12대 구로구의회 의장

7

〃

〃

김한기

구로구 사회복지협의회장

8

〃

〃

강신구

풀뿌리문화연구소 대표

9

〃

〃

김병호

극단 즐거운사람들 대표

10

〃

〃

안진의

색채전공 미술학 박사, 화가

11

〃

〃

정두만

구로희망푸드마켓 대표

12

당연직

감사

조태석

문화체육과장

13

위촉직

〃

김유진

회계법인 성지 회계사

연번

구분

직위

성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당연직
〃
〃
〃
위촉직
〃
〃
〃
〃
〃
〃
〃
당연직
위촉직

이사장
이사
〃
〃
〃
〃
〃
〃
〃
〃
〃
〃
감사
〃

이 성
유영환
김재순
김정환
최재무
김경훈
김한기
강신구
이용관
김병호
안진의
정두만
조태석
김유진

연번

구분

직위

성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당연직
〃
〃
〃
위촉직
〃
〃
〃
〃
〃
〃
〃
위촉직

이사장
이사
〃
〃
〃
〃
〃
〃
〃
〃
〃
〃
〃

이 성
김재순
유영환
김정환
김한기
강신구
이용관
김병호
안진의
정두만
최재무
김경훈
김유진

비고

구청장
생활복지국장
안전행정국장
대표이사
제10대 구로구의회 의장
제12대 구로구의회 의장
구로구 사회복지협의회장
풀뿌리문화연구소 대표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장
극단 즐거운사람들 대표
색채전공 미술학 박사, 화가
구로희망푸드마켓 대표
문화체육과장
회계법인 성지 회계사
비고

구청장
행정지원국장
생활복지국장
대표이사
구로상공회의소 회장
세종문화회관 공연본부장
한국예술경영연구소장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이사장
색채전공 미술학 박사, 화가
구로구 공무원
서울시 구로구 의정회 회장
제12대 구로구의회 의장
회계법인 성지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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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012.10.

■2011.01.∼2011.12.

■2010.08.∼2010.12.

264

연번

구분

직위

성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당연직
〃
〃
〃
위촉직
〃
〃
〃
〃
〃
〃
〃
당연직
위촉직

이사장
이사
〃
〃
〃
〃
〃
〃
〃
〃
〃
〃
감사
〃

이 성
박종평
김찬식
김흥수
김한기
강신구
이용관
김병호
안진의
정두만
최재무
김경훈
백승선
김유진

연번

구분

직위

성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당연직
〃
〃
〃
위촉직
〃
〃
〃
〃
〃
〃
〃
당연직
위촉직

이사장
이사
〃
〃
〃
〃
〃
〃
〃
〃
〃
〃
감사
〃

이 성
박종평
조병남
김흥수
강준혁
김주호
박재련
정규원
김영두
박계덕
최재무
김경훈
김재순
김용정

연번

구분

직위

성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당연직
〃
〃
위촉직
〃
〃
〃
〃
〃
〃
〃
당연직
위촉직

이사장
이사
〃
〃
〃
〃
〃
〃
〃
〃
〃
감사
〃

이 성
최동욱
김기회
강준혁
김주호
박재련
정규원
김영두
박계덕
최재무
김경훈
김재순
김용정

비고

■ 2009.12.∼2010.08.

구청장
복지문화국장
행정지원국장
대표이사
구로상공회의소 회장
세종문화회관 공연본부장
한국예술경영연구소장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이사장
색채전공 미술학 박사, 화가
구로구 공무원
서울시 구로구 의정회장
제12대 구로구의회 의장
감사담당관
회계법인 성지 회계사
비고

■ 2009.01.∼2009.12.

구청장
복지문화국장
행정지원국장
대표이사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장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장
학교폭력예방교육센터 소장
동우애니메이션 대표
변호사
서울시 구로구 의정회장
제12대 구로구의회 의장
감사담당관
정일회계법인
비고

구청장
복지문화국장
행정지원국장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장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장
학교폭력예방교육센터 소장
동우애니메이션 대표
변호사
서울시 구로구 의정회장
제12대 구로구의회 의장
감사담당관
정일회계법인

■ 2007.08.∼2008.12.

연번

구분

직위

성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당연직
〃
〃
〃
위촉직
〃
〃
〃
〃
〃
〃
〃
당연직
위촉직

이사장
이사
〃
이사
〃
〃
〃
〃
〃
〃
〃
〃
감사
〃

양대웅
김기회
최동욱
김흥수
엄정행
강준혁
김주호
박재련
정규원
김영두
박계덕
우권석
김재순
김용정

연번

구분

직위

성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당연직
〃
〃
〃
위촉직
〃
〃
〃
〃
〃
〃
〃
당연직
위촉직

이사장
이사
〃
이사
〃
〃
〃
〃
〃
〃
〃
〃
감사
〃

양대웅
이선기
최동욱
김흥수
엄정행
강준혁
김주호
박재련
정규원
김영두
박계덕
우권석
김재순
김용정

연번

구분

직위

성명

1
2
3
4
5
6
7

당연직
〃
〃
위촉직
〃
〃
〃

이사장
이사
〃
〃
〃
〃
〃

양대웅
이선기
천상환
엄정행
강준혁
김주호
박재련

8

〃

〃

정규원

9
10
11
12
13

〃
〃
〃
당연직
위촉직

〃
〃
〃
감사
〃

김영두
박계덕
우권석
조병남
김용정

비고

구청장
행정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대표이사
경희대학교 음대 교수(성악가)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장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장
학교폭력예방교육센터 소장
동우애니메이션 대표
변호사
구의원
감사담당관
정일회계법인 구로지점 이사(공인회계사)
비고

구청장
행정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대표이사
경희대학교 음대 교수(성악가)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장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장
학교폭력예방교육센터 소장
동우애니메이션 대표
변호사
구의원
감사담당관
정일회계법인 구로지점 이사(공인회계사)
비고

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경희대학교 음대 교수(성악가)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극단 증언 대표 / 은일정보고등학교장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
통일원 통일교육 전문위원
동우애니메이션 대표
변호사
구의원
감사담당관
정일회계법인 구로지점 이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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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3.10.10.]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1060호, 2013.10.10., 일부개정]

실이 있는 자

⑦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

7.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한 자 <본조신설 2010.08.11>
제7조의4(임원의 해임)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
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하여 재단법
인 구로구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8.11>
제3조(설립)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0.08.11>
제13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5조 (결산서의 제출)

2. 임원간의 분쟁조성,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

② 재단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위를 한 때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3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

제7조(임원)

4. 금품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

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검사·감사)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

5.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①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0.08.11>

경우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감사하게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할 수 있다.

정 2010.08.11>

③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추천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4조(재단의 사업)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대표이사는 문화예술

③ 제7조의3(임원의 결격사유) 제3호, 제4호, 제5호를 위

는 사업추진 전 주관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신설

분야와 경영 전문성도 함께 겸한 자를 이사회의 추천을

반 결격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임원은 당연 해임

2010.08.11>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구로구의회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08.11>

2.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3.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및 조사·연구

1. 구 예산이 대규모로 소요되는 신규사업 <신설 2010.
08.11>

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2. 예산의 이·전용사업 및 당초사업을 변경하여 추진

4.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①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사회 평가에 의해

있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

하는 경우 <신설 2010.08.11>

5.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

서 임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3항에서 정하는 당연직 이

3. 그 밖에 사업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사전협의가 필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개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완료되며 후

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 2010.08.11>

임자가 승계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재단의 업무를 통할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요한 사항 등 <신설 2010.08.11>
제19조(정관)

③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 정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

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0.08.11>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④ 선임직 이사 또는 감사 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

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010.08.11>

는 2개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② 구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선임된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0.08.11>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성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11.16 조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08.11>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례 제800호>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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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임원의 임기)

된다. <본조신설 2010.08.11>
제8조(임원의 직무)

제7조의3(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1. 목적과 명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1. 구청장

2. 사무소의 소재지

수 없다.

2. 안전행정국장 <개정 2007. 11. 16, 2013.10.10>

부칙 <제1060호, 2013.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 미성년자

4. 이사의 임면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④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및 재단발전에

5.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기여할 수 있는 자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6.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⑤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

부칙(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3.10.10 조

7. 공고에 관한 사항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례 제1060호>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⑥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08.11>

6. 그 밖에 청렴성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시킨 사

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3. 생활복지국장 <개정 2010.8.11>

부칙 <2010.08.11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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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3.17.] [서울특별시구로구규칙 제731호, 2016.3.17., 일부개정]

제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탁의 경
우는 수탁자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예정 일자를 취소
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진
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비용지원 등)

1. 시설 관리·운영의 기본방향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탁자에게 시

2.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안)

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시설장비

3.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당

및 그 유지비, 제세공과금,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예산

해 사업연도의 징수계획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제1장 총칙

의 위치, 위탁조건 및 위탁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

5.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보수에 관한 사항

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제1조(목적)

여야 한다.

6. 기타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얻어야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제5조(위탁운영 신청)

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①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 시설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조(명칭과 위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서울특별시 구로

③ 수탁자는 지원받은 예산을 시설의 관리·운영 이외의

구(이하“구”라 한다)의 사업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관

제3장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은 “구로아트밸리

1. 사업계획서 1부

계법령과 조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구와 체결한 위·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예술극장”이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사당길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수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지도·감독 결과에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

12(구로동 101번지)에 둔다.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

따라야 한다.

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본 또는 그 설립을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② 수탁자는 사업계획서,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구청장에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10.08.20,

제2장 시설의 운영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관계서류를

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타법개정 2011.12.29>

제3조(시설의 운영 등)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상

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심사하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경우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의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

③ 수탁자가 위탁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

현황 등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구에 인계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08.20, 타법개정

다)와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및 기타

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위탁운

하여야 한다.

2011.12.29>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고 서면으로 위·수

영기간 연장 신청서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④ 수탁자는 구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하

1. 구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거나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전대하거나 시설물의 구조

2. 문화예술·정보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

②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나 사용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부한 자

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재위탁하는 내용에 대하여 사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

3. 교육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재위·수탁

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당사자간에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의 위·수탁 계약을 서면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때에는 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

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시설물의 최종적인

①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

⑥ 수탁자는 위·수탁계약시 구청장이 정하는 한도금액을

사는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는 주관과장이 된다.

관리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내에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증금으로 하고 구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재정보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③ 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증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 법인에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운영의 경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

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한 경우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

⑦ 수탁자는 시설의 위탁 관리·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이용

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

을 기한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

에 따른 손해배상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

① 구청장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자

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

③ 구청장은 제2항의 단서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로 한다.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0일의 범위내에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공모할 때에는 시설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 공고)

268

제6조(위탁운영 계약 등)

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가 져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청장이 시설의 운영 위탁

다. <신설 2016.03.17.>
제12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6.03.17.>
② 위원 중 구의원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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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장비, 조명장비, 냉·난방 등 기타설비 및 장비

② 시설의 운영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의무를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준수하도록 시설물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전달하여야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

한다.

행령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 등의 관계규정

1. 3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③ 제2항의 주의사항 내용 및 전달방법은 시설운영자가

을 준용한다.

행이 곤란한 때

하는 자는 시설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

따로 정한다.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할 때

성하여 사용예정 2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제13조(임무)

제18조(시설의 사용 신청 등)

제26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제23조(입장권의 검인 등)

부칙 <제731호, 2016.3.17>

한다. 다만, 시설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예정

①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별지 제7호서

1. 시설의 운영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의한 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검토

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인받지 아

2.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하여 당해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접수

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무료공연을 하

3. 수탁자 선정 등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시설사용(변경)허가

는 경우에는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문화예술 등의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다만, 신청자와 협의된

② 수탁자는 금융기관, 백화점, 상가, 다중업소 등을 관람

부칙(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5.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권 예매처로 지정하는 경우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2010. 8.20 규칙 제613호>

③ 시설의 사용자가 공연 등을 위하여 무대설비를 추가로

지정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관람권 예매지로 원할시

제1조(시행일)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무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 승인신청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다.

서(별지 제5호서식)를 미리 제출하여 수탁자의 승인을 받

③ 사용자는 관람권의 예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

제2조(기존 감사담당관의 경과조치 등)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

아야 한다.

매수수료는 판매 수익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3조 제1항의 감사담당관은 이 규칙에

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사항 등을 구

사용자 합의하에 결정한다.

따른 감사기구의 장으로 본다. 단, 2011.6.30 이내에 규정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5조(회의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29 규칙 제5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체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수입금은 익일까지 구 금고

④ 사용자는 사용종료 후 관람수입 내역을 별지 제10호

맞게 감사담당관을 임용해야 하며, 이 규정에 따라 최초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

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익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서식의 수입정산내역서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임용되는 감사담당관은 「정부조직법」 제2조 제8항에 따른

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

제19조(사용허가 취소 등)

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수탁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록)

제24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중지하거
나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약직공무원의 비율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

1. 공연 중 무선호출기 또는 휴대전화 사용행위

③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

1. 조례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2.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구가 긴급하게 공공목적에 필요하여 당해 시설을

있는 자

제11조 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

사용하고자 할 때

3. 흡연, 음주 기타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로 하고, 제11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

여야 한다.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여 사용하

4.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등

국장”으로, “도시디자인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도록 하는 경우

2. 출석위원의 직·성명

4. 각종 시설을 손괴하거나 손괴할 우려가 현저한 경

제5장 기타

우등

제25조(휴관)

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④∼⑤ (생략)

제20조(사용료 감면 기준) <삭제 2009.04.29>

① 시설은 연중무휴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자가

<2011.12.29 규칙 제645호>

사항

제21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매월 특정일을 휴무일로 지정

제1조(시행일)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시설의 사용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사용 취소 및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보수 등 부득이한

제17조(시설의 사용범위 및 사용료)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3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제

사유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

출하여야 한다.

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① 시설의 일부를 대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설
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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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4.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22조(사용자의 의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1. 기본시설 : 공연장, 소강당, 전시실, 분장실, 프로그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때에는 예외로 한다.

램실 등

대상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

2. 기타장비 : 피아노, 음향장비, 영상장비, 녹음·녹화

우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영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구 명칭 및 그 장의 표시에 대한 규정
은 이 규칙 개정에 따라 다른 규정에서도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 략)
부칙 <2016.03.17., 규칙 제7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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