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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는 1931년에 지어진 체부동 성결교회를 개축한 공간

으로 2018년 3월 12일에 개관했습니다.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서울미래

유산(2014)’과 서울시 최초 ‘우수건축자산(2017)’으로 지정된 본 센터는 

시민들에게 문화 활동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생활문화의 허브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Seoul Community Cultural Center Chebu, the renovated space that was 

formerly Chebudong Holiness Church built in 1931, opened on March 12, 

2018. Designated as a ‘Seoul Future Heritage’ in 2014 and Seoul’s first 

‘Valuable Architectural Structure & Space’ in 2017 in recognition of its 

architectural value, the center has become a hub of community arts that 

provides cultural activity spaces and programs to citizens.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는 체부홀과 금오재, 두 공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체부홀은 생활예술오케스트라 등 생활문화 단체들의 연습 및 발표 공간

입니다. 근대 건축 양식의 트러스 지붕이 그대로 보존된 높은 천장은 음향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오케스트라 악기와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생활음악 거점형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체부홀과 이어진 

한옥은 금오재로 지역주민과 생활문화 단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금오재는 ‘마실’과 ‘사랑’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마실은 

지역주민들이 차를 마시고 책을 읽는 마을 카페로, 사랑은 문화강좌 및 창작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The center is divided into two spaces, Chebu Hall and Geumojae. Chebu 

Hall is a training and presentation space for community arts groups such 

as community orchestra groups. The high ceiling, where the truss roof of 

a modern architectural style is well preserved, provides a sound-friendly 

environment. Also, as orchestra instruments and facilities are fully equipped, 

Chebu Hall serves as a central place for community music. The traditional 

Korean house, connected with Chebu Hall, is Geumojae, an open space 

that local residents and community art groups can freely use. Geumojae is 

separated into two spaces, ‘Masil’ and ‘Sarang’. While Masil is a village cafe 

where local residents drink tea and read books, Sarang is a space where 

cultural classes and creative activities take place.

본 책자는 2021년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가 시민들, 생활문화 동아리들과 

함께 만들어온 다양한 활동 그리고 성과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협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전달

하기 위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는 이러한 올해의 활동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시민들

에게 생활문화의 터전이자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his booklet contains the various programs and accomplishments of Seoul 

Community Cultural Center Chebu made together with citizens and living 

culture clubs in 2021. Despite the threat of COVID-19, you can see various 

programs and opportunities to enjoy culture for citizens.

Based on these activities of the year, Seoul Community Cultural Center Chebu 

will do its best to become the base and hub of living culture to citizens.

시민의 일상이 문화가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Until the day when the daily life of citizens becomes culture and culture 

becomes dai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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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부동 성결교회 모습 및 리모델링

개척 초기 교회 모습

리모델링 이전 체부동 성결교회

리모델링 이전 교회 예배당

건설 과정 사진

1965년 10월 22일 교회 증축

1980년 6월 30일 창립 56주년 기념 예배

시공 중 발견된 꽃담

기존 벽돌 재사용 작업

1981년 12월 성탄, 청년부

1995년 5월 28일 성가 경창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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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의 건축적 가치

벽돌 쌓기 방식의 변화 트러스 지붕

꽃담

남녀 별도 출입구의 흔적

길이 쌓기

모든 층에 벽돌의 긴 면만 

보이도록 쌓기

프랑스식 벽돌 쌓기

각 층마다 벽돌 긴 면과 짧은 

면을 교차로 보이도록 쌓기

영국식 벽돌 쌓기

한 층은 긴 면만, 다른 층은 

짧은 면만 보이도록 쌓기

체부동 성결교회를 신축한 1931년에는 프랑스식 벽돌 쌓기를, 

증축 과정에서는 영국식 벽돌 쌓기와 길이 쌓기를 적용했습

니다.

체부홀의 지붕은 근대 건축 양식의 목조 트러스를 사용한 

것이 특징으로, 수직재, 경사재, 처마도리 등의 정밀한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한옥 공사 중 과거 민가에서 볼 수 있었던 꽃담을 발견하여 

경화 처리, 결손부 복원 작업 등을 거쳐 원형을 최대한 보전

하였습니다.

체부동 동측 벽면에는 건축 초기 남녀가 내외하기 위해 출입

구를 각각 두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성결교회 시절 출입구

리모델링 후 트러스에 조명이 달린 모습의 체부홀

한옥영역 발견 당시 꽃담 현황

트러스 확대 사진

보전처리 공사 후 꽃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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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의 현재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

‘체부홀’의 모습 ‘금오재’의 모습

‘사랑’의 모습 ‘마실’의 모습



- 프로그램 소개

- 특별 기획 인터뷰

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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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오케스트라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센터 대표 마을 오케스

트라

생활음악프로그램 체부를 대표하는 지역 시민 오케스트라입니다. 지역 

주민들에 의해 플루트,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4개 

파트로 구성된 단원들은 자발적 연습과 파트멘토에 

의한 전문적 강습을 받아 나날이 시민오케스트라

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활동 2년차를 맞은 2021년도에는 센터의 음악감독

이신 최혁재 지휘자님의 지휘 아래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뮤직’을 연습하였고 연말에는 50인 

규모의 연주 컨텐츠를 제작하여 오케스트라로서의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연습 및 전문 연주자에 의한 연습을 

통해 연주자로서의 기량을 증진시켰습니다. 또한 

오케스트라 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 가르쳐 주고 

끌어주는 경험을 통해 동료, 그리고 친구가 되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플루트

매주 화요일 14:00 - 16:00

클라리넷

매주 화요일 16:30 - 18:30

바이올린

매주 수요일 14:00 - 16:00

첼로

매주 수요일 16:30 - 18:30

마을오케스트라 공연 녹화실황
2021년 12월 18일(토)

2021년도에는 최혁재 지휘자님의 지휘 및 

지도 아래 모차르트의 <아이네클라이네

나흐트뮤직>을 연습하여 연주실황 영상을 

제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을오케스

트라 단원 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오케스트

라의 단원들이 기꺼이 객원 연주자로 참여해 

주시는 모습은 지역 주민과 시민 동아리의 

협업이라는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 내었습

니다.

●

2021년 4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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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부동
아틀리에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소품을 만드는 

시간

생활문화프로그램 3년째 운영되고 있는 원데이 클래스 체부동 아틀리에는 

서촌 지역 공방 강사들과 함께하는 생활문화 공예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프로그램(체험키트), 소규모 모임으로 운영하고 기존에 

참여자 만족도가 높았던 포셀라츠를 비롯하여 마크라메, 

비즈공예, 비누공예, 양모공예 등 새로운 수업으로 준비,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마크라메
2021년 4월 8일(목) - 4월 18일(일)

포셀라츠
2021년 6월 4일(금) - 6월 13일(일)

마크라메는 도구 없이 손으로 로프, 끈 등을 

엮어 매듭과 패턴을 만드는 서양식 매듭 

공예로 단순한 매듭을 반복하여 나만의 벽장

식용 소품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허전하게 느껴지는 벽을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장식할 수 있는 마크라메는 매듭의 배치를 

달리하여 나만의 패턴을 만들 수 있고 더 

얇은 실을 이용하면 팔찌, 테이블 매트 같은 

소품도 제작할 수 있는 공예입니다.

포셀라츠는 전사지를 부착한 후 가마에 소성

하는 기법으로 올해 체부에서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글라스 잔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전사지를 오려 붙여 

작업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따라서 만들 수 

있는 체험으로 본인만의 감성과 디자인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

2021년 4월 - 12월

마크라메

2021년 4월 8일(목)

- 4월 18일(일)

포셀라츠

2021년 6월 4일(금)

- 6월 13일(일)

비즈공예

2021년 8월 17일(화)

- 8월 31일(화),

2021년 8월 27일(금)

- 9월 10일(금)

비누공예

2021년 11월 27일(토)

양모공예

2021년 12월 10일(금)

- 12월 24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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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공예
2021년 8월 17일(화) - 8월 31일(화),

2021년 8월 27일(금) - 9월 10일(금)

비누공예
2021년 11월 27일(토)

1회차 10:00 / 2회차 13:00 / 3회차 15:00

양모공예
2021년 12월 10일(금) - 12월 24일(금)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 되면서 사용이 늘고 

있는 소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으로 반짝

반짝 작은 비즈를 이용하여 마스크스트랩을 

만들었습니다.

비즈공예는 체험 제공뿐 아니라 참여자 

완성품 기부를 함께 진행, 마스크스트랩 

100개를 종로구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하였

습니다.

비누공예는 합성계면활성제를 넣지 않아 

피부에 도움을 주고 모든 피부에 사용 가능한 

건강한 입욕제를 만들어 보는 시간이었습

니다.

성인과 어린이가 함께하는 동반체험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소그룹으로 나누어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였으며 어린이들이 

직접 반죽하면서 입욕제를 완성하여 재밌고 

다양한 결과물을 만나 볼 수 있는 시간이었

습니다.

양모공예는 양모를 서로 엉키고 줄어들게 

해서 일정하게 고정시키는 공예분야입니다.

형태가 완벽하지 않아도 따듯한 질감의 

양모를 몽글몽글한 귀여운 형태를 만지고 

느끼면서 나만의 강아지 브로치를 만들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완성품은 가방, 옷 등에 달아서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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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부동 생활예술전시회>는 일상생활 속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는 시민 및 생활예술인의 작품을 공모

하고, 윈도우 갤러리 등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의 

공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전시입니다.

2021년의 첫 체부동 생활예술전시회는 ‘그리운 풍경’이라는 주제의 사진전으로 꾸려졌습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민들과 생활예술인의 사진들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방문하기 

어려워진 장소, 하기 어려워진 문화 활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역주민 및 센터를 지나는 

시민들이 윈도우 갤러리를 따라 ‘그리운 풍경’을 담은 다채로운 사진들을 감상하시며 코로나19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한 작은 힘과 위로를 얻으셨습니다.

체부동
생활예술
전시회

시민 및 생활예술인을 

위한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의 생활문화전시회

생활문화프로그램

●

2021년 4월 1일(목)

- 6월 7일(월)

그리운 풍경展

2021년 4월 1일(목)

- 6월 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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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체부동
친구들

청년서포터를 모집하여 

미래의 문화기획자로 

양성하는 프로그램

생활문화프로그램

●

2021년 5월 - 12월

2020년부터 센터에 대한 정보와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시작된 서포터즈 <체부동 친구들>은 2021년 <체부동 

친구들 2기>를 모집하여 운영되었습니다. 서울생활

문화센터 체부 내의 다양한 소식, 동아리, 사람 등 다양한 

센터 내의 모습들을 소개하고 생생한 체험 후기, 인터

뷰를 전하며 생활 문화 알림이 역할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더 역할을 확대하여 체부동 꽃목길 

축제에서 시민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며 시민들을 위한 기획자로 성장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제 2기 <체부동 친구들>

· 김시은

· 김재은 

· 이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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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부동 생활예술동아리전시회>는 2020년에 생활

예술동아리 미술분과 협의체 ‘체부作Up(작업)’가 조직

되면서 시작된 동아리 자체 기획 전시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생활자수동아리 ‘풀.땀’에서 다양한 자수 

작품들을 선보였고, 하반기에는 ‘체부作UP展’을 개최,

지금까지 전시회에 참여해주신 동아리들 외에도 

새로운 동아리들께서 참여하여 4개의 동아리가 함께 

작품 전시를 진행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풀.땀展: 꽃의 향연
2021년 6월 23일(수) - 8월 31일(화)

2021년 6월에는 ‘체부동 생활문화강좌’의 

‘생활자수’ 수강생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자수 동아리 ‘풀.땀(play.needlework)’의 

전시로 꾸려졌습니다. 풀.땀은 매주 수요일 

센터의 한옥공간인 금오재 사랑에 모여 작업을 

이어가는 동아리로, 색색 고운 실로 천에 자연, 

인물 등을 개성 있고 섬세한 땀으로 표현한 

수예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체부동
생활예술
동아리
전시회

생활예술동아리들이

직접 기획하는 동아리展

생활문화프로그램

●

2021년 6월 - 11월

풀.땀展: 꽃의 향연

2021년 6월 23일(수)

- 8월 31일(화)

체부作UP展: 우리, 모두

2021년 9월 17일(금)

- 11월 1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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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부作UP展: 우리, 모두
2021년 9월 17일(금) - 11월 19일(금)

체부동 미술분과 협의체 ‘체부作UP’의 최초 

합동 동아리展. 다양한 분야의 4개 동아리가 

직접 참여하여 작품을 전시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습니다. 식물을 사랑하고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동아리 ‘나래’, 한글의 멋과 아름

다움을 서예로 표현하는 한글서예동아리 

‘누룩’, 다양한 일러스트 작품 및 서촌에서 

활동하시는 ‘수요일의 호작질’, 생활자수를 

통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풀.땀’에서 

참여해 주셨으며 다양한 작품의 멋을 시민

분들께 전달해드렸습니다.

참여동아리

나래, 누룩, 수요일의 호작질, 풀.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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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네트워크파티 ‘너나들이’는 센터를 사용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힘을 모으는 

과정을 통해 <너>와 <나>가 우리<들이>되는 과정

입니다. 2021년에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티타임 

형태의 소규모 모임을 수차례 진행하여 가능한 많은 

동아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생활문화
네트워크
파티
<너나들이>

센터 운영자와 다양한 

생활문화동아리, 유관

단체 간의 교류와

협력의 장

생활문화프로그램

●

1차

2021년 9월 1일(수) 
13:00

2차

2021년 9월 8일(수) 
13:00

3차

2021년 9월 8일(수) 
15:00

위축된 문화활동의 활성화와 기록 보존을 위해 서울

생활문화센터 체부 홈페이지에 생활예술 온라인 아카

이빙을 제작하여 오픈했습니다. 매년 진행되고 있는 

시민들의 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온라인 아카이빙화 

하고 있습니다.

생활예술
온라인
아카이빙

생활예술을 하시는

시민들의 작품을

온라인으로 감상하는 

온라인 미술관

생활문화프로그램

●

2021년 7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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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창궐 이후 위축된 생활음악동아리를 응원

하고 돕기 위해 기획 운영 중인 체부ON 시리즈. 2021년

에는 생활음악동아리의 공연실황을 제작하여 공연 

기회를 제공해 주는 <체부OnLive>, 유명 아티스트를 

센터에 초대하여 생활문화 동아리에게 공연과 함께 

응원 메시지를 전하는 <체부OnMaster>가 진행되었

습니다.

체부
ON 
Project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생활음악프로그램

체부 On Master

2021년 9월 16일(목),

2021년 12월 10일(금)

체부 On Live

2021년 9월 25일(토)

- 9월 26일(일),

2021년 12월 18일(토)

참여동아리

경희궁유스오케스트라, 누룩, 본아미치, 빛바람,

사랑한땀, 서울시민연합오케스트라, 서촌독서회,

오즈오케스트라, 포리스트 합창단, 풀.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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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단체

경희궁유스오케스트라, 샤롯아마추어오케

스트라, 서울시민연합오케스트라, 아미띠에

현악앙상블, 오즈오케스트라, 라온플라우토, 

오플밴드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생활문화동아리에게 공연실황 컨텐츠 제작의 

기회를 공모를 통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체부OnLive. 체부홀의 아름다운 공간에 전문 

공연자 수준의 음향과 조명을 설치하여 최고 

수준의 컨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제작된 

영상은 각 동아리의 활동을 일반 시민에게 

홍보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체부 On Live
1차 : 2021년 9월 25일(토) - 9월 26일(일)

2차 : 2021년 12월 18일(토)

2021년 9월 16일(목)

국악인 고영열

2021년 12월 10일(금)

첼리스트 홍진호, 재즈피아니스트 조윤성

국내 유명 아티스트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생활문화인의 활동을 응원하는 온라인 캠페인

프로그램 <체부OnMaster>. 1회차에는 국악과 

대중음악을 넘나들며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젊은 소리꾼 고영열님의 구성진 노랫

가락을, 그리고 2회차에는 슈퍼밴드 우승자 

첼리스트 홍진호님과 정상급 재즈피아니스트 

조윤성님의 멋진 하모니를 들어볼 수 있었

습니다.

체부 On Master
1차 : 2021년 9월 16일(목)

2차 : 2021년 12월 1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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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애
첫 작품

생활문화입문

지원프로그램

생활문화프로그램 내 생애 첫 작품은 생활문화 입문 과정을 지원하고 지속

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하여 향후 

생활문화 동아리 활동 계기를 마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캘리그라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손쉬운 

스킬을 배움으로써 손 글씨의 매력을 느끼고 나아가 

나만의 작품을 완성하여 결과 전시를 통해 다른 시민

들과 공유합니다.

(내 생애 첫 작품展 2022.02 센터 윈도우 갤러리 전시 예정)

●

2021년 10월 21일(목)

- 12월 11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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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스루 페스티벌

2021년의 체부동 워킹스루페스티벌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체부동 마을기획단에 의해 

기획되었습니다. 가을날의 체부동 골목길을 

따라 거닐며 시민오케스트라 생활문화콘서트, 

지역 예술가의 흑백사진 체험과 희망글쓰기, 

그리고 생활문화동아리의 전시 등으로 구성된 

알찬 프로그램을 모두 즐겨볼 수 있었습니다.

2021년의 체부동 골목길축제는 ‘꽃’을 테마로 하여 

<체부동꽃목길축제>라는 이름 아래 감염병 확산 방지 

저대면 워킹스루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공방예술가 초대전인 탄소중립 플라워 디자인전, 

센터의 생활문화서포터즈가 직접 기획 및 운영에 

참여한 지역투어프로그램 ‘체부가 좋아’ 등의 프로

그램이 더해져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체부동
골목길 축제

지역주민들과 생활문화

동아리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대표 생활문화축제

생활문화프로그램

●

2021년 11월 5일(금)

- 11월 7일(일)

워킹스루 페스티벌

2021년 11월 6일(토)

10:00 - 21:00

탄소중립실천

친환경 플라워 디자인전

2021년 11월 5일(금)

- 11월 7일(일)

체부가 좋아!

2021년 11월 7일(일)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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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다발 만들기 체험

· 흑백사진 촬영

· 동아리 전시회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의 자랑거리인 한옥 

‘금오재’에서는 ‘꽃’을 주제로 한 이번 축제에 

맞게 미니 꽃다발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습

니다. 자신만의 꽃다발을 만들며 진정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시민분

들께 드렸습니다.

지역의 사진가분께서 직접 한옥 및 꽃담에서 

찍어주는 흑백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추억을 

간직할 아름다운 사진과 이에 맞는 종이액자

까지 드리면서 더욱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드렸

습니다.

당시 진행 중이던 생활예술동아리전시회 

체부作UP展: ‘우리, 모두’도 축제를 만드는 데 

한몫했습니다. 체부동의 골목길을 걸으며 

전시회와 함께 가을날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

습니다.

· 시민연주회

· 희망글쓰기

축제의 시작은 시민예술가들이 직접 들려주는 

아름다운 연주회였습니다.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시민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드렸

습니다.

유명 서예가이신 평인 송동옥 선생께서 직접 

센터를 방문해주시고 시민분들의 다양한 

소망을 담은 글씨를 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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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천

친환경 플라워 디자인전
2021년 11월 5일(금) - 11월 7일(일)

2021년 체부동꽃목길축제를 다채롭게 꾸며준 

초대전시회 ‘花木길 축제’는 시민 플라워

아티스트들의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무, 

꽃 등 다양한 친환경 소재로 센터 일대를 

하나의 공간예술로 재창조 한 본 프로젝트는 

예술로서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 

저감, 친환경 등의 가치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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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의 이튿날은 <체부동 친구들 2기>의 

기획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체부가 

좋아!는 센터의 지리적 특색을 활용한 투어와 

체험이 결합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

니다. 금오재의 마실에서 서포터즈가 강사 

역할을 맡아 한지등을 함께 만드는 시간을 

가지고 서포터즈의 추천 코스인 등산이 좋아,

문화가 좋아, 사진이 좋아 3가지 코스를 투어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촌의 다양한 생활 

문화를 소개하며 시민분들에게 서촌의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해 드렸습니다.

체부가 좋아!
2021년 11월 7일(일)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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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생활
문화센터
체부
기획 인터뷰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시민동아리 및 

단체분들과 함께하는 

인터뷰.

인터뷰는 서울생활문화

센터 체부의 서포터즈인 

‘체부동 친구들’이 인터

뷰를 진행하였습니다.

Q   ‘체부동 마을오케스트라’에서 어떤 악기로 얼마나 

활동하셨는지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A   체부동 마을오케스트라가 처음 진행될 때부터 

‘체부동 마을오케스트라’에서 플루트를 배우고 

있는 단원입니다.

Q   ‘체부동 마을오케스트라’로 활동하게 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A   마을분들과 함께 친목도 쌓으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체부동 마을오케스트라’

박민영 단원

인터뷰

체부동 친구들 2기

김시은, 김재은, 이희진

송년 음악회
‘따뜻한
실내악의 밤’

2021년의 마지막 날에는 센터의 ‘체부홀’에서 송년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온, 오프라인으로 음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송년 음악회에는 ‘한국대학생연합오케스트라’

에서 공연을 만들어 주셨으며 체부홀의 밤을 따뜻한 

실내악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마무리하는 서울생활

문화센터 체부의

송년 음악회

●

2021년 12월 31일(금) 

19:00 - 21:30

생활음악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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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3회 체부동생활예술전시회 풀.땀 전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전시 제목인 [꽃의 향연]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자수동아리 활동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꽃을 표현하는 디자인이 가장 많아 [꽃의 향연]

이라고 지었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는 가구나 식물 등 다양한 사물

표현의 다양성 또한 추구하고 있어요. 인물이나 간단한 풍경같은 소재 또한 함께 표현

하고 있지요.

Q  동아리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집근처에 마을센터가 생겼다길래 호기심에 방문했던 것이 인연이 되었어요. 서울생활

문화센터체부를 통해 친해질 경로가 없었던 동네이웃과 친목도모를 하는 행복도 느낄 수 

있고, 마을소식도 알 수 있어서 좋았답니다. 

     센터 개원과 동시에 몇 개의 수업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였던 프랑스자수 수업에 참여

하며 지금까지 센터활동을 이어오게 되었네요.

생활문화동아리 ‘풀.땀’

조영숙 대표

인터뷰

Q  그렇다면 앞으로의 음악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A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좋은 연주 행사가 있으면 참여해야죠.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실력을 쌓고 있어요. 

Q   공부나 직장 등과 같은 일상생활과 음악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지는 않으신 

가요?

A   24시간 내내 바쁜 게 아니니까 시간 날 때 조금씩 연습하고 있어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또 수업 시작전에 한 시간 일찍 오셔서 연습도 하시고 다들 

열심히 하세요.

Q  앞으로 들어올 후배 단원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A   무슨 악기이든지 꾸준히 하다 보면 실력이 늘 수 있다고 100%보장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열심히 불면 되더라고요. 계단처럼 

하나씩 하나씩 실력이 올라가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본인이 노력하면 돼요.

Q  본인에게 ‘체부동 마을오케스트라’는 어떤 의미인가요?

A   ‘체부동 마을오케스트라’의 의미는 작은 힘이 모여서 큰 힘을 만드는 거라 생각

해요. 그리고 사랑이죠. 마음을 모아서 연주하다 보면 서로 배려하게 되거든요.

Q   다른 오케스트라단과 달리 ‘체부동 마을오케스트라’만의 장점이 있다면 

자랑해주세요!

A   마을이라는 하나의 끈끈한 공동체,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가을쯤 되면 여기서 

공연 같은 행사도 많이 했는데 코로나라 아쉽네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A   무언가를 배운다는 자체가 참 즐거워요.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흔치 않은 기회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놓았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아쉬워요. 악기도 무료로 대여해주고 공간도 제공해줘서 비교적 

접하기 쉬우니까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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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시민연합오케스트라 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부탁드립니다!

A   네 저희 서울시민연합오케스트라는 전문 연주자들이 모인 단체가 아니고 아마추어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연주하고 싶어서 모인 단체예요. 그리고 저희는 2015년 광복 

70주년 기념 음악회를 하면서 서울시의 많은 아마추어 단체들 중에서 오디션에서 합격

해서 만들어진 서울시민연합 오케스트라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행사와 우리 자체 음악회

들을 하면서 저희의 연주 실력을 높이고 서울시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자긍심도 가지면서 

또 즐겁게 연습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Q  그렇다면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에서 연습하실 때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A   무엇보다도 큰 장점은 여기가 서울시 중심지잖아요. 우리 단원들이 서울시 각 지역에서 

또 경기도까지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교통이 편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좋은 

점은 시설이 굉장히 깨끗하고 넓고 쾌적해요. 보통 연습실들이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1층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을 때도 저희가 이곳을 

굉장히 쾌적하게 생각했어요. 또 서포트를 많이 해주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연습할 때 

더블베이스나 팀파니 이런 악기가 필요한데, 그런 악기를 우리가 들고 오기는 사실 힘들

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베이스는 렌트를 할 수 있고, 팀파니는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각종 

보면대나 악보 같은 게 깨끗하게 잘 준비돼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Q  서울생활문화센터를 처음 알게 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저희는 센터가 생기기 전, 여기가 교회일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체부동 센터로 

전환된다는 계획을 듣고 교회에서 기념연주를 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상상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연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관오케스트라

‘서울시민연합오케스트라’

박진영 부단장

인터뷰

Q  “생활자수”만의 매력은?!

A   우리 주변의 일상을 자수로 놓으며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실용적인 생활소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생활자수”만의 매력이랍니다.

Q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 윈도우 갤러리의 전시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A   윈도우 갤러리에 전시된 작품을 건물 옆을 지나가는 누구나 편하게 볼 수 있어 

우리생활 속에 묻어나는 전시방식이라 생각합니다. 동아리 홍보효과도 뛰어

나구요(웃음).

Q   6월부터 8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두달의 전시 기간 동안 꼭 초대하고 

싶었던 누군가가 계신가요? 계시다면 초대하고자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A   남의 편인 남편이요(웃음). 집사람이 가정을 챙기는 중에도 시간내서 이런 

취미활동을 한다는걸 보여주고 싶어요. 가족으로서 안심하겠죠(웃음).

Q  다음에 참여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A   우리 자수동아리 멤버들 나이대의 엄마들이 편하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해보고싶어요.

Q  코로나시기 중에도 생활문화를 이어나감에 있어 느끼는 바는?

A   시기상 왠만한 활동들이 멈춰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한 셀프 자가격리 중에 

그나마 적은 인원이라도 유지하며 이러한 생활문화 기회를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하죠.

Q  마지막으로 ‘풀, 땀’ 매력어필 타임!

A   풀,땀 동아리활동을 하며 자수 작업하고 있으면 명상을 하듯 잡생각이 사라

져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현대인들이 꼭 한번 해보며 함께 힐링을 느꼈

으면 좋겠어요. 저희 동아리는 자수에만 얽매이지 않고 중간중간 서로 또다른 

재능기부를 하며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기도 해요. 또, 해외직구로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유행소재들을 공유하기도 하고요. 저희 동아리 멤버중 “뜨개의 

달인”님이 계셔서 시간이 되면 함께 모여 뜨개질을 하다 가곤 한답니다. 

이런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 나만의 작품들을 완성할 때 마다의 성취감은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죠. 저희 풀,땀 동아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나가니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에 놀러 오시면 관심 가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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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시민연합오케스트라 규모 자체가 꽤 큰 편인데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을까요?

A   저희들은 다른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직업 세계

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을 하시고 아주 좋은 높은 위치에 있으신 분도 사실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음악에 굉장히 몰두를 하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고, 일과는 다른 새로운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활력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연주에 대한 열정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어떤 연주가 

잡히면 밤 늦은 시간에도 열심히 연습하시고 해서 이만큼 단원들도 한 70명 

가까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Q   2018년부터 체부 대관을 계속 이어오고 계신데 참여했던 행사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는 어떤 무대였나요?

A   사실 무대가 저희 오케스트라 단체가 다 설 수 있는 무대가 아니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팀을 갈라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목길 행사할 때, 

저희 관현악 팀이 여기 골목 앞에서 한복을 빌려 입고 연주를 한 적이 있었

고요. 또 다른 팀은 안에서 따로 연주를 하고 했는데 무대 규모에 맞게 바꿔

가면서 기획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재미있었고 기억에 남는 연주인 것 같습니다.

Q   개인적으로 연습하시는 것보다 연합으로 공연을 준비하실 때의 즐거움은 

어떤게 있을까요?

A   혼자 연습할 때는 힘들기도 하고 내가 이걸 잘 못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긴장도 되면서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같이 연습을 하다 보면 호흡을 

같이 하는 그 순간, 저희가 숨을 쉴 때도 다 같이 숨을 쉬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기쁜 전율을 느낄 수 있어요. 

Q  마지막으로 코로나 이후의 어떤 공연을 가장 기대하고 계신가요?

A   저희가 지금 다같이 연습 못한 지가 1년 반이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 단원들이 

어디서 잘 살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다시 오라고 하면 아마 

제 시간에 아주 딱 맞춰서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또 열심히 연습해서 

큰 무대든 작은 무대든 서울시민이 함께 하는 무대로 저희는 열심히 연주할 

것입니다. 

한눈에 보는
2021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

· 체부동 마을오케스트라

· 체부동 아틀리에 - 마크라메

· 체부동 생활예술전시회 <그리운 풍경展>

· 체부동 아틀리에 - 포셀라츠

· 체부동 생활예술동아리전시회

  <풀.땀展: 꽃의 향연>

· 체부동 아틀리에 - 비즈공예

· 생활문화입문지원프로그램 <내 생애 첫 작품>

· 2021 체부동 친구들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

유튜브 바로가기

· 생활예술 온라인 아카이빙

· <체부동 골목길 축제>

  - 워킹스루페스티벌(축제)

  - 花木길 축제(전시회)

  - 체부가 좋아!(서포터즈 기획프로그램)

· 체부동 아틀리에 - 비누공예

· 체부동 아틀리에 - 양모공예

· 체부 On Project

  <체부 OnMaster - 첼리스트 홍진호, 재즈피아니스트 조윤성>

  <체부 OnLive 2차>

· 체부동 마을오케스트라 공연 실황

· 송년음악회 <따뜻한 실내악의 밤>

· 생활문화네크워크파티 <너나들이>

· 체부동 생활예술동아리전시

  - 체부作UP展: 우리, 모두

· 체부 On Project

  <체부 OnMaster - 국악인 고영열>

  <체부 OnLive 1차>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
- 운영성과

- 2021년 대관동아리 목록 & 소개

- 설문조사 및 결과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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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
운영성과

| 대관실적

| 대관 동아리 수 : 61개 (오케스트라, 연극, 미술, 무용, 음악 등)

| 프로그램 운영성과

27%

공간 가동률

(체부홀-35%, 금오재-18%)

90개

총 프로그램 수

37회

총 프로그램 횟수

45회

총 프로그램 횟수

12개

참여단체

8회

총 운영

493개

참여인원

1,712명

참여인원

4,630명

참여자

7,000명

관람자

13,725명

참여자

생활음악

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

생활문화

프로그램

25개

정기대관 동아리

9,378명

공간 이용인원

(전년대비 35% 증가)

36개

수시대관 동아리

구분 체부홀 금오재 계

일 평균 방문인원 24.5 6.2 30.7

연 이용인원 7,488 1,890 9,378

(단위 : 명 / 운영일 : 305일)

(경복궁서측도시재생센터, 선거관리위원회, 서울365거리공연 등 지역주민 관련 행사 유치)

· 체부동

  마을오케스트라

· 체부 ON Project

· 송년 음악회

· 투표소 운영

· 온라인 포럼

  세종마을음식문화

  거리활성화 사업단 등

· 체부동 골목길 축제 

· 생활전시회

· 동아리 네트워크 파티

· 홍보/기획 서포터즈 등

대관동아리
목록

단체명 장르 장소/방식

경희궁유스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체부홀 / 정기

광화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체부홀 / 정기

구립여성합창단연합회 합창 체부홀 / 정기

본아미치 합창 체부홀 / 정기

빛바람 합창 체부홀 / 정기

사직동풍물패 국악 체부홀 / 정기

샤롯아마추어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체부홀 / 정기

서울시민연합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체부홀 / 정기

서클댄스 무용 체부홀 / 정기

앙상블 하임 오케스트라 체부홀 / 정기

음협플루트앙상블 단일악기 체부홀 / 정기

포리스트합창단 합창 체부홀 / 정기

한국대학생연합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체부홀 / 정기

문화플러스 문화기획 체부홀 / 수시

체부동교회를 사랑하는 모임 음악 체부홀 / 수시

경복궁서측도시재생지원센터 단체 체부홀 / 수시

서울빅밴드 음악 체부홀 / 수시

서울시민스트링앙상블 오케스트라 체부홀 / 수시

음악이 있는 곳에 합창 체부홀 / 수시

6090 청년예술가 오케스트라 체부홀 / 수시

서울365거리공연 단체 체부홀 / 수시

시가울 공연 체부홀 /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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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장르 장소/방식

나래 미술 사랑 / 정기

매화마루 주민문화기획단 사랑 / 정기

사랑한땀 미술 사랑 / 정기

서촌독서회 독서 사랑 / 정기

수요일의 호작질 미술 사랑 / 정기

풀.땀 자수 사랑 / 정기

라온플라우토 리코더 사랑 / 정기

백석앙상블 리코더 사랑 / 수시

보태니컬 아트 미술 사랑 / 수시

사직동한옥마을가꾸기회 주민문화기획단 사랑 / 수시

종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주민문화기획단 사랑 / 수시

종로문화재단 재단 사랑 / 수시

인왕산 탐험대 단체 사랑 / 수시

정기대관 동아리 소개

· 경희궁유스오케스트라

종로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기회 제공 및 주민 화합을 위해 창단, 음악을 

매개로 서로 어울려 소통하 따뜻한 작은 공동

체를 구현하고자 정기연습 및 지역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광화문필하모닉오케스트라

광화문 인근 지역의 직장인들이 주축이 되어 

창단한 광화문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모여 화음을 만들어내는 단체

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연주활동에 힘쓰고 

있으며, 서울을 대표하는 직장인 오케스트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구립여성합창단연합회

서울특별시 구립여성합창단 연합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립여성합창단 전·현직 단장

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대표들이 중심이 되어 

여성합창 보급과 구립여성합창단의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봉사를 통하여 건전한 가정과 

문화예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본아미치

2018년 09월부터 서울로7017에서 ‘초록하

늘 합창단’으로 활동하였으며, 2019년 1월 

‘본아미치 (BounAmici, 좋은 친구들)’ 합창단

으로 재 창단하여 서울시민들의 문화 활동을 

위한 생활음악동아리로 활동 중입니다.

· 빛바람

1976년 크리스찬 아카데미 산하, 청년사회 

소그룹으로 ‘빛바람’이라는 이름으로 중창단이 

발족되어 지금까지 그 모임을 이어오고 있습

니다. 1978년 2월 경동교회에서의 제1회 정기

공연을 시작으로 2016년 10월 ‘여해문화

공간’에서 창립 40주년 기념 공연을 가진 바 

있습니다.

· 사직동풍물패

세종음식문화거리 상인회 회원들이 모여 만든 

사물놀이 동아리입니다. 동네에 경사가 있을

때면 언제든지 달려가 신명나는 연주로 축하해 

주는 체부동의 자랑거리입니다.

· 샤롯아마추어오케스트라

샤롯아마추어오케스트라는 2015년 6월 6일에 

창단하여 매년 2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여 

아름다운 음악을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습

니다. 현재 40여 명의 단원들이 모여 교향곡 

명곡들 등 순수 클래식 레퍼토리로 연주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체부홀
  정기대관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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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민연합오케스트라

각각의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원

들과 일반 시민 오디션을 통해 또 하나의 

오케스트라로 탄생된 연합오케스트라로 음악 

전공과 비전공의 구분 없이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으로 함께 하는 연주 

단체입니다. 서울시나 지역 행사에 참여하고 

음악을 통한 봉사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뜻을 단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 서클댄스

‘서클댄스’는 강강수월래와 같이 원을 그리며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명상, 평화의 춤을 연습

하는 단체입니다. 문화예술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 서클댄스를 함께 즐기고 배우며 

춤의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키우는 명상과 

즐거움을 익혀나가고 있습니다.

· 앙상블 하임

2017년 5월 창단된 앙상블 하임은 상임 지휘자 

박현상을 중심으로, 여러 대학교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출신의 연주자들로 구성된 순수 

아마추어 연주 단체입니다. 실내악을 연주

하듯 섬세한 앙상블을 만들어냄과 동시에, 

지휘자와 수석과 단원이 모두 음악의 동등한 

일원이 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음협플루트앙상블

(사)한국학원 총 연합회 음악교육협의회 

소속단체로 정식 이사회를 통과하여 2011년 

3월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음악을 전공하고 

현장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비전공 

악기로 플루트를 하시는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 10월 창단 연주회를 시작

으로 매년 정기연주회와 사회 소외계층(양로원, 

고아원, 요양병원)에 지속적 재능 나눔 봉사를 

힘쓰고 있습니다.

· 포리스트합창단

실버합창단으로 숲을 여유롭게 거닐며 들을 

수 있는 새소리, 냇물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담아내듯 듣기 편안한 멜로디와 아름다운 

화음을 통해 건강한 친교를 나누는 것을 목표로 

모인 합창단입니다.

· 한국대학생연합오케스트라

2010년 3월에 창단된 ‘한국대학생연합오케

스트라(Korea United College Orchestra, 

KUCO)’는 60여 가지의 다양한 전공을 가진 

대학생, 대학원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음악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만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 나래

‘나래’ 동아리는 서울로의 봉사단체 ‘초록산

책단’의 내부동아리 세밀화반이 모체입니다. 

2017년부터 서울로 문화센터, 체부동 생활

문화지원센터 등에서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식물을 채집, 관찰, 스케치, 채색하는 식물 

세밀화를 통해 식물의 과학적인 정보와 아름

다움을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 매화마루

서울시청 한옥과의 ‘한옥마을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민모임으로, 2017년부터 결성 및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예술 

융합 활동을 진행하고 매년 마을 축제를 운영

합니다.

· 사랑한땀

2018년 프랑스자수, 퀼트, 손뜨개 등을 좋아

하고 재능이 있는 회원들이 다수 모여, 재능

기부를 목적으로 만든 동아리입니다. 회원들이 

서로 각자의 아이디어와 재능을 공유하며 

생활소품과 인형, 가방, 목도리, 모자를 만들어 

전시회와 프리마켓을 통해 얻은 이익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등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서촌독서회

서촌의 주민들과 서울의 직장인, 대학생 등 

청년들이 주말 오전 서촌의 한옥에 모여 함께 

독서하고 토론합니다. 하나의 주제를 바탕으로 

발제를 하며 이에 멈추지 않고 칼럼 등의 

글을 쓰는 등 창작 활동으로도 확장합니다.

· 수요일의 호작질

아마추어 그림 모임으로, 서촌에서 4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2018 생활

문화동호회 발표회 ‘뽐내다’에서 ‘호작질(손

장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기자기하고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호작질 회원들이 

그린 엽서에 알록달록 색을 칠해보는 엽서 

컬러링 체험프로그램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 풀.땀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와 생일이 같은 자수 

동아리 ‘풀.땀(play.needlework)’입니다. 

‘체부동 생활문화강좌’의 ‘생활자수’ 수강생

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졌습니다. 색색 고운 

실로 천에 자연, 인물 등을 개성 있고 섬세한 

땀으로 표현합니다. 매주 수요일 센터의 한옥

공간인 금오재 사랑에 모여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라온플라우토

라온 플라우토는 2019년 9월 창단한 리코더 

앙상블 동아리입니다. <라온>은 ‘좋은’이라

는 뜻의 순우리말이며 <플라우토>는 예전에 

이탈리에서 리코더를 뜻하는 명칭입니다. 

라온 플라우토는 리코더 연주와 배움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일반 성인 애호가들로 구성된 

동아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연습이 

중단 되기도 했지만 최근 다시 연습을 시작

하며 실력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 사랑
  정기대관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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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 응답자 특성

■  20세 미만

■  20~29세

■  30~39세

■  40~49세

■  50~59세

■  60세 이상

■  회사원

■  자영업

■  제조업

■  예술가

■  주부

■  학생

■  무직

■  기타 

■  남

■  여

■  종로구

■  서울(종로구 외)

■  경기

■  기타

■  1년 미만

■  1~5년

■  5~10년

■  10~20년

■  20년 이상

성별 연령대

직업 거주지 거주기간

27%

1% 3%

13%

19%

21%

19%
15% 37%

46%

42% 16%

18%

23%

19%

4%

2%

13%

34%

1%

2% 1%

8%

43%
73%

| 이용관련

설문기간  2021년 7월 1일 - 15일, 2021년 12월 21일 - 12월 31일

총합  266명

■  동호회 연습장소 및 창작공간 이용

■  주민 카페 마실 이용

■  센터프로그램 참여

■  기타

■  인터넷(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  소식지(종로통, 서울사랑 등)

■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

■  지인의 추천

■  우연한 계기로

■  기타

■  월 1회

■  첫 방문  

■  기타

■  주1회

■  주2회

■  주3회 이상

귀하께서는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를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를

이용하는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를

알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주 이용시설

■  체부홀

■  사랑

■  마실

이용경로 이용목적

이용빈도

12%
8%

4%

8%

35%

71%

45%

25%

30%

33%

33%

3%

6%

58%

4%

2%

8%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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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 편리성 및 청결도

| 만족도

접근성 이용편리성

시설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

187

70%

215

81%

160

60%

193

73%

55

21%

42

16%

53

20%

53

20%

17

6%

18

7%

7

3%

17

6%

33

12%

5

2%
1

0%

2

1%
1

0%

1

0%
1

0%
1

0%

2

1%

0

0%
0

0%

0

0%

| 차후 이용 의향

■  매우 부정 ■  무응답■  부정■  보통■  긍정■  매우 긍정

공간청결도 재사용 의향

추천 의향이용만족도

1

0%
0

0%

0

0%
1

0%

1

0%
1

0%

1

0%

3

1%

1

0%

4

2%

5

2%

9

3%

31

12% 21

8%

23

9%

64

24%

232

87%

240

90%

237

89%
189

71%

0

0%
0

0%

0

0%
0

0%



함께하는 사람들

서울시 문화본부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위탁운영사 사단법인 한국문화기획학교

이사장  표재순

| 2021년 운영진

센터장  김승민

팀장  황정환

대리  추솔림 윤승미

팀원  홍민경 김광일

환경주임  박민영

운영자문위원회

전 사직동자치위원회 자치위원장  유제신

사회적협동조합 문화공유 이사  윤자희

종로구 협치지원관  장  민

금천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최혁재

사직동 마을문고 회장  한철구

전 종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황인준

사단법인 한국문화기획학교 교장  윤성진

문화디자인 자리 대표  최혜자

안녕소사이어티 대표  안이영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