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성북 책모꼬지와 함께하는 참여단체 

성북정보도서관, 아리랑정보도서관, 달빛마루도서관, 종암동새날도서관, 석관동미리내도서관, 
해오름도서관, 정릉도서관, 청수도서관, 서경로꿈마루도서관, 성북다문화도서관, 도서관기획팀, 
성북점자도서관, 새마을문고성북구지부,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성북동화읽는어른, 
어린이책시민연대성북지회,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한국미스터리작가모임, 맑은숲아동청소년심리연구회, 숭인초 어머니회 독서동아리 
‘맘애담아’, 인성키움 공동체 ‘엉금엉금’, ‘소리샘’ 시낭송회, 성북여성회관, 사단법인 함께사는 
성북마을문화학교, 아리랑시네센터, 공간 민들레, 성북청소년문화공유센터, 나마스테코리아, 
성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 라파엘인터내셔널, 성북구 보육반장, 성북육아지원종합센터 아이조아, 

인디학교&청소년 휴카페 인디, 국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미래창창 성북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원서점, 갑을문고, 도서출판 북극곰, 북스타트 마을활동가 모임, 히든북, 
이야기 ‘뜨락’독서회, 다문화 그림자극 창작 동아리 ‘무지개콩’ 알록달록 종이접기 봉사단, 
트리콘, 시 같은 기억, 동덕여대 금속공예 동아리 ‘벼리’, 핸드메이드 ‘HANE’, 냅킨아트 아트마켓, 
아리랑시네센터 ‘시네아리’, 공정무역커피 온바로, 삼태기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 동덕여대 
관현악 동아리 ‘유주선트리오’, 성북청소년바투카다블로코‘코브라타임’, 예술단체 슈필렌, 아리랑 
버킷난타팀, 정릉4동 ‘어울림’ 합창단, 동덕여대 중앙 민중‧대중가요 밴드동아리 ‘얼사랑’
Design by Studio ARTST



안내소, 열차표 개찰(입장확인), 
책모꼬지 타투스티커 이벤트, 미아방지 팔찌

아버지 초상화 스케치 및 캐리커쳐 (1차 11:30~ / 2차 15:30~)
    ‘아버지를 그려드립니다!’ 회당 선착순 10명 현장접수  
     아버지 사진 및 그림 전시회 - 리얼모션 만화전문학원 

3-1 소금은 사랑을 싣고  / 소금엽서 만들기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3-2 이야기는 소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 이야기 릴레이 꾸미기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도서관활동부 ‘도시락’  
3-3 내家 꿈꾸는 책마을☆맘애담아 / 주인공 캐릭터 책갈피 만들기 
       숭인초 어머니회 독서동아리☆맘애담아

3-4 함께 어우러지는 상호문화의 시작 
       / 과테말라 전통놀이, 필리핀 전통춤 체험  성북다문화도서관

3-5 그림책과 함께하는 전통놀이 / 전통놀이 체험(한지제기, 고누놀이 등) 
       인성키움 공동체 ‘엉금엉금’

3-6 시각장애인은 책을 어떻게 읽을까? / 대체도서 전시 및 점자 찍기 체험
       성북점자도서관

3-7 성북구 주민과 어린이의 다양한 책 읽기  새마을문고성북구지부

3-8 내 기억속의 달달함 /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팔찌, 다양한 감정그리기 
       맑은숲아동청소년심리연구회     
3-9 추리소설 어디까지 읽어봤니? / 추리작가와의 대화, 추리퀴즈 이벤트 등 
       한국미스터리작가모임

3-10 문학동네 성북에서 함께하는 소리샘 시낭송 
          / 시낭송 체험, 꼬꼬마 동화책 만들기  ‘소리샘’ 시낭송회

3-11 다정한 우리 동네 책방 / 도서판매 및 홍보  대원서점  
3-12 무엇이든 책에게 물어보세요  / 도서판매 및 책으로 정보 찾기 
          갑을문고 

3-13 책표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 신간도서 홍보 및 판매, 책표지 포토존
          도서출판 북극곰

3-14 책과 함께 인생 시작! 북스타트(BookStart) / 홍보 및 책꾸러미 전시 
          성북구 북스타트 마을활동가

4-1 아버지께 쓰는 편지 : 성북FM 보이는 라디오 
       사단법인 함께사는 성북마을문화학교   
4-2 나도 영화 속 주인공 / 나만의 영화 필름 책갈피 만들기, 
       영화 속 한 장면 포토존 등  아리랑시네센터

4-3 청소년 독서 소모임 <책벌레> / 청소년이 직접 추천하는 책 
       공간 민들레 & 성북청소년문화공유센터  
4-4 리본으로 가족사랑 묶기 
       / 가족사랑 실천 서명, 리본끈 만들기 체험 및 홍보  성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

4-5 다누리 마을탐방 / 한 · 네 문화관련 북쉐어링, 네팔 ‘헤나’체험 등
        나마스테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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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역

성북역

배롱나무역 

(메인무대)

5 시간 공연 출연진
11:00 -
11:20 미니콘서트 1 동덕여대 관현악동아리 

‘유주선트리오’
11:30 -
12:00 ‘소금’ 낭독회 및 시낭송회 시낭송회 ‘소리샘’

13:45 -
14:00 길 따라 기차놀이 한마당 성북청소년바투카다블로코

‘코브라타임’

14:00 -
15:00

개막식 및 축하공연
(길놀이, 북콘서트, 
아리랑 버킷난타)

예술단체 슈필렌, 
아리랑 버킷난타팀

15:30 -
16:00 정릉4동 합창단 공연 정릉4동 ‘어울림’ 합창단

16:30 -
17:00 미니콘서트 2 동덕여대 중앙 민중‧대중가

요 밴드동아리 ‘얼사랑’

6-1 학교 가기 싫은 사람 수다 카페 / 한 줄 시 릴레이, 부채 만들기 등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6-2 놀이의 단맛 / 나만의 비석 만들기, 비석치기, 산가지놀이 
       성북동화읽는어른

6-3 종이접시 위에 그리는 작은 세상 / 종이접시에 소금으로 그림 그리기
       어린이책 시민연대 성북지회 
6-4 학교가기 싫은 날 두둥실 / 소금 입욕제 만들기, 
       한 책 읽고 애드벌룬 띄우기  아리랑도서관팀 

전시
도서관의 서재 / 독서회의 서재, 7080 엄마 · 아빠 추억의 책 전시 

이벤트존 
돗자리 도서관 - 히든북 
옛이야기 들려주기 - 이야기 ‘뜨락’ 독서회 
(1차 11:00~ / 2차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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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본부 (구급부/ 미아찾기)
· 성북구립도서관 회원가입, 앱 이벤트
· 열차표 이벤트

아트마켓
7-1 사진 이벤트, 그림엽서, 핸드메이드 북 등 판매  시 같은 기억

7-2 책갈피 판매, 팔찌 만들기 체험  동덕여대 금속공예 동아리 ‘벼리’ 

 7-3 코사지, 머리핀 등 판매  핸드메이드 ‘HANE’ 

7-4 인테리어 소품, 냅킨아트 작품 판매  아름다운 생활공예 냅킨아트 

먹거리 장터
7-5  오백 원 솜사탕  시네아리

7-6  따듯하고 올바른 공정무역 커피 온바로  사회적기업 ㈜온바로  
7-7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 / 올바른 농산물(잡곡, 누룽지, 토종꿀 등)판매 
        삼태기마을 주민공동체 운영회  
7-8  먹거리장터 / 닭꼬치, 떡볶이, 튀김, 오뎅, 알감자, 빈대떡, 음료 등 판매 
        새마을문고성북구지부 

인생역

강경시장역

귀가(종착)역

4-6 나누는 교육 / 배움성북 홍보, 나눔국민운동본부 안내 
       도서관기획팀

4-7 라파엘 응급과학교실 / 영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라파엘인터내셔널

4-8 만나서 반가워 / 반짝커 펜던트 꾸미기 
       성북구 보육반장 &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조아

4-9 해피페이스 / 캐릭터 페이스페인팅 
       인디학교 & 청소년 휴카페 인디

4-10 미래를 그리는 3D 프린팅 / 고등학생들이 선보이는 3D기술체험  
          국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미래창창 
4-11 꿈찾고 끼살리는 진로상담 / 학부모진로코치단과 함께하는 진로탐색 
          미래창창 성북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4-12 물레야 물레야 / 도자기 물레 체험 & 도자 아트마켓 
          성북여성회관

그림자극 체험 - 다문화 그림자극 창작동아리 ‘무지개콩’ 
(1차 11:30~ / 2차 13:30~) 
알록달록 종이접기 놀이터 - 알록달록 종이접기 봉사단                 
(11:00~14:00)
재미있는 풍선아트 - 책모꼬지 서포터즈 (15:00~17:00)

오픈강좌
<추리문학 열린강의> ‘역사 속 조선의 명탐정들’ (11:30~)
- 정명섭(한국미스터리작가모임)

<제3세계 문학 열린강의> ‘호전적 이란인가, 낭만적 페르시아인가?’      
- 한국외대 신양섭 교수(트리콘)  (15:00~)

(11:00-17:00)

(11:00-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