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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리풀 페스티벌 개요

예술이 축제가 되고, 축제가 놀이가 되고, 놀이가 나눔이 되는 

2016 서리풀 페스티벌,

서리풀 페스티벌은 서초구를 대표하는 도심형 문화·예술 축제로 서초구에 

흩어져 있던 문화예술 자원을 하나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 서초의 옛 지명인 

‘서리풀’에서 이름을 따 2015년 처음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2회째를 맞이

하는 2016 서리풀 페스티벌은 다가오는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9

일간 예술의 거리(반포대로)를 중심으로 60여개 프로그램들이 자연과 예술

이 숨 쉬는 서초의 도심 속에서 펼쳐집니다.

 ○ 주    제 : 문화로 하나되다

 ○ 기    간 : 2016. 9. 24.(토) ~ 10. 2.(일), 9일간

 ○ 장    소 : 서초전역(반포대로, 예술의 전당, 세빛섬 등)

 ○ 주    최 : 서초구청, (재)서초문화재단

 ○ 주    관 : 서리풀페스티벌 조직위원회

 ○ 주요내용 : 개막공연(KBS 열린음악회), 서초강산 퍼레이드,  

              만인대합창 등 60여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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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초강산 퍼레이드

'문화로 하나되다!'의 슬로건을 가진 서초강산 퍼레이드는 10월 2일(일) 16~18시에 

총 30여개 팀이 참가하여 4km의 거리를 행렬하는 국내 최대 규모 퍼레이드

입니다. 

5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테마별로 진행하는 서초강산퍼레이드는

축제의 시작, 서초의 문화DNA(과거), Passion(현재), Harmony(미래), Finale의 

테마로 시민들의 눈을 즐겁게 할 예정입니다!

 ○ 기   간 : 2016. 10. 2.(일) 16:00~18:00

 ○ 장   소 : 세빛섬~예술의전당 (4km)

 ○ 주   제 : 문화로 하나되다!

 ○ 제   작 : 한중구 예술감독 및 제작팀

 ○ 구   성 : 5개 섹션 테마별 진행

  서초강산 퍼레이드만의 특징
   

  ○ 서울시 유일무이 4km 반포대로 구간별 전면 통제

     - 문화 3.0을 넘어 4.0을 시작하는 퍼레이드

  ○ 퍼레이드 행렬 길이 700m  

     - 대한민국 문화 예술의 중심 “서초 3동 700번지”

  ○ 퍼레이드 구간 내 아트마켓, 버스킹 공연 등

      시민 누구나 즐기는 참여형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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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나풀나풀 서리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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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Fanfare : 축제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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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서초의 문화 DNA

[Section 3] Pa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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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4] Harmony

[Section 5] Fi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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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레이드 메이커로 활동하기

퍼레이드 메이커는 

서초강산 퍼레이드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축제의 꽃입니다. 

전체 행렬의 양쪽, 가장 끝에서 행렬의 길이와 폭을 유지하며 행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전체 350여명이 활동하며, 8명당 앞뒤 2명의 활동리더가 한 조가 되어 활

동하게 됩니다.

퍼레이드메이커는 노란색 티셔츠와 가방을 착용해 퍼레이드의 밝은 분위

기를 더욱 고조시켜 줍니다. 

퍼레이드 메이커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지역의 중요한 행사에 한 부분을 

맡아서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나누는 시민리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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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인 대합창 

서초강산 퍼레이드 행렬에 이어 2016 서리풀 페스티벌의 대미를 장식하게 되는 

만인 대합창은 예술의전당 광장에서 ‘Together 서리풀’이란 주제로 만 명의 시민

이 함께 합창하는 폐막공연입니다.

 ○ 일    시 : 2016. 10. 2.(일) 18:10-19:20

 ○ 장    소 : 예술의전당 광장  

 ○ 내    용 : 식전공연, 만인 대합창, 불꽃놀이   

 ○ 합 창 곡 : 상록수, 사랑으로, 서초아리랑, 젊은그대, 

              앞으로앞으로, 고향의 봄 등

 ※음원과 악보는 서리풀 페스티벌 홈페이지(www.seoripul.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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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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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원봉사 일감 안내

1) 퍼레이드 메이커 운영계획

2) 전체 배치

   ○ 인원 규모 : 진행요원 150명 / 자원봉사자 300~3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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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섹션별 배치 – Section 1, 2 

4) 섹션별 배치 – Section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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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섹션별 배치 – Sectio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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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활동별 업무설명서

일감번호 P1 활동명 서초강산 퍼레이드 메이커 인원 240

퍼레이드 메이커 담당
사전 문의 

T. 02-573-9252
퍼레이드 메이커 담당

현장 문의

M. 010-8918-7994
M. 010-9899-9580
M. 010-3759-5713

목표
서리풀 페스티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서초강산 퍼레이드의 주민 참가자로서 

참여하여 퍼레이드 행렬의 가이드라인을 형성한다.

활동내용

1) 사전교육 참석 - 유니폼 배포

2) 10/2(일) 봉사자 유니폼 착복하여 14:00까지 도착

3) 참석 확인 및 조별 모임

4) 현장교육

5) 각 섹션별 대열 리허설, 퍼레이드단과 함께 누에다리까지 이동

6) 퍼레이드 시작! 일정 간격 유지, 예술의전당까지 이동

   (총 4km구간, 이동시간 2시간)

7) 예술의전당 도착 후 2016 만인 대합창 참가

   (혼잡 방지하기 위해 4곳으로 분배 이동, 현장 스탭 안내 예정)

8) 서울 신중초등학교 이동 (저녁식사 및 자원봉사 시간 최종 확인)

활동일시 2016. 10. 2.(일) 14:00-19:30 소요시간 5시간 30분

집합장소 반포한강시민공원 자원봉사부스 식사장소 서울 신중초등학교

교육제공
사전교육 2016. 9. 27.(화) 10-12시 / 14-16시 중 1회

현장교육 2016. 10. 2.(일) 14시 / 세빛섬 자원봉사부스 앞

참여 혜택
최고의 문화예술 퍼레이드를 바로 옆에서 관람, 만인대합창 참여 경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지급품
유니폼 지급 (티셔츠, 가방, 명찰), 식수, 저녁식사

※ 사전교육 불참시 활동당일 자원봉사 상황실에서 수령

주의사항
※ 당일 소지품 최소

※ 여건에 따라 변동사항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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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번호 P2 활동명 퍼레이드 메이커 리더(관리) 인원 60

퍼레이드 메이커 담당
사전 문의 

T. 02-573-9252
퍼레이드 메이커 담당

현장 문의

M. 010-8918-7994
M. 010-9899-9580
M. 010-3759-5713

목표

서리풀 페스티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서초강산 퍼레이드의 주민 참가자로서 

참여하여 퍼레이드 행렬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퍼레이드 메이커의 

역할을 이끈다.

활동내용

1) 사전교육 참석 - 유니폼 배포

2) 사전교육 후 리더 오리엔테이션 별도 진행(30분)

3) 10/2(일) 봉사자 유니폼 착복하여 14:00까지 도착

4) 참석 확인 

5) 담당 조원 참석 확인 / 조별 명찰 배부 / 지각자 전화연락  

6) 현장교육

7) 퍼레이드 메이커가 간격을 유지하며 속도를 맞춰 이동할 수 있도록 격려 및 

조정

8) 각 조별 인원 점검 및 인솔

   (예술의전당 도착 후 만인 대합창 및 신중초등학교까지 조별 이동)

9) 서울 신중초등학교 이동 (저녁식사 및 자원봉사 시간 최종 확인)

활동일시 2016. 10. 2.(일) 14:00-19:30 소요시간 5시간 30분

집합장소 반포한강시민공원 자원봉사부스 식사장소 서울 신중초등학교

교육제공
사전교육 2016. 9. 27.(화) 10-12시 / 14-16시 중 1회

현장교육 2016. 10. 2.(일) 14시 / 세빛섬 자원봉사부스 앞

참여 혜택
최고의 문화예술 퍼레이드를 바로 옆에서 관람, 만인대합창 참여 경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지급품
유니폼 지급 (티셔츠, 가방, 명찰), 식수, 저녁식사

※ 사전교육 불참시 활동당일 자원봉사 상황실에서 수령

주의사항
※ 당일 소지품 최소

※ 여건에 따라 변동사항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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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번호 V1 활동명 자원봉사 안내부스(출발부스) 인원 6

안내부스 담당
사전 문의 

T. 02-573-9252
안내부스 담당

현장 문의
M. 010-9899-9580

목표

서리풀축제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운영본부 역할을 함으로써 자원봉사자

들이 필요한 정보와 물품을 제공 받고, 축제 자원봉사 운영 전반을 지휘함으로

써 축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활동내용

1) 물품이 미지급된 퍼레이드 메이커 대상 지급 물품을 종류별, 사이즈별로 분류

하여 준비

2) 퍼레이드 메이커가 도착하여 출석 확인 후 간식과 물품 지급 

3) 기타 운영 및 문의사항 응대

4) 퍼레이드 메이커가 출발한 뒤 부스 정리 및 마무리

활동일시 2016. 10. 2.(일) 13:00-17:00 소요시간 4시간

집합장소 반포한강시민공원 자원봉사부스 식사장소 -

교육제공
사전교육 -

현장교육 2016. 10. 2.(일) 13시 / 세빛섬 자원봉사부스 

참여 혜택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지급품 유니폼 지급 (티셔츠, 가방, 명찰), 식수

주의사항
※ 당일 소지품 최소

※ 여건에 따라 변동사항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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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번호 V2 활동명 자원봉사 안내부스(종료부스) 인원 5

안내부스 담당
사전 문의 

T. 02-573-9252
안내부스 담당

현장 문의
M. 010-9899-9580

목표

서리풀축제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운영본부 역할을 함으로써 자원봉사자

들이 필요한 정보와 물품을 제공 받고, 축제 자원봉사 운영 전반을 지휘함으로

써 축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활동내용 만인 대합창 종료 후 서울 신중초등학교에서 밥차 운영 지원

활동일시 2016. 10. 2.(일) 17:00-19:00 소요시간 2시간

집합장소 서울 신중초등학교 식사장소 서울 신중초등학교

교육제공
사전교육 -

현장교육 2016. 10. 2.(일) 17시 / 서울 신중초등학교

참여 혜택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지급품 유니폼 지급 (티셔츠, 가방, 명찰), 식수

주의사항
※ 당일 소지품 최소

※ 여건에 따라 변동사항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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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번호 S1 활동명 거점별 시민공연단 인원 30

거점별 시민공연단
사전 문의 

T. 02-573-9252
거점별 시민공연단

현장 문의
M. 010-8778-1724

목표
서리풀축제의 거점별 사전공연으로 참여하여 퍼레이드를 관람하는 시민들에게 

행사의 분위기가 음악으로 한층 up 될 수 있게 조성한다.

활동내용

거점1) 가수, 국악 ‘한배아트컬쳐스’ 공연(15:00~16:00) 

 - 가수 공연 30분, 청소년 국악 공연 30분 / 27명

 - 천막 및 전기, 공연의자 3개 준비

거점2-①) 사물놀이 ‘고을패‘ 공연(16:00~17:00)

 - 사물놀이 공연 

 - 천막준비

거점2-②) 노신사들의 합주 ‘노멀앙상블’ 공연(16:30~17:30)

 - 오케스트라 연주 / 11명

 - 천막 및 전기, 의자 준비

활동일시 2016. 10. 2.(일) 14:00-18:00 소요시간 4시간

집합장소
거점1) 명인제약 앞

거점2) 식스골프 앞
식사장소 자유롭게

교육제공
사전교육 -

현장교육 2016. 10. 2.(일) 14시

참여 혜택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지급품 식수

주의사항
※ 당일 소지품 최소

※ 여건에 따라 변동사항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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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이나 행진시간, 만인 대합창까지 합치면 5시간 30분 정도를 서있게 됩니다. 퍼

레이드에 알맞은 복장과 신발 잊지 마세요. 나눠드린 티셔츠는 꼭 입고 오셔야 합니다!

소지품 보관장소가 별도로 없습니다. 개인 소지품은 최소화 해서 가져 오시길 바랍니다. 

사전교육 시 간편한 가방(배낭)을 드릴 예정입니다.   

퍼레이드가 시작되면 화장실 사용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활동 전에 화장실을 이용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불가피할 경우, 정해진 위치에 카페나 식당 등의 공용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퍼레이드 행진 중 갑자기 체력이 저하되거나, 더 이상의 행진이 어렵거자 불가피한 상

황일 경우 반드시 본인이 속한 조의 활동리더의 허락을 받은 뒤 행렬에서 빠지도록 합니다. 

또한 행렬 도중 부상이 발생한 경우, 행렬을 계속 하지 말고 바로 활동리더에게 알려 

응급조치를 받도록 합니다. 

퍼레이드와 만인 대합창이 종료되면 예술의전당 건너편으로 서울 신중초등학교로 이동

하여 저녁식사가 제공됩니다. 행진을 하며 지치지 않도록 점심을 든든히 드시고 오세요.

행렬 도중 관람객의 갑작스런 질문이나 요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활동리더에게 전달

하거나, 가까이에 있는 운영스탭들에게 안내합니다. 

페스티벌은 쓰레기 없는 행사입니다! 깨끗한 거리와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 쓰레기는 다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퍼레이드 메이커는 퍼레이드단과 마찬가지로 퍼레이드의 일부분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고 바른 자세로 퍼레이드를 즐겨주세요.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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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인증서 발급

봉사활동시간은 1365자원봉사포털사이트(www.1365.go.kr)에 입력이 됩니다. 단, 

회원가입 가입된 경우에만 가능하오니 반드시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 봉사활동확인서는 10월 17일 이후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이후 실적 확인이 안 될 경우 서초구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573-9252)

7  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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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리풀축제 사무국 : 02-2155-6229

❏ 서초구청 주민협력팀 : 02-2155-8632

❏ 서초구자원봉사센터 : 02-573-9251~2

❏ 퍼레이드메이커 담당 : 070-4277-1806

❏ 시민공연단 담당 : 02-573-9251

❏ 응급 상황 발생 시 연락처 : 주임님! 채워주세요. 

9  주요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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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서리풀축제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평생의 추억을 함께 나누게 되어 뿌듯합니다.

서리풀축제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 힘을 보여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