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상상캠퍼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Tel  Fax  

facebook.com/ggychhub
instagram.com/ggychhub

경기상상캠퍼스 

이용안내

화 일

오전 시 오후 시

휴관일

매주 월요일,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 야외공간은 휴관일 관계없이 이용가능

산책로

월 월, 오전 시 분 오후 시 분

월 월, 오전 시 분 오후 시 분

프로그램 안내 & 공간 대관

온라인 신청

http://sscampus.kr 

sscam
pus.kr

* 경기상상캠퍼스는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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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학교 

수원 이전 

서울대학교 

농업대학으로 

설치, 병합

민주화 활동 

도시계몽 

행진

김상진(축산과) 

시국성토대회 

연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관악캠퍼스 이전

농업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 

입주

농업생명대학 

숲 시민에게 

개방

도유지 경인교대 부지와 

국유지 서울 농생대 부지 

교환

농업생명대학 

완전 개방, 

산책로 조성

경기상상

캠퍼스 

조성 시작

경기상상

캠퍼스 

개관

울창한 숲과 산책로, 

다양한 문화예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경기상상캠퍼스는

미래를 실험하고

삶의 문화를 창조하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생활1980은 

도민에게 열린 

생활문화공간입니다.

모두가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술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생애 전 연령을 아우를 수 있는 

소통과 교류의 장입니다. 

생활1980 (구 농원예학관) 

청년1981은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창업·창직 실험을 하는 청년들의 

문화 플랫폼입니다.  

청년세대들이 

문화적 실험을 통해 더 큰 가치를 

찾고, 삶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공유지대입니다.

청년1981 (구 농화학관) 

생활1990은 

경기도민의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동호회, 메이커 스페이스, 교육, 워크숍, 

축제를 운영합니다. 

생활문화를 매개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배움터입니다.  

생활1990 (구 농공학관)

M3는 

기획·협업 프로젝트와 

오픈 플랫폼, 청년페스티벌 연계 등 

다양한 연구와 실험이 시도될 

열린 공간입니다.

M3 (구 대형강의실)

공작1967은 

전문 장비를 갖춘 공간으로 

뮤직랩, 자전거랩, 목공랩, 도색/건조랩 

등이 있는 실험공간입니다.

공작1967 (구 농업공작실) 

경기상상캠퍼스 주요 프로그램 

손살이공방

‘손’으로 만드는 재능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수공예 공방

“생활목공, 그림책, 규방공예, 금속공예, 천연비누, 

자수와 재봉 등 핸드메이드 제품을 

구매하고 배울 수 있어요” 

2018 숲속 장터 포레포레

숲속에서 열리는 경기상상캠퍼스의 

특별한 숲속 장터

“플리마켓과 버스킹 공연,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어요”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 월~ 월, * 7월 제외)  

 

매월 두번째 토요일 ( 월~ 월)  

손살이장날  

5개의 손살이공방 체험을

모두 즐겨볼 수 있는 특별한 미니 메이커페어!

“먹고, 즐기고, 배우고, 나눌 수 있는 

손살이장날을 만나볼 수 있어요”

경기생활문화센터 

사계절을 가득 담아 

구성되는 생활문화 프로그램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안 전 연령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홈페이지 접수를 통해 

월 초 선착순 신청  

청년실험실

전문 장비를 활용한 기술 교육 및

시제품 생산이 가능한 메이커스 공간

“독립출판, 수제맥주, 디제잉, 3D프린팅, 

레이저 컷팅, 자전거 제작 등 

프로젝트와 교육을 진행해요”

그루버

작은 숲(Grove)+리듬(Groove)+er를 붙여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벗삼아 즐겁게 일하고 

함께 성장하는 청년들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눠요”

홈페이지 공모신청을 통한 연 회 모집 (* 만 세 이상 세 이하)

Forêt Forêt

생활 · 문화

Groover

손살이

손살이

Lab

* 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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