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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반젤리 (음악)
대표 홍창진. 2005년 설립. 회원 35명. 장애어린이 합창단 에반젤리는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사회

성을 발전시키며, 사회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설립되었다. 2004년 공개오디션, 

2005년 창단식을 시작으로 수차례의 초청공연을 통해 이름을 알리고 있는 에

반젤리는 현재 주1회의 연습을 통해 느리지만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주소 안

양시 동안구 관양동 1384-24 3층  ■전화 031-388-2977 ■www.evangeli.

co.kr ■후원계좌 국민은행 231401-04-046850 사단법인 마음은행

장애여성문화공동체 (문화·예술전반)
대표 김미주. 1999년 설립. 회원 180명. 장애여성의 인권과 소통의 문제를 문화

와 예술을 통해 풀어가는 장애여성 단체로, 2000년 극단 ‘끼판’(끼어들어 판 벌

이자)을 만들면서 장애여성이 문화주체가 되어 올바른 인식개선의 기회를 마련

해왔다. 자기표현예술 워크숍을 통해 구성원간의 소통과 창작활동으로 자기정

체성을 찾고,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의 문화활동 참여 폭을 넓히는 기회를 마련

하고 있다. 또한 국제 워크숍 등에 참여하는 등 외국 단체들과의 교류활동을 하

는 한편, 장애청소년의 대안적 교육환경을 만드는 ‘장애청소년문화제’를 개최한

다. 그밖에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영상화함으로써 세상과 소통하는 영화, 영상

제작 워크숍 ‘장애여성, 필름을 뒤집다’와 장애를 가진 엄마와 자녀들이 함께하

는 문화예술 놀이활동인 ‘장애엄마 날개를 펼치다’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주소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45-1 서울여성플라자 3층 NGO센터 펼침터  

■전화 02-823-8331■www.kkipan.com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22-

726420 장애여성문화공동체

(사)장애우문화센터 (문화·예술전반)
대표 김성재. 1987년 설립. 회원 3,000명. 장애인의 인권찾기 운동을 해온 장애

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장애인 문화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장애우문화센터를 개

원하고 장애인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문화1%나눔운동’, 장애인 여행권 지원

을 위한 ‘레저버디운동’을 비롯, 방송모니터를 통해 비장애인들의 선입견과 인

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사진모임인 ‘도사모’, 판소리모임인 ‘더늠

패’, 댄스모임 등을 통한 장애인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300번지 덕승빌딩 7층 ■전화 02-2675-8671 ■

www.cowalk.or.kr ■후원계좌 국민은행 084-01-0338-849 장애우연구소

필로스 (무용)
대표 임인선. 2007년 설립. 회원수 71명. 필로스 장애인무용단은 사회구조 안에

서 장애로 인한 1차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프로그램으로, 장애

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기여하고 장애청소년과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한국무용·현대무용·발레 등의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복지기관이나 병원 등에서 ‘찾아가는 공연’을 열고, 올해 12월

에 열리는 첫번째 정기공연을 준비 중이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

동 1384-24번지 장동빌딩 3층 ■전화 031-388-2979 ■www.dadapa.com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934-055604 임인선(필로스장애인무용단)

하트하트재단 (음악)
대표 신인숙. 1988년 설립. 사랑과 봉사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소

외계층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시각장애 전문음악인으로 구

성된 하트체임버오케스트라를 창단, 활발한 연주활동을 시작하고 있으며, 발

달장애 청소년으로 구성된 하트윈드오케스트라 역시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다.  ■주소 서울시 송파구 가락2동 149-16번지 ■전화 

02-430-2000 ■www.heart-heart.org ■후원계좌 우리은행 163-360255-

13-002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 

(사)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 (미술)
대표 엄정순. 1996년 설립. 회원 20명.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는 예술인들이 모여 설립했다. 순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발

족 이래 매년 시각장애인과 더불어 전문예술가들과의 미술 워크숍을 진행함으

로써 시각장애인들이 경험한 세계를 형상화하며, 워크숍의 우수한 결과물을 선

정하여 전시하는 <우리들의 눈>전을 개최하여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세계를 

비장애인과 함께 경험하고 나눈다. 또한 열악한 시각장애어린이들의 도서환경 

개선을 위해 점자촉각아트북을 제작·보급하고, 정기적인 국제교류전을 통해 해

외 사례를 수용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화

동 23-14번지 ■전화 02-733-1996 ■www.ka-ba.or.kr ■후원계좌 우리은

행 109-253829-13-101 (사)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문화·복지)
대표 안중원. 1982년 설립. 회원 14,000여 명.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문화복지

를 제한받고 있는 장애인들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하여 이에 맞는 프로그램

을 개발·제공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고자 설립되었다. 보이스심볼 생성 도서보급 사업, 문화·여행

바우처 사업, 나눔연극제 등, 문화복지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있으며 문화

복지시설 운영, 장애인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장애인들의 문화복지 향상

에 기여하고 있다.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2 에이스하이앤드타워 

1116호 ■전화 02-859-8288 ■www.bluesky82.org ■후원계좌 우리은행 

818-137087-13-001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미술협회 (미술)
대표 김충현. 1995년 설립. 회원 500여 명. 장애인이라는 편견으로 실력을 인정

받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 뇌병변, 근육병, 청각장애 작가들이 모여 구성한 단체

로, 작가들의 창작지원과 연구개발, 장애인 미술정책 지원, 협회전 개최을 비롯

하여 한국 장애인미술작가들의 권익옹호를 대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서

울 장애인 미술창작 스튜디오로 이전하여, 장애인 미술교실을 운영함으로써 많

은 장애인 작가들을 참여시키고 양성하는 등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

주소 서울시 송파구 잠실1동 10번지 ■전화 02-2062-1571 ■www.ableart.

net ■후원계좌 제일은행 574-10-010600 한국장애인미술협회 김충현, 국민

은행 878301-01-154744 한국장애인미술협회 김충현

한국청각장애인예술협회 (예술전반)
대표 변승일. 2002년 설립. 회원 108명. 청각장애를 가지고 자라는 청소년들에

게 감성을 심어주고 예술적 자질을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한 사회참여로 이끈

다는 취지로 설립하였다. 청각장애작가 작품전, 한·중 교류전을 비롯하여 청각

장애인 예술단 예술교육사업 및 공연활동 지원,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관람 지원, 수화보급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 ■주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66-15 미래빌딩 2층 ■전화 02-575-3691 ■www.deafarts.org ■후원계

좌 국민은행 787-25-0038-861 사)한국청각장애인예술협회

휠 (연극)
대표 윤두선. 2001년 설립.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에서 중증장애인의 문화적 

접근을 확보해 장애인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존감 회복과 사회의 올바

른 장애인식을 정착시키고자 설립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전문가가 함께 창작

활동을 하는 극단 휠(Wheel)은 워크숍을 비롯한 순회공연, 초청공연과 매년 열

리는 정기공연을 통해 중증장애인이 새로운 문화 영역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꾸준한 활동 중이다. ■주소 서울 용산구 효창동 5-134 한벗회관 3층 ■전화 

02-706-3991 ■www.ilkorea.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384701-04-004110 

송정아(극단휠)

광주장애인예술협회 (예술전반)
대표 김선환. 1995년 설립. 회원 20명. 광주장애인예술협회는 광주지역에 거주

하고 있는 장애인예술작가와 장애인예술작가 지망생의 상호 정보교환과 권익

보호 및 복지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장애인예술작가의 작품 전

시회 개최를 주요 활동으로 삼고, 장애인예술작가들을 위한 상설전시관을 건립

하는 한편, 영세예술작가의 자립기금 조성 및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주소 광

주 광역시 서구 금호동 802-3 시은빌딩  ■전화 062-653-5251

그림사랑동우회 (미술)
대표 탁용준. 1992년 설립. 척수장애인 전문단체인 수레바퀴선교회에서 발족되

어 지금은 사단법인 수레바퀴 문화진흥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4년부터 

매년 <그림사랑전>이라는 정규전시회를 개최하여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그림

사랑은 서양화와 한국화, 공예, 만화까지 전 미술부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초창

기 작가들은 장애인미술 범주를 넘어 일반작가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주소 

서울시 양천구 신정5동 883 양천시장주상복합상가 202호 ■전화 02-2698-

9191 ■www.wheel.or.kr ■후원계좌 국민은행 067-01-0426-232 홍이석

(수레바퀴)

까따리스 벨 콰이어 (음악)
대표 문명용(지휘자). 1995년 설립. 회원 17명. 지적장애인의 가능성에 대한 도

전으로 시작한 까따리스 벨 콰이어는 단원들 각자가 갖고 있는 장애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단원들만의 음악을 만드는 핸드벨 연주단체다. 2003년부터 본

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연간 20여 회의 외부공연을 비롯하여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지에서 초청공연을 했다. 2006년에는 정신지체장애인 최초로 

음반을 출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 중이다.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86번지 ■전화 031-962-4450~1 ■www.aduck.or.kr ■후원계좌 국민은행 

239-25-0019-001 애덕의 집

데프미디어 (영상)
대표 박재현. 2005년 설립. 회원 16명. 농인이 주체가 되어 결성한 자조모임이

다. 농인이 직접 수화로 연기를 하고 영상을 제작함으로써 사회의 편견과 차별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또한 농문화는 청인사회와 

또 다른 하나의 문화임을 알리며 청인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결성 이후 지금까

지 열 편의 농영화를 제작했고, 여러 편이 장애인영화제와 서울장애인인권영화

제에서 상영되는 등 전문적인 영상제작집단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주소 서울

시 종로구 관수동 88번지 3층 수화사랑카페 ■전화 010-4818-6429 ■www.

deafmedia.net ■후원계좌 국민은행 408801-01-138336 박재현 

문화지대 장애인이나설때 (문화·예술전반)
대표 박지주. 2004년 설립. 회원 800여 명. 차별과 편견에 놓인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전반적인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중에게 쉽게 다

가갈 수 있는 만화, 영화, 연극, 음악, 전시회 등 문화적 코드로 인권운동을 하는 

단체다. 만화작가단 출범을 시작으로 노래패 ‘장때’, 만화웹진 ‘장때’ 등의 활동

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 관련 플래시와 인터넷 방송 및 문화향수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고 있다. ■주소 서울시 동작구 본동 126-44 ■전화번호 02-706-5524 

■www.jangddae.org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630-852928 문화지대 장

애인이 나설 때 

선사랑 (미술)
대표 김영수. 2000년 설립. 회원 25명. 일반 크로키 모임에서의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화가들이 자유로이 작업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구필 누드 크로키 화가 

김영수가 독자적으로 결성한 모임이다. 회원들은 매달 두 번씩 작업실에 모여 

누드 크로키 작업을 진행하며, 야외스케치 모임 등 장애화가와 비장애화가의 예

술교류를 추진 중이다. 안산전국크로키단체전, 드로잉개인전 등 전시에도 활발

히 참여하고 있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보건소 5층 대회의실  ■

전화 011-301-1433 ■cafe.daum.net/sunsarang ■후원계좌 농협 75-02-

332456 김영수

세계구족화가협회 한국지부 (미술)
대표 배미선. 1990년 설립. 회원 21명. 구족화가들이 재정적인 자립을 이루고 안

정된 상태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창작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

으로 설립하여, 국내 구족화가의 발굴 및 지원활동을 해오고 있다. 협회에서는 

구족화가들의 작품을 카드로 제작하여 우편 판매를 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작

품을 일반인에게 소개하기 위한 전시회 및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을 겸하고 있

다. 세계적으로는 7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964-13 비전빌딩 4층 ■전화 02-3486-9710 ■www.mfpa.co.kr ■후원계좌 

외환은행 077-22-00732-2 구족회화

소울음 (미술)
대표 최진섭. 1992년 설립. 회원 109명. 중증장애인의 인권옹호와 미술교육을 

통한 재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중증장애인들에게 그림공간을 제공

하여 실력을 배양하고, 수도권 병원 순회전 및 시연회를 갖는다. 매년 <일어서는 

사람들의 기록전>과 <소울음전>을 개최하고 있다.■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09-16호 ■전화 031-443-9681 ■cafe.daum.net/thdnfdma ■

후원계좌 국민은행 264401-04-041653 최진섭(소울음)

아름다운 등불 (예술전반)
대표 장병용. 2004년 설립. 회원 500여 명.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자

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의 실현을 구가하며, 장애인이 비

장애인과 사회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인간다운 삶과 공동체적인 삶을 일구어가

는 터전으로서 설립되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가능성의 예술 축

제 한마당’과 사랑의 바자회 및 ‘등불문화마당’을 개최하고, <네 손가락의 피아

니스트 희아 희망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다. 그밖에 장애인 예술가 양성, 글로벌 

장애인문화예술운동 교류, Able Art 꿈나무교실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243-3  ■전화 031-295-1077 ■www.

deungbul.or.kr ■후원계좌 농협 1277-01-000431 (재)기독교대한감리회유

지재단, 우리은행 1005-401-086905 (재)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able art

장애인예술단체들
*가나다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