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① 4.10~10.24, 10:00~12:00 (25회) *매주 수요일
② 4.12~10.25, 13:00~15:00 (25회) *매주 금요일
③ 4.12~10.25, 18:00~20:00 (25회) *매주 금요일

프로그램 ① 이주 다문화 여성극단 오색별빛
‘엄마가 들려주는 엄마나라 이야기’ 연극 활동을 통해
엄마가 아이에게 직접 공연을 보여주고 지역과 소통하는
공연 프로젝트.

대상 : ① 이주 다문화 여성 15명
② 60세 이상 어르신 15명
③ 성인 장애 청년 15명

아트오브웍 Art of Work

문의 : 극단 진동 010-2259-9774

대상 : 학교 안팎의 청소년, 경찰관, 학부모, 노원구민을
포함한 성인 20명 이내
장소 : 노원경찰서 지하 1층 동아리실 및
노원문화예술회관 연습실 등 (추후 변경 가능)

도봉구

은평문화재단

사진

일시 : 1기 4.26~10.31, 9:30~12:30 (24회) *매주 금요일
대상 : 꿈의 숲 주변 거주 시민 20명 (20-70대)
장소 : 꿈의 숲 아트센터
문의 : 아트오브웍 Art of Work 010-9160-2495

소풍가는길 예술로 스마일

은평구

종로구

똥자루무용단

성북구

기분 좋은 극단
우리동네 아뜰리에(WooA)

서대문구
사단법인 올림

성동구

마포구

성동문화재단

용산구

달꽃창작소

송파구

공예

지역의 이슈들에 대해 토론하고 미술과 기술을 통해 가시적인
예술 활동으로 마무리 지어 주민들에게 알리는 프로그램.

일시 : 1기 4.18~7.4, 19:00~22:00 (12회) *매주 목요일
2기 8.8~10.24, 19:00~22:00 (12회) *매주 목요일

한미사진미술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 동네의 이슈에 대해 듣고, 생각을
나누며 지역의 이미지를 스스로 바꾸어나가는 활동.
그 과정에서 기초적인 미술, 기술적 소양을 쌓아 지역에서
벌어지는 움직임에 일조할 수 있는 활동 주체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대상 : 강북구 거주 중장년 및 청년 (기수별 20명)

지역의 문화유산을 매개로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술성을
찾는 시간.

일시 : 1기 4.17~7.10, 18:30~21:30 (12회) *매주 수요일
2기 8.7~10.30, 18:30~21:30 (12회) *매주 수요일

나를 연극적 상황에 놓이게 하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무심코 지나쳤던 지역의 문화유산들을 토대로
극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며 새로운 예술 작품을 창작하고,
자신의 예술적 삶을 타인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대상 : 도봉구 관내 주민 15명

동작문화재단 동작문화예술교육-오아시스(Oasis)

소리(사운드)를 매개로 마을과 지역의 환경, 삶의 터전을
관찰하고 채집하며 동작을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을
보다 새로운 감각과 시선으로 알아가는 사운드아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장소 : 마을목수공작단
문의 : 마을목수공작단
010-8805-0029, 010-2709-7942

두번째 페이지 영화 작당모의

영화

직장 생활 및 나의 이야기로 영화를 만드는 프로그램.
입사 당시의 열정은 사라지고, 고이 접은 사표 한 장 만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
우리들의 문제, 영화로 만들어 봐요!
제작된 영화들은 직장인 영화제에서 상영!

두번째 페이지

일시 : 1기 5.17~7.5, 14:00~17:00 (8회) *매주 금요일
2기 8.23~10.18, 9:30~12:30 (8회) *매주 금요일

목공예를 통해 농인, 농인 가족 그리고 비농인이 함께
어우러져 관계를 형성하고 기본 목공교육을 토대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하는 시간을 가진다.

대상 : 농인, 농인가족 및 비농인 15명

일시 : 1기 4.25~7.18, 18:30~21:30 (12회) *매주 목요일
2기 7.25~10.31, 18:30~21:30 (12회) *매주 목요일
대상 : 구로/가산 일대의 직장인 20명
장소 : G밸리기업시민청
문의 : 두번째 페이지 010-3138-9907

똥자루무용단 토닥토닥 돌봄 무용단

장소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문의 : 우드포유(Wood4U) 협동조합 010-4609-3971

연극 (문학, 미술 통합)

미디어 아티스트와 ‘소리(사운드)’를 채집하며 동네를 여행
하는 프로그램.

마포구

동작문화재단

금천구

너와 내가 함께하는 목공예를 통해 정서적이며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는 프로그램.

문학

서대문과 함께 성장한 60+, 당신의 삶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 프로그램.

일시 : 1기 5.13~7.5, 14:00~17:00 (12회) *매주 월요일
2기 8.27~10.31, 17:00~20:00 (10회) *매주 목요일

가만히 내 이름을 불러보신 적이 있나요? 자신의 이름을
뒤로한 채 OO엄마, OO아빠로 살아온 당신들의 삶의
가치를 압니다. 이웃작가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림 그리고,
춤추고, 노래하다 보면 여러분의 글이 한 권의 책이 됩니다.
그 놀라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대상 : 자서전을 제작하고 싶은 서대문 60+ (15명)
장소 : 서대문50플러스센터
문의 : 코끼리 이웃작가 010-7274-5802

장소 : 도봉초등학교, 반디극장
문의 : 소풍가는길 010-3622-3414

사운드아트

일시 : 5.23~9.6, 10:00~13:00 (15회) *매주 목요일

사단법인 올림 MAKERS (마커스)

창작뮤지컬

청년 창작 뮤지컬 제작 실습 프로그램.

일시 : 1기 4.15~10.22, 18:00~21:00 (25회) *매주 월요일

청년 창작 뮤지컬 제작 실습을 통해 콘텐츠 개발 및
지역의 축제,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대상 : 서울시 거주 청년 20명
장소 : 금호 4가동 주민센터 4층 다목적실
문의 : 사단법인 올림 010-8477-8146

대상 : 동작구 거주 일반 시민(성인) 20명
장소 : 구립 김영삼도서관 7층
문의 : 동작문화재단 문화사업팀 070-7204-3250

성동문화재단 성동야독-축제를 만들자
금천구

동작구

동작구

마을목수공작단 술술술 (미술 기술 예술)

목공예

문의 : 극단 서울공장 010-5661-3928

노원구
강북구

우드포유(Wood4U) 협동조합

우드포유(Wood4U) 협동조합 손으로 보는 나무 Ⅱ

코끼리 이웃작가 서대문 BOOK 살롱

사진 작업을 통해 일상적 공간과 지역, 자연을 재해석하고
카메라의 기능과 미학, 철학을 습득하며 포트폴리오 제작과
전시를 진행하는 프로그램.

사진 잇다

코끼리 이웃작가

일시 : 1기 5.2~9.27, 18:00~21:00 *매주 화요일, 목요일
(주 2회 총23주)

성동구

마을목수공작단

노원구에 삶의 터전을 마련한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만나
서로 소통하며 이야기를 쓴다. 그 한 편의 이야기에 맞춰 노
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서로 힘을 합쳐 뮤지컬 공연을
만들어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과 성인, 여성과
남성, 시민과 예술가가 서로의 다름과 같음을 이해하고
슬픔과 기쁨을 나누며 상호 든든한 지지자와 응원자가
되어주는 시간을 가진다.

도봉구

북서울 꿈의 숲으로 가는 다양한 길을 소재로 한 사진 작업
을 통해 한 순간에만 존재하는 현실의 이미지들을 포착하여
작품으로 구현하는 프로그램.
개인의 관심사를 찾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이미지 스토리텔링하는 시간을 갖는다.

소풍가는길

숨쉬는미디어교육 자몽

창작뮤지컬

프로그램 ③ 성장예술단 으랏차차 중창단 ‘음악을 즐기다’
성인 장애 청년들이 중창을 통해 자신감을 향상하고
지역과 소통하는 프로젝트.

극단 서울공장

극단 진동

극단 서울공장 싹 프로젝트

지역 청소년들과 경찰관, 공무원, 학부모님 등을 포함한
성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춤과 노래를 배우고 자신들의
이야기로 한 편의 창작뮤지컬을 올리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장소 : ① 강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마을극장 수유리
③ 마을극장 수유리

아트오브웍 Art of Work 신비하고 기이한 창고, 걸어서 북서울 꿈의 숲으로

내내로(NNR,엔엔알)

음악

연극 활동을 통한 이주 다문화 여성들과 어르신들의 지역
소통 프로젝트.
중창단 활동을 통한 성인장애청년들의 지역 소통 프로젝트.

프로그램 ② 어르신 극단 꿈꾸는 청춘 ‘사랑을 그리다’
어르신들이 자신의 이야기로 연극을 창작하며
지역과 소통하는 프로젝트.

2019년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 주민, 예술가, 활동가 등 다양한
서울 시민들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문화예술로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꾸려나가시길 희원합니다.

연극

서대문구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서울 시민들이
이웃 주민 그리고 예술가와 함께 유무형의 지역 자원과
특성을 조사·탐색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합니다.

극단 진동 마을 속 일상 일상예술 커뮤니티 ‘마을극장 수유리-우리는 마을극장에서 뛴다’

노원구

2019
서울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강북구

문화예술로 깃든
우리 동네를
함께 걸어봐요

축제

성동구의 문화예술 브랜드 축제 개발을 위한 기획자 양성
프로그램.
지역문화 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문화예술교육 시스템 구축.

무용

타인과 자신을 춤으로 돌보는 프로그램.

일시 : 1기 4.24~10.16, 18:00~21:00 (25회) *매주 수요일

요양보호사들이 춤과 움직임으로 나와 타인을 치유하는
시간!
‘나’를 위한 토닥임 - 힐링, 자기표현.
‘타인’을 위한 토닥임 - 나도 예술인.

대상 : 서울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 20명
장소 : 서울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마포쉼터
문의 : 똥자루무용단 010-4753-4289

성동야독(城東夜讀)은 성동구의 문화예술 브랜드 축제
개발을 위한 축제 기획자 양성과정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민·관·학이 협력하여 지역의 특성 있는 문화예술자원을
발굴 및 개발하고 직접적인 축제 운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일시 : 1기 7.2~10.8, 19:00~21:00 (15회) *매주 화요일
대상 : 주민(일반성인) 총 20명
장소 : 다락옥수, 소월아트홀
문의 : 성동문화재단 02-2204-7557

기분 좋은 극단 다양한 세상 속 오색 날개 짓

은평구

성북구

예술로 물든
흥미진진한
우리 동네

2019
서울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무용

석관동 장위동을 중심으로 거주하는 이주 여성들의 스토리가
있는 움직임 예술교육.
다양한 신체 움직임과 극적 스토리가 있는 바디 컨택 등을
통해 참여자 간 상호 공감과 교류를 증대시키며, 지역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예술 공연 콘텐츠를 제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예술 커뮤니티로서의 존재감을
확장시키는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적 가치를 만드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성인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일시 : 1기 4.20~10.26, 14:00~16:00 (25회) *매주 토요일
대상 : 성북구의 다문화 이주 여성과 자녀 15명
장소 : 성북 다문화 정보도서관
문의 : 기분 좋은 극단 010-8501-7110

사진 잇다 맘 포토 랩 (Mom Photo Lab)

사진

사진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엄마 사진가들의 랩.

일시 : 1기 4.11~10.31, 10:00~13:00 (27회) *매주 목요일
(봉사촬영, 전시 등 일부 요일 변경 가능)

카메라로 익숙한 것을 다르게 바라보는 경험을 통해 일상에
재미를 더하고,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생각하고 표현한다.
이 과정에서 나와 서로를 이해하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며
참여자와 그 지역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함께 연구하는
프로그램.

대상 :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및 비장애인 자녀 부모
20명 내외
장소 :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은평지회 활동실
문의 : 사진 잇다 010-9000-0529, 010-9959-2447

발 닿는 서울의 곳곳, 우리 동네를 예술로 물들여보세요.
우리동네 아뜰리에(WooA) 동네예술, WooA 하게

연극

프로그램 ① 시니어 극단 상몽
어르신들의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삶과 죽음에 관한
연극 만들기.
프로그램 ② 정릉 연극반 연애
어르신들의 삶에 대한 글쓰기와 표현하기.

은평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은평을 말하다

축제

프로그램 ① 은평랩소디
50, 60세대가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통해
자신의 두 번째 스토리를 찾는 프로그램.

일시 : ① 4.10~10.16, 10:00~12:00 (25회) *매주 수요일
② 4.10~6.26, 19:00~21:00 (13회) *매주 수요일
③ 7.3~10.12, 16:00~19:00 (10회) *매주 수요일
④ 8.6~10.12, 18:00~21:00 (10회) *매주 화요일

프로그램 ② 톡톡(Talk Talk) 은평 문화예술교육
은평구의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고민, 제안
네트워킹 프로그램.

대상 : 성북구 주민 40명

프로그램 ③ 완벽한 하루
상몽과 연애의 주제를 바탕으로 단편영화 제작하기.

장소 : 성북구민여성회관 2층 우리동네 아뜰리에

움직임과 몸으로 놀기, 예술체험과 활동으로 이야기 만들기,
문학 작품을 통한 1인극 만들기, 나의 주제 탐색 및 관심사
인터뷰, 지역으로 찾아가는 프로젝트 참여.
문화예술교육 관련 현장의 고민 공유, 새로운 제안, 지역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킹.

문의 : 우리동네 아뜰리에(WooA) 010-8012-5515

프로그램 ④ 축제낭비단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 수업.

사진

사진을 기반으로 노년의 삶을 새롭게 모색할 수 있는 참여
프로젝트.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주변 관계 속에 있는 현재를 기록
하며 성찰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글과 사진으로 엮은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작품집을 제작하고 제작 발표회를
통해 결과물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공동체가
지속가능한 활동을 함께 이뤄가며 긍정적 노년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일시 : 4.23~10.15, 10:00~12:00 (24회) *매주 화요일
대상 : 송파구 거주 어르신 20명
장소 : 한미사진미술관, 송파노인종합복지관
문의 : 한미사진미술관 02-418-1315

종로구

송파구

한미사진미술관 나의 기억, 송파의 기록

통합

내내로(NNR,엔엔알) 가치 가치(같이 가치) 뚝딱동(洞)

일시 : ① 4.18~10.31, 9:00~12:00 (25회) *매주 목요일
② 4월~11월, 18:30~19:30 *매달 네 번째 수요일
대상 : ① 예술로 인생의 두 번째 스토리를 만들고자 하는
50, 60세대 (회차별 25명)
② 예술가,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있는
누구나 (회차별 20~30명)
장소 : 은평문화예술회관 숲속극장
문의 : 은평문화재단 문화정책사업팀 070-4174-1771

미술

목공

워킹맘, 경력단절 여성들과 함께하는 미술, 목공프로그램.

일시 : 1기 4.11~10.31, 10:00~13:00 (24회) *매주 목요일

쓸모없어져 버려진 폐가구를 새로운 디자인의 멋진 목가구로
만들면서 지역을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를 장착하고
창의적인 시각으로 지역을 해석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워킹맘과 경력단절 여성이 함께 가치를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대상 : 워킹맘, 경력단절 여성 20명
장소 : 돈의문박물관마을
문의 : 내내로(NNR,엔엔알) 010-6776-1606

숨쉬는미디어교육 자몽 2019 호기심프로젝트, 인왕마을×재미
용산구

달꽃창작소 남산괴물출몰 프로젝트

엉뚱한 괴물을 상상하자! 유쾌한 괴물로 뛰어놀자!

서울문화재단 | www.sfac.or.kr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www.e-sac.or.kr

인왕마을 주민들이 다양한 공간에서 일상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프로그램.

통합

4단계의 괴물창작 워크숍을 통해 모든 참여자들이 잃어버린
한국의 괴물을 하나씩 되살려낸다. 참여자들이 모두 괴물로
분장하여 용산의 남산동네에서 괴물 퍼레이드를 감행한다.
참여자들 간 창작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지역 문화 축제를
만들어간다.

일시 : 1기 4.16~10.29 *격주 화요일, 몇 번의 토요일로 구성
19:00~22:00(화), 12:00~15:00(토) (24회)
대상 : 20-30대 15명
장소 : 달꽃창작소
문의 : 달꽃창작소 070-8957-8081

프로그램 ① 인왕마을 사진관
인왕마을을 사진과 글로 기록.
프로그램 ② 인왕마을 라디오
마을의 동아리 활동을 담은 팟캐스트 제작.
프로그램 ③ 인왕마을 나무 놀이터
놀이와 쉼이 있는 나무 작업.

미디어

일시 : ① 4.24~10.31, 9:30~12:30 *매주 수요일
② 4.24~10.31, 13:30~16:30 *매주 수요일 (변경 가능)
③ 4.24~10.31, 15:30~18:30 *매주 수요일
대상 : 인왕마을 주민 (각 프로그램별 15명 내외)
장소 : 종로구 무악동 나무와열매도서관 외
문의 : 숨쉬는미디어교육 자몽 010-9293-45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