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네트워크 시민대학의 

운영 테마는 

입니다.

나와 공동체를 생각하는 시민 

앎과 삶의 기쁨을 표현하는 시민 

나의 배움을 행동하는 시민

네트워크 시민대학을 통해서 

서울시민의 다양한 모습들이 

발견되고 가꾸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민은

어떤 시민인가요?

※상기 프로그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된 네트워크 시민대학 개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수강 신청 방법은 네트워크 시민대학별로 다르게 운영되니, 관심 있으신 네트워크 시민대학으로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네트워크 시민대학 선정 기관 프로그램

연번 기관(단체)명 프로그램 명 운영기간 수강신청기간 수강문의

1 인문학협동조합

촛불 

이후의

한국

(1기) 촛불과 민주주의
8.2.(목) ~ 8.16.(목)

(매주 화, 목 19시~21시)
7.18.(수) ~ 7.31.(화)

www.facebook.com/

humanecoop

  humanecoop@daum.net

 02) 701-0831

(2기) 네트워크 민주주의와 촛불시민
8.21.(화) ~ 9.4.(화)

(매주 화, 목 19시~21시)
8.6.(월) ~ 8.19.(일)

(3기) 촛불 이후의 인권과 법
9.6.(목) ~ 9.20.(목)

(매주 화, 목 19시~21시)
8.22.(수) ~ 9.3.(월)

2
(사)한국철학사상

연구회
동서양을 아우르는 시민들의 정치참여

(1기) 7.23.(월) ~ 10.1.(월)

(매주 월 19시~21시)
7.2.(월) ~7.22.(일)

http://www.hanphil.or.kr

  kophil@daum.net

 02) 332–4301(2기) 9.17.(월) ~ 11.26.(월)

(매주 월 19시~21시)
8.13.(월) ~ 9.16.(일) 

3

은평구립
구산동

도서관마을

서울에는

일상에서

철학하는 

시민이

산다

(1기) 고전강독 : 한나 아렌트
7.31.(화) ~ 8.28.(화)

(매주 화 19시 30분~21시 30분)
7.29.(일)까지

http://www.gsvlib.or.kr/

 02) 357-8749

 02) 389-7370

(2기) 고전강독 : 스피노자, 미셸 푸코 
9.14.(금) ~ 11.9.(금)

(매주 금 19시 30분~21시 30분)
9.12.(수)까지

(3기) 고전강독 : 프로이트, 라캉
11.1.(목)~11.29.(목)

(매주 목 19시 30분~21시 30분)
10.30.(화)까지

(4기)

문학과 철학
8.2.(목), 8.9.(목)

(19시 30분~21시 30분)
7.31.(금)까지

사물철학
9.13.(목), 9.19.(수)

(19시 30분~21시 30분)
9.11.(화)까지

사회철학 
10.30.(화), 11.6.(화)

(19시 30분~21시 30분)
10.28.(일)까지

4
(사)지역 공동체
갈등관리 연구소

도시(재생) 공동체 갈등관리 강화교육

(평일반) 8.20.(월) ~ 8.25(토) 7.23(월) ~ 8.10.(금)
www.dilemma.kr

 02) 6490-5520
(주말반) 10.19.(금) ~ 10.21.(일) 9.17(월) ~ 9.21(금)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서울시 전역에서

우수한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기관·단체들과 함께

‘네트워크 시민대학’을 운영합니다.

서울시민의 삶과 더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는 지성’을 꽃피울 

평생교육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트워크 시민대학이란?

※상기 프로그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된 네트워크 시민대학 개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수강 신청 방법은 네트워크 시민대학별로 다르게 운영되니, 관심 있으신 네트워크 시민대학으로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네트워크 시민대학 선정 기관 프로그램

연번 기관(단체)명 프로그램 명 운영기간 수강신청기간 수강문의

5
(사)고전문화

연구회
삶의 미학과 고전아카데미

(1반) 8.2.(목) ~ 10.4.(목)

(매주 목 10시 ~ 12시)

7.3.(화) ~ 7.31.(화)
www.lifeedu114.org

 02) 3406-9117
(2반) 8.7.(화) ~ 10.23.(화)

(매주 화 14시 ~ 16시)

6

(사)민주시민
교육의전당
시민과미래

인권: 色다르게 보기, 인권은 의무다
7.23.(월) ~ 10.29.(월)

(매주 월 19시 ~ 21시, 탐방 별도)
7.16.(월) ~ 7.21.(토)

https://www.facebook.com/

Nccnf/

  070) 5057-2851
       010-7292-2529

7 (사)정암학당

연구자와 

함께 읽는 

고대 그리스 

고전

(1기) 고대 그리스의 문학 고전으로 

본 그리스인들의 인생관

7.17.(화) ~ 8.28.(화)

(매주 화 19시 ~ 21시 30분)
7.5.(목) ~ 7.12.(목)

http://www.jungam.or.kr  

 02) 6052-0518
(2기) 여섯 텍스트로 읽는 플라톤의 

정치철학적 사유

9.4.(화) ~ 11.20.(화)

(매주 화 19시 ~ 21시 30분)
8.16.(목) ~ 8.25.(목)

8
도봉청소년
누리터위드

“선”한 시민의 사회적

우정도시 Project

(1기) 7.24.(화) ~ 08.21.(화)

(매주 화, 목 13시 ~ 15시)
 7.3(화) ~ 7.21(토) www.withdobong.org

www.facebook.com/

withdobong

 02) 903-1318(2기) 9.21.(금) ~ 11.16.(금)

(매주 금 10시 30분 ~ 12시 30분)
8.21(화) ~ 9.18(화)

9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D프로젝트! 웰컴 투 민주피아 

– 영화를 통한 다문화 세계시민학교 

8.30.(목) ~ 11.1.(목)

(매주 목 19시~21시/18시~22시)
7.30(월)~8.22.(수)

www.yka.or.kr

 02-741-2013

10
한국지역사회
교육협의회

서울에는 

소확행 

시민이 산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1기) 퇴근 후에 꽃향기로 시민대학 

다닌다.

7.18(수) ~ 9.19(수)

(매주 수 18시 30분 ~ 20시 30분)
7.5(목) ~ 7.17(화)

http://kace.or.kr/

 02) 424-8377
(2기) 퇴근 후에 tea-art(티-아트)로 

시민대학 다닌다.

10.10(수) ~ 11.28(수)

(매주 수 18시 30분 ~ 20시 30분)
9.12(수) ~ 10.8(월)

11 시민행성 인문디자인 씽킹 워크숍
10.8.(월) ~ 10.25.(목)

(매주 월,목, 답사 1회)
8월 말 모집 예정

https://www.facebook.com/

citizenplanet.or.kr

 02) 6448-6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