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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우리동네 예술학교』 단원 모집공고

『2017 우리동네 예술학교』는 서울지역 어린이들이 오케스트라와 뮤지컬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자존감을 형성하여,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지닌 
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10년부터 시행한 서울시 
문화복지 프로그램입니다.

 비교적 높은 초기진입비용이 발생하는 예술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
시가 수업료·악기대여료 등 모든 비용을 지원하고, 총괄운영기관인 서경대
학교 예술교육센터는 대학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기여활동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여 어린이는 일주일에 1회 가량 악기연주, 노래, 안무, 앙상블 등의 정
규교육을 받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향상음악회, 자체발표회, 공연관람, 지
역연계음악회에 참여하고 서경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통합여름캠프와 통합
공연 등에 참여 기회를 갖게 됩니다. 

 2017년은 선정된 자치구 교육기관의 미포함 자치구 거주 아동을 별도로 
선발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지원범위를 확대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
공하고자 서경대학교에서 뮤지컬과정의 단원을 모집합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의미를 가진 해당 교육과정의 단원을 아래와 같
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7년 3월 20일
서경대학교 예술교육센터장



1. 교육개요
 ○ 교 육 명: 우리동네 예술학교
 ○ 주    최: 서울시
 ○ 주    관: 서경대학교 예술교육센터
 ○ 교육기간: 2017년 4월 29일(토) ~ 12월
    ※ 정규교육은 매주 토요일 09:30 ~ 12:30에 진행되며 향상음악회 등

의 특별교육은 별도 일정으로 운영됨
 ○ 교육장소: 서경대학교(서울시 성북구 서경로 124)
 ○ 교육분야: 뮤지컬
 ○ 교육내용: 정기교육, 여름방학 통합캠프, 향상음악회, 지역연계음악회, 
              자체발표회, 공연관람, 통합공연 등
 ○ 교육비: 전액 무료

2. 단원모집 안내
 ○ 모집대상: 서울시내 초등학생 3학년 ~ 6학년 (우선보호아동에 한함)
    ※ 보건복지부 발간 『2017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중 ‘우선보호아동’
 ○ 모집정원: 30명
 ○ 모집일정: 2017년 3월 27일(월) ~ 4월 19일(금)
    ※ 모집인원의 2배수가 접수할 경우 조기마감
 ○ 모집방법: 서류심사 후 면접진행
    ※ 면접일정 추후 개별공지
 ○ 제출서류: 신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
    ※ 서경예술교육센터(aec.skuniv.ac.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
    ⦁문    의 : 서경대학교 예술교육센터, 02-940-2932
    ⦁이 메 일 : aec@skuniv.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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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서울시 우리동네 예술학교 단원 모집 문의처 >
                                                     자료: 서경대학교 서경예술교육센터

교육분야 자치구 운영기관명 문의처

오케스트라

노원구 노원문화예술회관 02-2289-6783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02-360-8555

서초구 (사)서울오케스트라 02-588-0974

송파구 송파구립마천청소년수련관 02-443-0100

영등포 (사)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02-6292-9369

뮤지컬

마포구 구립 망원청소년문화센터 02-332-2541

성동구 성동교육복지센터 02-2298-2013

종로구 종로문화재단 02-2088-4275

그 외 자치구 서경예술교육센터 02-940-2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