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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예술교육센터 공고 - 제310호

『2017 우리동네 예술학교』

교육과정 전문예술강사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안내

『2017 우리동네 예술학교』 교육과정 전문예술강사 공개채용에 응시해주
셔서 감사드리며, 최종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7년 4월 3일
서경대학교 예술교육센터장

1. 선정결과
 1) 오케스트라 부문 (총21명)

자치구/
교육기관명 구분 세부분야 응시번호 이름 전화번호

노원구/
노원문화예술회관

음악감독 클라리넷 002 안ㅇ현 6195
주강사 플루트 005 이ㅇ준 1356
보조
강사

제2바이올린 007 이ㅇ연 8700
첼로 008 박ㅇ은 6474

트럼펫 010 이ㅇ화 9624

서대문/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음악감독 제1바이올린 012 이ㅇ제 7750

주강사
제2바이올린 016 김ㅇ규 9585

비올라 021 이ㅇ오 3722
첼로 022 백ㅇ희 3940

클라리넷 026 강ㅇ정 3617

보조강사
플루트 031 박ㅇ현 2984
트럼펫 033 김ㅇ원 5741
트롬본 035 이ㅇ희 2273

서초구/
서울오케스트라

주강사 플루트 039 남ㅇ향 7742
보조
강사

제2바이올린 044 주ㅇ경 3813
클라리넷 045 송ㅇ종 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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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뮤지컬 부문 (총15명)

2. 향후 일정 안내
1) 강사연수 
❍ 일시: 2017.04.08(토), 09:00~17:00 
❍ 장 소: 서울시 성북구 서경로 124, 서경대학교 유담관 14층 1408호
※ 강사연수 불참 시 합격 취소

송파구/
송파구립마천
청소년수련관

주강사 제1바이올린 049 채ㅇㅇ나 9638
보조
강사

제2바이올린 052 신ㅇ경 7188
플루트 055 정ㅇ하 7961

영등포구/
밀레니엄심포니

오케스트라

주강사 제1바이올린 058 서ㅇ희 1937

보조강사 트럼펫 062 민ㅇ한 7721

자치구/
교육기관명 구분 세부분야 응시번호 이름 전화번호

마포구/ 
구립망원청소년문화센터 주강사 안무 063 이ㅇ재 0098

성동구/
성동교육복지센터

주강사 연출 064 김ㅇ영 6782
안무 065 김ㅇ미 7469

보조
강사 - 066 한ㅇ희 8146

종로구/
종로문화재단

주강사 연출 067 곽ㅇ리 0135
음악 069 박ㅇ미 6275

보조
강사 - 073 이ㅇ민 9779

광진구/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주강사
연출 075 차ㅇ연 1019
음악 076 오ㅇ진 9533
안무 077 이ㅇ아 6843

보조
강사 - 079 박ㅇ별 7091

서울시/
서경대학교

주강사
연출 081 지ㅇ화 0321
음악 083 김ㅇ정 7006
안무 084 이ㅇ혜 2226

보조
강사 - 086 정ㅇ진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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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물
①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미 제출자(최근 3개월 이내 발급)
② 도장,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계약시 필요)
③ 필기구
※ 강사연수 계획 추후통보 및 기관별 교육일정은 강사연수시 공지 
2) 운영기관별 교육시작 : 2017.04.10.(월)~
※ 운영기관별 교육시기 상이함

3. 문 의 : 서경대학교 예술교육센터, 02-940-2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