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락처 이메일

1 (재)은평문화재단
은평구 청소년 축제학교

"뻔뻔누리"
무용, 축제기획

무용, 연극∙뮤지컬,

음악, 시각∙미술,

놀이활동

청소년들이 주민주도형 지역축제문화를 이해하고 기획 및 실연으로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축제의 주체로 성장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중1~고1 40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숲속극장 1기 | 04.13-10.12 10:00-13:00 1기 | 03.13-04.12 070-4239-9405 sua0210@efac.or.kr

2
(사)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강남구립못골도서관)

우리 동네 설화 만들기

: 음악동화 낭독극

"아기 장수 이야기"

연극뮤지컬
놀이활동,연극뮤지컬,

악기·음악

초등학교 중·고학년 어린이들이 지역의 설화를 주제로 음악동화를

만들어 낭독공연을 하는 통합예술교육
초 4~6 20 강남구

경상남도 남명학사

서울관 다목적강의실

1기 | 04.13~07.20 10:00~13:00

2기 | 08.24~11.16 10:00~13:00

1기 | 03.18~04.07

2기 | 07.29~08.17
 02-459-5522 younsp21@naver.com

3 (사)메이드인댄스예술원 뭅뭅~ 붐붐~ ‘자! 가자’ 무용

관찰, 감각,

무브먼트리서치, 일상,

움직임, 창작,

소통, 무용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일상의 익숙한 흔적’을 ‘새롭게 재해석’하여

 ‘움직임 창작’을 경험하는 프로그램
초3~6 20 송파구 아름다운꿈지역아동센터(송파) 활동실2 1기 | 04.20-10.05 09:30-12:30 1기 | 03.18-03.31 010-9457-3577 cje0429@naver.com

4 (재)성북문화재단 이웃집 아뜰리에 - 사운드아트 시각∙미술
시각∙미술,

사운드∙음악, 놀이활동

현대미술에서의 청각을 중심으로 한 공감각적 표현(사운드 아트)을 경험하고

그림·설치미술·연주·퍼포먼스 등 다양한 작품으로 제작하여

발표하는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

초1~4 15 성북구
1~2기 | 김종업 건축문화의집

3~4기 | 동네마당 뜰안

1기 | 04.20-05.25 10:00-12:00

2기 | 06.01-07.06 10:00-12:00

3기 | 07.13-08.17 10:00-12:00

4기 | 08.24-10.12 10:00-12:00

1기 | 04.01-04.12

2기 | 05.13-05.24

3기 | 06.24-07.05

4기 | 08.05-08.16

02-6906-3136 rpdms21@sbculture.or.kr

5
(재)어린이공연문화재단

행복한아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달라요! 연극, 연극놀이

놀이활동, 문학, 시각·미술,

사진, 연극·뮤지컬,

영상·미디어, 악기·음악

나와 타인의 권리존중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알아가는 연극놀이 프로그램 초 4~5 20 송파구 지샘터 올림픽공원도서관 교육장

1기 | 04.13-06.01 10:00-13:00

2기 | 06.08-07.27 10:00-13:00

3기 | 08.31-10.26 10:00-13:00

1기 | 03.20-04.03

2기 | 05.15-05.29

3기 | 08.07-08.21

nini@ksponco.or.kr

02-2180-3578

http://lib.kspo.or.kr

(신청 링크)

6 공공씨네 별별시네마 영상미디어
영화, 시각미술, 놀이활동,

영상미디어
우주의 시간과 별의 공간을 상상해 만드는 별별영화와 별별극장 초4~6 15 마포구 문화비축기지 내 상암소셜박스

1기 | 04.13-07.06 14:00-17:00

2기 | 08.03-10.26 14:00-17:00

1기 | 03.20-04.10

2기 | 07.10-07.31

070-7543-4556

(상담가능시간 :

평일 11:00~19:00)

oocine@naver.com

7 공연예술창작터 수다
청소년 자립형 뮤지컬 프로젝트 'Dream

Factory'
뮤지컬 뮤지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함께 직접 대본부터 노래, 안무까지

직접 창작하여  뮤지컬 공연을 완성해보는 프로그램
중1~고3 20 마포구 성미산마을극장

1기 | 04.13-07.21 10:00-13:00

2기 | 07.27-10.27 10:00-13:00

1기 | 04.13-07.21

2기 | 07.27-10.27
010-8590-2709 musicalsuda@daum.net

8 광대생각 덜미야! 넌 누구니? 전통예술
전통예술, 놀이활동,

시각∙미술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중 꼭두각시 인형극인 ‘덜미’를 소재로

나만의 인형을 만들고 내가 만든 인형과 이야기로 인형극을 만들어보는 전통연희 교육 프

로그램

초2~4 15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1기 | 04.14-07.14 10:00-13:00

2기 | 07.21-10.27 10:00-13:00

1기 | 03.25-04.13

2기 | 07.01-07.20
070-7695-9770 2013playedu@daum.net

9 교육기획 언니네책방 책방 다녀오겠습니다 2 문학 문학, 표현예술 학교 밖 청소년이 작가가 되어 나만의 책을 독립출판하는 프로그램
중2~고3

(학교밖 청소년)
15 종로구 책방 이음

1기 | 04.13-07.13 11:00-14:00

2기 | 07.20-10.26 11:00-14:00

1기 | 03.20-04.08

2기 | 07.01-07.17
 010-5394-3691 unnines@naver.com

10 넘나들이 어린예술가들의 환경보호대작전 시각예술
연극, 놀이활동, 공예,

회화, 전시기획 등

일회용품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지구모습을

퍼포먼스 및 미술작품으로 창작하여 전시하는 체험 프로그램

1기 | 초5~6

2기 | 초4~5

3기 | 초3~4

16 영등포구 문래정보문화도서관

1기 | 04.15-06.18 10:00-13:00

2기 | 06.22-08.17 10:00-13:00

3기 | 08.03-10.12 10:00-13:00

※ 3기 1~3차시 14:00-17:00

1기 | 03.25-04.11

2기 | 06.03-06.20

3기 | 07.22-08.01

010-4789-5569 numnadri79@naver.com

11 마음 터 가족, 명화가 되다. 시각미술 시각미술, 음악악기 그림과 음악으로 가족을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가족간의 소통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초1~고3

(가족)
20 도봉구 창동청소년수련관

1기 | 04.13-07.13 10:00-13:00

2기 | 07.20-10.26 10:00-13:00

1기 | 03.25-04.13

2기 | 07.01-07.20
02-522-5403 mindplot@naver.com

12 문화미디어 줄 우리동네어린이 특파원 미디어아트
시각, 사진, 영상,

미술,미디어

현대 미술을 기반으로 하며 동네 탐방 후 도시의 모습과

버려지는 물건을 소재로 상상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
초3-6 20 서초구 보라매청소년수련관

1기 | 04.13-07.06 10:00-13:00

2기 | 07.27-10.26 10:00-13:00

1기 | 03.25-04.13

2기 | 06.27-07.27
010-9171-0565 yjk76@hanmail.net

13
문화예술교육연구소

플레이(PLAY)
꿈다락 창작마을 미디어

미디어창작, 직업체험,

놀이연극, 사진, 미술, 공예
미디어 교육을 통해 어린이에게 창의적인 상상력과 표현력을 키워주는 프로그램 초2~6 15 강서구 수명산작은도서관 문화강좌실

1기 | 04.13-06.01 10:00-13:00

2기 | 06.15-08.03 10:00-13:00

3기 | 08.17-10.12 10:00-13:00

1기 | 03.27-04.10

2기 | 05.29-06.12

3기 | 07.31-08.14

02-2666-0037 play-2017@naver.com

14 서울특별시립 성북청소년수련관 홀로그램으로 만든 내 손안에 히어로연극 영상ㆍ미디어
연극ㆍ뮤지컬,

영상ㆍ미디어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히어로의 이야기를 홀로그램 연극(영상)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 중1~2 15 성북구 서울특별시립 성북청소년수련관

1기 | 04.13-07.13 14:00-17:00

2기 | 07.27-10.26 14:00-17:00

1기 | 03.25-04.13

2기 | 07.01-07.27
02-3292-1318 sbyouth1319@naver.com

15
성북문화예술교육가협동조합

마을온예술
웹툰, 영화가 되다 만화 만화, 영화 문학을 기반으로 웹툰을 창작하고 영화로 만들어보는 프로그램 중1~고3 20 성북구 성북정보도서관

1기 | 04.13-07.20 10:00-13:00

2기 | 07.27-10.26 10:00-13:00

1기 | 03.18-04.12

2기 | 07.01-07.26
02-962-1081 light19k@naver.com

16 아츠컴퍼니 무아 우리 가족 레디액션 영화 영화, 연극
가족과 함께 연극적 요소로 서로간의 이야기를 나누고, 영화 장르를 이용하여

"가족드라마"를 촬영하는 통합예술프로그램

초등4~6

(가족)
15 성동구 성수2가제1동 주민센터

1기 | 04.13-07.13 09:00-12:00

2기 | 07.20-10.26 09:00-12:00

1기 | 03.25-04.10

2기 | 07.01-07.17

010-2602-5517

010-9029-9171
sua7225@naver.com

17 아트 컴퍼니 노닐다 마음 담벼락 허물기 연극 연극
장애가 있는 청소년이 연극 놀이 및 공연 만들기의 전 과정을 통해 스스로

성취감을 얻고 자존감을 향상하며 즐겁고 신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1~고3 25 강북구 강북 문화 정보 도서관 4층 시청각실 1기 | 04.13-10.26 10:00-13:00 1기 | 03.18-04.10 02-332-7538 blue4023@hanmail.net

18 아트올 기묘한 예술창작소 현대미술
공예,시각∙미술,

영상∙미디어,악기∙음악
다양한 장르의 학문과 예술활동이 연계, 융합되어 창의적 사고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 초3~6 20 송파구 송파마을예술창작소 다락

1기 | 04.13-06.01 17:00-20:00

2기 | 06.08-07.27 17:00-20:00

3기 | 09.07-11.02 17:00-20:00

1기 | 04.02-04.10

2기 | 05.22-06.04

3기 | 08.12-08.28

 010-3063-0572 jhson1994@gmail.com

19 아트컴퍼니나우 The eyes-또 다른 시선 연극 연극, 놀이
‘관점 다르게 보기’ 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과정중심의 다양한 연극놀이 활동을 통해

창작극을 만드는 과정을 경험하는 프로그램
중1~고3 15 강북구 강북청소년문화도서관 시청각실 1기 | 04.14-10.26 09:30-12:30 1기 | 03.26-04.11

02-944-3141

070-8635-4898

010-7414-5027

nowcompany@hanmail.net

20 예술하는 아이다 경계없는 연극놀이 지금 여기 다르게 연극
연극∙뮤지컬, 놀이활동,

문학, 움직임, 그림
천천히 배우는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그림책 연계 연극놀이프로그램 초4~6 15 서대문구

서대문구사회적경제마을센터

명랑캠페인 세미나실 2층

1기 l 04.14.-07.14. 14:00-17:00

2기 l 07.28.-10.27. 14:00-17:00

1기 | 03.25-04.13

2기 | 07.07-08.03
010-6549-3655 yeesunhee@naver.com

교육일시
접수처

프로그램명 교육장르 모집기간교육내용 교육 대상
기수별

인원
자치구 교육장소대표장르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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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lto:rpdms21@sbculture.or.kr
mailto:nini@ksponco.or.kr02-2180-3578
mailto:nini@ksponco.or.kr02-2180-3578
mailto:oocine@naver.com
mailto:musicalsuda@daum.net
mailto:2013playedu@daum.net
mailto:unnines@naver.com
mailto:numnadri79@naver.com
mailto:mindplot@naver.com
mailto:yjk76@hanmail.net
mailto:play-2017@naver.com
mailto:sbyouth1319@naver.com
mailto:light19k@naver.com
mailto:sua7225@naver.com
mailto:blue4023@hanmail.net
mailto:jhson1994@gmail.com
mailto:nowcompany@hanmail.net
mailto:yeesunhee@naver.com


연락처 이메일
교육일시

접수처
프로그램명 교육장르 모집기간교육내용 교육 대상

기수별

인원
자치구 교육장소대표장르단체명

21 움직임창작소 See 움직이는 버선발 무용

무용, 놀이활동,악기∙음악,

전통예술, 문학,

시각∙미술

 문화로서의 한국춤을 이해하고 몸으로 경험한다. 미술, 문학 등을 통해

우리춤의 특징과 복식, 장단 등을 살펴보고 움직여보는 프로그램
초4~6 15 동작구 본동종합사회복지관 강당

1기 | 04.13-07.20 10:00-13:00

2기 | 08.03-10.27 10:00-13:00

1기 | 03.25-04.13

2기 | 07.10-08.3

 010-3351-5653

010-2736-0848
choisee5653@hanmail.net

22 조우 THE PRESENT; 가족에게 지금을 선물하다 시각예술 시각예술, 움직임, 소리 가족에게 선물 같은 시간을 만들어 주는 시각예술×움직임×소리 융합교육 프로그램
초4~중3

(가족)
15 도봉구 도봉문화재단 지하 1층 <마루>

1기 | 04.13-05.26 10:00-13:00

2기 | 06.08-07.21 10:00-13:00

3기 | 08.31-10.20 10:00-13:00

1기 | 03.18-04.04

2기 | 03.18-05.30

3기 | 03.18-08.22

sjkim@jo-oo.com

(유선 문의 불가)

http://bit.ly/2TViyFT

(신청 링크)

23 ㈜ 물나무에듀 안녕하세요?꿈나무에요! 사진
사진,전시,아카이빙,

지역연계,영상.미디어
지역 골목길 상점 취재와 골목길 사진전을 진행하며, 이웃을 알고 소통하는 프로그램 초4~6 16 은평구 녹번종합사회복지관

1기 | 04.13-07.13 10:00-13:00

2기 | 08.03-10.27 10:00-13:00

1기 | 03.18-04.12

2기 | 07.01-08.02
02-747-2428 edumulnamoo@naver.com

24 ㈜ 포토브릿지 눈과 손으로 만드는 나의 꿈동산. 사진+도예
사진,시각미술,도예,

놀이활동

사진과 도예의 융합수업으로 발달 장애 청소년의 눈(사진)과 손(도예)으로 생각과 시선을

시각과 촉각의 경험을 창의적으로 풀어보는 프로그램
발달장애청소년 10 서대문구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 신관

1기 | 04.13-07.06 14:00-17:00

2기 | 07.27-10.26 14:00-17:00

1기 | 03.18-03.30

2기 | 06.24-07.13
010-9022-5720 alamdeda66@gmail.com

25 청소년문화연대 킥킥
<도전!! 나도 청소년소설 크리에이터>

“설레는 토요일, 소설이랑 썸타며 놀아볼래?”
문학

문학,영화,만화,

연극,미디어

 “문학은 재미없고 지루하다고?" 요즘’ 십대들이 ‘최신’ 청소년소설들을 갖고

특별한 체험을 하며 ‘멋대로, 맛대로, 맘대로’ 즐기도록 하는 프로그램
중1~3 20 용산구 용산청소년문화의집

1기 | 04.13.-07.21 14:00-17:00

2기 | 08.10.-10.27 14:00-17:00

1기 | 03 20-04.11

2기 | 06.20-08.07
010-2279-0766 kcickkick99@naver.com

26 하트(HEART) 어린이의 시간 문학
놀이활동, 문학,

시각∙미술, 그림책
다양한 예술 놀이 과정으로 그림책을 다채롭게 경험하는 프로그램 초1~2 15 서초구 서초구립 내곡도서관

1기 | 04.20-06.22 10:30-12:30

2기 | 08.10-10.19 10:30-12:30

1기 | 04.01-04.19

2기 | 07.21-08.09
010-4563-3780 studiotime0101@gmail.com

27 함께 웃는 마을공동체 즐거운 가 영상의 온도 영상·미디어 영상·미디어 청소년의 시각으로 바라본 세상을 따뜻한 인문학적 감수성으로 영상에 녹여내는 프로그램 중1~중3 15 송파구
함께웃는 마을공동체 즐거운가

다목적홀

1기 | 04.06-07.14 16:00-18:00

2기 | 07.20-10.27 16:00-18:00

1기 | 03.14-04.01

2기 | 07.01-07.16
070-4192-1318 jolly1319@daum.net

28 힐링트리 통합예술치유연구소
1기 | 움찬

2기 | 두 빛나래
연극, 뮤지컬

놀이활용, 무용, 미술,

공예, 민요, 연극, 뮤지컬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자아상을 갖도록 돕는 프로그램

1기 | 초2~6

2기 | 중1~2(가족)
15 성북구

동소문 행복한 홈스쿨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 센터 강의실)

1기 | 04.13-07.20 10:00-12:40

2기 | 07.27-10.26 10:00-12:40

1기 | 03.11-04.12

2기 | 06.03-07.26
010-6213-2869 healingtree2017@naver.com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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