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 예술인들과 함께 하는 위대한 모험의 시간,

움직임과 상상력으로 맛보는 자유와 우정과 기쁨,

명예와 자부심으로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축제!

2012 우둥불 공연예술놀이터에서 흠뻑 만납시다!!

   

   

  
      ● 주  최 :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 나무닭움직임연구소

     ● 일   시 : 2012. 1. 9(월) ~ 13(금) 오전 9:30~오후4:30 

     ● 장   소 : 성공회대학교 

     ● 신청자격 : 공연예술을 체험하고자 하는 11세 이상의 청소년 누구나.

      ● 참가비 : 3만원(점심, 간식 제공)

      ● 신청방법 : 나무닭움직임연구소(www.namoodak.wordpress.com)나 동아시아

연구소(www.ieas21.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

일 namoodak@yahoo.co.kr로 보냅니다.   

    ● 접수 마감 : 2012. 1. 4. (참가인원이 넘칠 경우, 앞당겨 마감할 수 있습니다.)

    ☎ 참가문의 : 010-4251-1952 / www.namoodak.wordpress.co



2012 우둥불 공연예술놀이터 주요내용

놀이터 이름 지기 참가 대상

저글링으로 돌리는 세상

(포이/디아블로)
홍창종 (배우/광대세상) 11세이상 10명

장다리로 만나는 세상 장소익(연출가/나무닭움직임연구소) 11세 이상 10명

일주일 밴드 허 훈 (작곡가 / A moon )

13세 이상 10명

*1가지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

인형극 ‘황소 아저씨’
(인형극 만들기와 발표)

임은혜 (극작가/ 나무닭움직임연구소) 11세 이상 10명

영상으로 만드는

‘행복한 땅’
(영상 촬영, 편집, 영상물 제작)

전철원 (영상미디어 PD/미디어마을)
13세 이상 10명

*캠코더 촬영이 가능한 사람

대동놀이 이찬영(전통연희자/풍물패 ‘더늠’)
다함께

(학부모, 지역 주민 참여)

우둥불 공연예술놀이터는 구로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으로

2007년도에 시작하여 5년째 지속되고 있는 지역문화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둥불 공연예술놀이터에서는 틀에 박힌 일상에서 벗어나 장다리놀이, 탈놀이, 춤, 저글

링, 인형극, 밴드 등의 공연 기술을 5일간 집중적으로 익히면서 몸과 마음을 열고 상상

력을 키우고 배움을 나누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이번 공연예술놀이터의 주제는 “행복한 땅”입니다. 5일간 배우고 익힌 공연기술과 생태,

평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엮어 마지막 날에는 새날 맞이 퍼레이드와 발표회를

엽니다.

☞ 2012 우둥불 공연예술놀이터 프로그램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1개의 놀이터를 신청합니다. 대동놀이는 다함께 합니다.)

● 참가신청서 접수는 12월 20일부터 1월 4일 저녁 8시까지입니다. ● 

_ 각 놀이터의 자세한 내용은 나무닭움직임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_ 참가자는 신청서와 선착순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개별 통지합니다.

_ 참가자 확정 연락을 받은 후, 회비 3만원을 입금하시면 등록 완료됩니다.

* 입금할 곳 : 우체국 700351-02-101676 (예금주: 임은혜)

☎ 문의 : 010-4251-1952, 011-330-2713 / www.namoodak.wordpres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