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내 용

모집대상 
⋅지역의 문화다양성과 연극활동에 관심있는 이주민과 선주민 누구나 
  (이주민: 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난민 등)
⋅성동구 관내 거주자 우선, 선착순

모집인원 ⋅20명 내외
신청기간 ⋅2016. 4. 25. ~ 5. 8.(2주)

신청방법

⋅전화 070-7425-7971 또는 이메일(asianfriends@daum.net) 문의 후
  신청서 작성
  * 문의) 아시안프렌즈 한다은 간사(010-8898-3763)  
          또는 이남숙 이사장(010-3221-4917)

프로그램 개요 

[연기 워크숍] 
⋅일시 : 5월~10월 (매월 2회, 회당 2시간, 운영시간은 추후 협의 후 확정)
⋅장소 : 추후 공지
⋅내용 : 이주⋅선주민 교류, 구민 삶의 공유, 연극의 발견, 연극 만들기, 공연
⋅강사 : 교육 연극 전문가 및 연기자
[연극공연] 10월 중

참가자 특전 성동문화재단 이사장 명의 수료증 발급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수행기관 성동문화재단
프로그램운영기관 (사)아시안프렌즈

2016 성동문화재단 문화다양성 사업 <콜라주 성동 프로젝트>

성동 ‘다정극단’ 제1기 모집
  

 ‘다’문화 이주여성들의 ‘친’정 같은 극단에서 연극단원을 모집합니다.

* 성동 ‘다정극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16년도 무지개다리 
사업」의 지역수행기관인 성동문화재단의 ‘콜라주(Collage) 성동 프로젝트’ 실천 워크숍 프로그램입니다.

* 지역의 소수문화를 발굴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문화적 교류와 연대의 장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본 프
로그램은 (사)아시안프렌즈의 협력으로 운영됩니다.

성동 ‘다정극단’은 2015년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모여 자신들의 이
야기를 담은 <성동마을에 사랑 걸렸네!> 연극작품을 통해 선주민과 이주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더욱 확장하고자 성동 ‘다정극단’ 제1기 단원을 아래와 같
이 모집합니다. 

성동지역에 뿌리를 내린 구민(이주⋅선주민)으로 살아오며 겹겹이 쌓인 내면의 이야기들을 
언어와 몸짓으로 표현하는 연극활동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프로그램 개요

| 세부일정(안) 

회 기 주 제 내 용

1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안내 및 참가자 소개하기
⋅연극 이해하기

2 정체성 찾기 1
⋅성동구 문화다양성 환경과 삶에 대한 공유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 의미를 되살려 보면서 
  문화적 차이와 서로에 대한 이해 

3 정체성 찾기 2
⋅가족간 갈등과 해결방안 찾기
⋅지역에서의 에피소드 수집하기, 어려운 점, 행복한 점, 
  공통점과 차이점 이해하기

4 갈등해결 1 ⋅지금까지의 내용을 소리, 몸짓,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것과 나와의 거리 좁히기 

5 갈등 해결 2 ⋅국가를 대표하는 다양한 놀이와 갈등해소 내용을 
  연결시켜 장면 꾸미기

6 공연 장면설정 ⋅장면으로 구성하기, 대본작업, 캐스팅

7 대본리딩 ⋅역할 정하기 및 대본 익히기

8 대본리딩 ⋅대본리딩, 발성연습, 동선연습 

9 리허설 ⋅장면 리허설, 무대, 음향, 의상 정하기

10 리허설
⋅리허설 준비
⋅관객참여 유도 세팅
⋅리플렛, 포스터 제작 및 홍보 

11 공연 ⋅관객이 참여하는 시민연극 공연



성동 다정극단 제1기 
참 가 신 청 서

이   름
한글

생년월일
영문

국 적
성 
별

남,   여
혼 
인

기혼, 미혼

체류기간   체류자격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한국어 
수준

상  중  하

직   업 취  미

특   기

이 메 일 연락처
집

휴대폰

주   소

본인 및 가족 
소개

(간략하게)

소속 모임 소개
(있을 경우만)

〇모임 이름:
〇모임에서 본인의 직책:
〇모임 소개:   

추천인  
신청경로

비 고  ※ 특별히 배우고 싶은 분야 등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