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동네 문제 해결단｣ 모집 공고
<소소한 동네 문제 해결단. 시즌2

청주 문화예술교육 기획단

>

-2022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 사업(청주)#우리 동네는 왜? #우리 동네 소소한 문제 #동네 문화커뮤니티 #청주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활동 프로젝트

<소소한 동네 문제 해결단(이하 소동단)>은 지역의 시민, 활동가, 예술인들 스스로 우리 동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문화커뮤니티 활동이 될 수 있는 주변의 자원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소소
하다고 생각되지만 해결되면 의미 있을 동네의 문제’를 파헤치고 대안을 생각해 보는 새로운 형태
의 문화예술활동 프로젝트입니다.
○ 모집기간: 2022. 9. 5.(월)~9. 12.(월) ※9월 16일 발표 예정
○ 활동기간: 2022. 9. 22.(목)~11. 30.(수)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차 워크숍: 2022. 9. 22.(목)
- 2차 워크숍: 2022. 10. 20.(목)
- 3차 워크숍: 2022. 11. 24.(목)
○ 대상자 : 청주시민 누구나(소동단 모임별 구성인원 최소 3인~최대 5인) ※신청 소모임 중 20팀 선정
1. 동네, 지역의 이야기를 조사하고 소개하고 싶은 사람들
2. 또래문화의 사람들과 문화커뮤니티 활동을 기획해 보고 싶은 사람들 예)청소년 기획단
3. 문화예술활동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하는 소모임 구성원들
4. 문화예술교육, 문화커뮤니티 활동을 기획해 보고 싶은 사람들
5.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
※ 활동 내용 : <우리 동네는 왜?>에 관해 이야기하고 답을 찾아보는 방법으로 진행
* 최소 5회 이상의 만남을 통해 주제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 해결해 볼 수 있는 대안 혹은 문화
예술의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신선한 기획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세요.

소모임 구성하기(신청하기)
1. <소·동·단>의 대주제는 ‘깨끗하고 평안한 동네 문화 만들기’입니다. ‘거주지 주변, 반려동물과 야생
동물, 소소한 불법, 문화 향유’를 중간 주제로 아래의 세부 주제를 생각하여 키워드를 선정해 주세요.
[동네 문제(중간 주제) 키워드]
① 거주지 주변
- 분리수거, 플로깅과 쓰레기 불법 투기
② 반려동물과 야생동물
- 캣맘과 반려동물 유기
③ 소소한 불법
- 없어지는 화분
- 흡연과 비흡연
- 주차(공간)와 불법 주차
④ 문화 향유
- 사람(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을 위한 놀이 공간과 경제적 가치의 공간 개발
- 도농지대 문화예술 소외
- 1인 가구

* 동네 문제(중간 주제)와 관련하여, 기타 참여자 제안 키워드도 제시 가능합니다.
2. 선택한 키워드에서 동네의 구체적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예) 소소한 불법–우리 동네 화분이 자꾸 없어진다. 어르신 왜 자꾸 가져가세요! 신고해도 처벌이 어렵고, 어
르신은 왜 화분을 가져가시는 걸까?

소모임 선정(활동하기)
3. 동네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계획을 세워주세요. (#사람 #공간 #활동 #역할 등)
예) 소소한 불법–우리 동네 화분이 자꾸 없어진다. 어르신 왜 자꾸 가져가세요!
- 동네에 가장 화분을 많이 키우는 사람은 누구?
- 화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어디? 화분을 되찾아본 사람도 있다면?
- 잃어버린 화분의 공통점!
- 삽목 워크샵, 화분 무료나눔, 마을의 공동 화단 만들기

아이디어 선정(실행하기)
4. 소모임에서 제안한 대안을 실행해보는 시간을 드립니다.
1~3의 활동을 완료한 소모임에 한하여, 제안한 대안의 별도 심의과정을 거쳐 7팀을 선정하여 실
행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는 소·동·단 활동>
소모임 구성하기

소모임 활동하기

일 정

- 신청서 제출: 9.5.~9.12.
- 소모임 선정: 9.13.~16.

- 소모임 활동: 9~10월
- 아이디어 선정: 10월

내 용

참여자 구성, 신청서 작성

내가 생활·활동하는 동네 탐색,
아이디어 제안

소모임 아이디어
실행하기
- 아이디어 실행: 10~11월
- 활동 공유: 11월 말
제안한 아이디어 실현

인 원

소모임 20팀

소모임 20팀

소모임 7팀

소모임
지원

-

회의비
(최대 5회 지원)

활동지원금
(아이디어 실행)

구성원

구분

지원
내용

테이블
리더
(1)

∘성실히 모임을 이끌고,
사람들의 의견에 경청하
고 조율하는 사람
∘회의록, 참석확인서를
잘 챙기는 사람

테이블
리더
(1)

70,000원*5회

기록자
(1)

∘기록을 꼼꼼하게 잘
하는 사람

기록자
(1)

70,000원*5회

참여자
(1~3)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주
변에 관심이 많은 사람

참여자
(1)

30,000원*5회

※
①
②
③

필수제출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초상권 동의서

비고

※ 필수제출
① 활동기록지, 사진
② 참석확인서
③ 아이디어 제안
※ 회의참여비는 개인별 일괄지
급되며, 상기 금액은 기타소
득공제액(8.8%)이 포함 금액
으로, 이는 제하고 입금됨

※ 소모임 활동을 완료하
고 아이디어를 제안한
소모임에 한하여, 별
도의 심의과정을 거쳐
7팀을 지원합니다.

※ 필수제출
① 활동기록지, 사진
② 참석확인서
③ 아이디어 실행결과

○ 신청 및 접수 방식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동부창고 홈페이지
- 신청서 제출처: 이메일 dbchangko@naver.com / 이메일 제목 : [22 소동단 지원_소모임명]
○ 문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시민예술팀 043-715-6865/8 (월~금 10:00~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