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를 위한 부부참여 복화술 공연
안산시민과 함께 열어가는 “건강한 가정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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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우리나라 출산률이 OECD국가 중 최하위이고 세계 꼴지 수준으로 인구 감소 뿐만 아니라
노년가구, 1인 가구, 딩크 족, 비혼 족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저 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저 출산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애쓰는 맞벌이 부부들이 팍팍하고 고달픈 현실에
출산을 기피하고 있기에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시대에 이르게 되었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중심으로 사는 부부들에겐 자녀 출산은 장애물이며 고달픈 짐으로 인식되어져 있기에 2세에 대한 거부감
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우리 시 부부들에게 삶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고 부부
상호간의 삶을 더 많이 이해하고 사랑하며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해 주어 사랑의 결실인 2세를 얻는
행복감과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한
부부 소통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사랑이 넘치는 가족, 자녀들과의 행복한 동행을 꿈 꾸는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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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행복한 육아, 2세를 통해 제2의 인생을 행복 해
하는 남편과 아내, 관객참여, 행복한 가정의 꿈,
나의 인생스토리
 등장인물(캐릭터)
주부 대표 깡여사님
귀여운 아들 메롱이
남편 대표 투명인간
즉석 관객 참여 캐릭터 –마스크

복화술사가 전하는

유쾌 상쾌 통쾌한 공연

2019년 최고의

힐링 공연!!!

시놉시스
‘복화술사 안재우의 MAMA Show’ 의 주인공들!!
대한민국 주부 대표 깡 여사의 고달픈 인생살이,
주부들의 최고 관심사 2세를 통한 행복한 육아, 자녀를 통해 위로 받고 행복해지게 되어 자신의
삶을 존중하게 되고 더욱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는 시원 시원한 토크와 사회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받치는 남편
들의 스트레스도 동시에 날려주는 속 시원한 토크펀치 한방!!!
그들이 육아를 통해 함께 울고 웃으며 펼쳐내는 버라이어티 가족이야기를 유쾌 상쾌 통쾌한 이야기!
복화술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합니다.

공연사진

대한민국 아줌마, 나도 한 때는 잘 나가던 별이었다.

공연사진

여보? 우리 오늘은 셋째 찾아 볼까요?
이제 내가 당신 더 많이 행복하게 해 줄게요!!!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