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기획워크숍 Free Play Fun 행사개요

□ ‘꿈다락 기획전시’ 운영개요

ㅇ 일    시 : 2018. 12. 12(수) ~ 12.17(월) 매일 11:00-18:00

ㅇ 장    소 : 인사동 아라아트센터 1F

ㅇ 관람대상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단체 관계자, 예술가, 일반인 등

ㅇ 전시내용 : 예술교육가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야기 아카이빙展

“Multi-Logue : 예술의 교육에서 교육의 예술로

– 한 사람의 예술교육가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문화예술교육의 세월 속에서 매개자로 활동해 온 예술가-교육자들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왔고, 나름의 해석과 경험을 토대로 한계를 극복해왔다. 이번 전시는 개인의

이야기에 주목하여, 문화예술교육에 뛰어든 용감한 사람들이 예술교육가로 변모하는

순간에 얼마나 각자의 존재가 흔들렸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마련되었다.

18명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가로서 우리가 장착해야 할 태도와 지향해야

할 방향을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한다.

□ ‘꿈다락 이야기방’ 운영개요

ㅇ 일    시 : 2018. 12. 12(수), 12. 14(금) 14:00-17:00

ㅇ 장    소 : 인사동 아라아트센터 4F

ㅇ 참여대상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단체 관계자, 예술가, 문화예술교육사 등

ㅇ 참여인원 : 총 200명 내외

ㅇ 운영내용 : 전시와 연계된 3-4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발제 및 패널토론 운영

“한 사람의 예술가가 만드는 문화예술교육 곳곳의 이야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무수히 많은 예술교육가, 기획자, 행정가, 참여자가 어우러져

만들어 나가는 ‘비밀스런 꿈의 아지트’입니다. 아지트를 짓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다양

한 사람들의 모험담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 ‘꿈다락 이야기방’ 세부내용

구분 주요내용

1일차
12.12(수)

14:00-17:00
/

약 100명

ㅇ 꿈다락과 문화예술교육, 예술교육가들의 고민과 성찰

[이야기방 1] 나는 예술가 그리고 예술교육가! 두 역할 이야기
“프로그램 할 때, 예술가인 저의 욕구는 내려놓지만...”

 예술가는 참여자들과의 작업을 통해 어떤 영감을 얻는가? 그 두 역할은 어디에서 

만나는가? 그 경계와 교차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발제자] 신형만(문화예술기획단 쌈 / 전남센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노경애(안무가 / 국공립기관 연계 프로그램)

[이야기방 2] 현장에서의 우연과 즉흥성, 그리고 창조적인 교육계획
“처음에는 남들과 비슷하게 수업안을 짜서 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요.”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나는 예술적 충동과 창작에 관한 이야기, 교육을 계획할 때 우리

가 예측하는 것들에 대한 현장 이야기입니다.

[발제자] 김현묵(모나드 / 충북센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소수정(작곡가 / 꼬마작곡가 프로그램)

2일차 
12.14(금)

14:00-17:00
/

약 100명

ㅇ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으로 살아남기

[이야기방 3] 지역과 문화예술교육의 이슈 그리고 상생

“우리 지역에서 요즘 핫한 이슈는요.”

 지역의 독특하고 다양한 이슈와 고민들이 모여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지형을 만들

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과 기관에서의 지원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그 길을 모

색해보는 이야기판입니다.

[발제자]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담당자 3인 내외

[이야기방 4] 고향으로 돌아간 예술가, 예술로 꽃피우는 지역 이야기

“나고 자란 곳으로 돌아가서 작업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와 보니..”

 대도시와 해외 타지에 있던 예술가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작업의 연장선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거친 강물을 거슬러 돌아간 예술가들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 이야기

입니다.

[발제자] 이수영(시각작각 / 청소년x예술가 프로그램)

        김가빈(시각작각 / 충남센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고봄이(찾아가는 연희극단 너영나영 / 경기센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이야기방 5] 우리집 애들, 예술하고 노는 이야기

“노는 힘이 중요한지 몰랐어요. 예체능교육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구요.”

 꿈다락에 애들 보낸 이야기, 그러다가 꿈다락에 참여하는 엄마와 아빠 이야기, 평

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재미난 수다방입니다.

[이야기꾼] 학부모 4인 내외



붙임2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기획워크숍 Free Play Fun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