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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mdarak Saturday Cultural Schools is an out-of-school arts & culture 

education program hosted by the Gyeonggi Province, and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It offers arts & culture education programs for children 

and youths every Saturday to establish a culture of leisure in which they  

can develop artistic and cultural knowledge and communicate with peers 

and family members.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후원하는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주 5일 수업제를 맞이하여 매주 토요일  

아동·청소년이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하고 또래·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여가문화를  

조성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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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Note

 

Sun Young Kim

Nam June Paik Art Center

기획의 글

 

김선영

백남준아트센터 

Nam June Paik Art Center has held a creative media workshop, Saturday 

Cultural Schools, for elementary/middle/high school students as well 

as families since 2012 with the introduction of a five-day school week. 

The 2015 NJP Kumdarak Saturday Cultural Schools are composed 

of five educational programs that allow participants to experience a 

variety of genres such as performance, media art and sound art and to 

broaden their perceptions of art, while focusing on experimental arts 

by contemporary artists as well as the art world of Nam June Paik, who 

showed a combination of arts, crossing the genres. Individual programs 

that varied from four to six weeks offered opportunities of active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participants and mediators.  

The performance workshops 〈Performance (Body and Expression)〉 

and 〈Duet as Possible〉 are aimed at teens and families respectively. In 

〈Performance (Body and Expression)〉, participants were able to extend 

the movements of the body, and experience and share creative activities 

using the language of body. In 〈Duet as Possible〉, a program organized 

to celebrate the month of the family, May, a parent and a kid who teamed 

up came to better understand each other’s body and observed the 

movements coming from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people. 〈Be 

a NJP Docent!〉 scheduled for the summer vacation is meant to provide 

teens with an opportunity to become a docent, write a script in their own 

language and communicate with the audience through the work. 〈Media 

Sculpture〉 that targets students in the high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led them to create fun video installation works utilizing an array  

of media including image, sound and text and to learn about ‘intermedia’. 

At the end of the program, the works of the students were exhibited in 

백남준아트센터에서는 주 5일 수업제가 시작된 지난 2012년부터 초·중·고등학생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창작 워크숍인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NJP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장르를 넘나들며 예술의 융합을 보여준 백남준의 예술 세계 및 현대 작가들의 

실험적인 예술을 중심으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 미디어 아트, 사운드 아트 등 다양한 예술의  

장르를 경험하고, 예술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총 5개의 교육 프로 

그램으로 기획되었다. 개별 프로그램은 짧게는 4주, 길게는 6주로 운영되어 참여자와 매개자가 

함께 하는 시간들을 통해 더 깊은 교류와 소통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퍼포먼스(몸과 표현)〉과 〈가능한 듀엣〉은 퍼포먼스 워크숍으로, 각각 청소년과 가족 대상으로 

운영되었다. 〈퍼포먼스(몸과 표현)〉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고 원초적 표현  

수단인 몸의 움직임을 확장시키고 몸의 언어를 이용한 창작 활동을 경험하고 공유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가족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가능한 듀엣〉은 부모와  

자녀가 한 조를 이루어 서로의 신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둘의 차이를 통해 발생하는 움직임에 

주목해보는 시간이었다. 여름방학 동안 운영된 〈도전! NJP 도슨트〉는 청소년들이 직접  

도슨트가 되어 자신만의 언어로 스크립트를 작성해보고 작품을 통해 관람객과 소통해보는  

프로그램이었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과 함께 한 〈미디어 조각〉은 이미지, 사운드, 텍스트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재치 있는 영상 설치 작품을 만들어보며 ‘인터미디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이었으며, 학생들의 결과물은 교육 종료 후 아트센터 로비에서 전시되었다.  

한편 〈사운드×아트〉는 청소년들에게 사운드 아트를 소개하고 소리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는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운영되었다. 

총 5개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이 녹아있는 예술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교류와 소통을 경험하였다. 참여 후기에서 참가자들은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에  

큰 즐거움을 느꼈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함께 교감하고,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는 기쁨이  

컸다는 의견을 주었다. 또 수업을 통해 우리의 일상, 일상 속 자그마한 것 또한 의미있는 작품, 

기획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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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bby of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Sound×Art〉 offered  

a diverse curriculum to introduce participants to sound art and to  

help them expand their perception of sound. 

These five programs gave participants the opportunities of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 with others through arts activities in which their 

thoughts and experiences are melted. Upon completion of the program, 

participants said they enjoyed expressing their ideas freely and working 

on what they wanted to do and were happy to meet new friends, 

interact with family and share experiences with others. There was also 

an opinion that they realized our daily life and a little thing inside it could 

be meaningful works of art as well as art. This is the point from which the 

education programs of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start. The objectives 

of the NJP Saturday Cultural Schools are to help participants to know art 

is not far from our day-to-day life and to expand their thoughts through 

an experience of breaking the boundaries between art and our daily life 

and to become an ‘artist of life’ who can make his or her own life beautiful 

and a lot richer. These are also the educational directions of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The 2015 NJP Kumdarak Saturday Cultural Schools could be completed 

successfully by the efforts of participants, instructors and mediators.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the art instructors, artists and  

staff in the curatorial department for their dedication to the NJP 

Kumdarak Saturday Cultural Schools for a whole year and to all the 

participants who shared their invaluable experiences and gave us the 

insights and suggestions.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백남준아트센터의 교육 프로 

그램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NJP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예술이 우리의 일상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일깨우고, 일상과 경계가 허물어지는 경험을 통해 확장된 사고를  

가지고 저마다의 인생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드는 ‘인생의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계기를  

심어주는 기회가 되었고, 이것이 바로 백남준아트센터 교육 운영의 방향성임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2015년 NJP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참여자와 강사, 매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었다. 한 해 동안 NJP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위해 애써주신 예술강사들과 작가들, 

학예실 직원들, 소중한 경험들을 함께 공유하고 더 많은 생각거리를 안겨준 참여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기획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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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Overview 프로그램 개요

1강 퍼포먼스(몸과 표현)

기간 2015.3.21. ~ 4.18. (5주)

시간 10:00 - 13:00

대상 중·고등학생(14-19세)

 원초적 표현수단인 몸을 이용한 표현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감각을 확장하기

2강  가능한 듀엣 

기간 2015.4.25. ~ 5.16. (4주)

시간 10:00 - 13:00

대상 초등학생 가족 (팀: 어린이 1인 + 성인 1인으로 구성)

 부모와 자녀가 한 팀을 이루어 함께 움직이며 서로의 신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두 사람의 차이를 통해 발생하는 움직임에 주목하기

3강  도전! NJP 도슨트

기간 2015.7.11. ~ 8.8. (5주)

시간 10:00 - 13:00

대상 고등학생(17-19세)

 청소년의 감성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언어로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작품을 통해 관람객과 함께 소통하기

4강 미디어 조각

기간 2015.8.29. ~ 9.19. (4주)

시간 10:00 - 13:00

대상 초등학교 고학년(11-13세)

 이미지, 사운드, 텍스트 등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하여  

 재치 있는 ‘인터미디어’ 작품 만들기

5강 사운드×아트

기간 2015.10.31. ~ 12.5. (6주)

시간  10:00 - 13:00

대상  중·고등학생(14-19세)

 소리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여러 재료를 이용해  

 소리를 만들고 조작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Lesson 1 Performance (Body and Expression)

 March 21 ~ April 18, 2015 (5 weeks)

 It is aimed to extend the senses of teens  

 through expression activities using the body,  

 which is a basic means of expression. 

Lesson 2 Duet as Possible 

April 25 ~ May 16, 2015 (4 weeks)

A duet consisting of a parent and a kid is led to understand  

each other’s body and to focus on the movements generated  

from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while moving together. 

Lesson 3 Be a NJP Docent!

July 11 ~ August 8, 2015 (5 weeks)

Teens understand the works based on their own feelings,  

write scripts in their own language and communicate with  

the audience through the works. 

Lesson 4 Media Sculpture

August 29 ~ September 19, 2015 (4 weeks)

It is intended to create interesting ‘intermedia’  

works using a range of media including images,  

sounds and texts. 

Lesson 5 Sound×Art

October 31 ~ December 5, 2015 (6 weeks)

Participants produce and create sounds with multiple materials  

based on their understanding of diverse characteristics of sound,  

and express their ideas using sound. 

프로그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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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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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program of the 2015 Saturday Cultural Schools at  

Nam June Paik Art Center is a performance workshop led by  

artist Seung Won Park, who participates in the special exhibition  

2015 Random Access. 〈Performance (Body and Expression)〉 is  

a program aimed to extend teens’ senses using their body that is  

a basic means of expression.

Period March 21 ~ April 18, 2015, Every Saturday, 10:00 - 13:00

Venue Seminar Room and Exhibition Space at Nam June Paik Art Center

Participants 20 Middle & High School Students (14 - 19 years old)

Instructors Seung Won Park, Cho Hee Kyung, Minsun Park,  

 Hee Jeong Park, Choonyoung Lee

Session Stage Contents

Session 1

Mar.21

Orientation Arouse feelings, observe objects and works  

as well as express them from a new perspective

Session 2 

Mar.28

Performance 

Workshop I

Awaken the unusual senses of the body 

Session 3 

Apr.4

Performance 

Workshop II

Presentation of one’s own expressions  

and grouping

Session 4 

Apr.11

Conception Individual or collaborative work by groups

Session 5 

Apr.18

Presentation Presentation of the works

1강
퍼포먼스 
몸과 표현

Lesson 1
Performance 
Body and Expression

백남준아트센터의 2015년 첫 번째 토요문화학교는 기획전 

《2015 랜덤 액세스》 참여 작가인 박승원과 함께하는 퍼포먼스  

워크숍으로 진행되었다. 청소년들과 원초적 표현수단인 몸을 활용하여  

감각을 확장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진행기간 2015.3.21. ~ 2015.4.18, 매주 토요일, 10:00 - 13:00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세미나실 및 전시장

대상  중·고등학생(14 - 19세) 20명

강사  박승원, 조희경, 박민선, 박희정, 이춘영

회차 단계 내용

1차   

3.21

오리엔테이션 감성을 깨우고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  

작품을 관찰하고 표현하기

2차  

3.28

퍼포먼스 워크숍 I 일상적이지 않은 몸의 감각 깨우기

3차  

4.4

퍼포먼스 워크숍 II 자신이 하고 싶은 표현에 관한 이야기를 발표하고 조편성

4차  

4.11

작업 구상 각 조별로 개인 혹은 단체작업 진행

5차  

4.18

작업발표 결과물 발표회

1강 퍼포먼스(몸과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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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수업 : 오리엔테이션(3.21)

감성을 깨우고 몸의 언어를 이용한 자유로운 표현에 익숙해진다.

단계 세부내용

도입 전시 감상 및 퍼포먼스에 대해 알아보기

몸풀기 속도와 방향을 달리하여 걷고 뛰며 몸을 풀어보기

조별 활동 조별 퍼포먼스

마무리 공유 및 정리

✚ 도입  

박승원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2015 랜덤 액세스》전시를 감상하며  

퍼포먼스에 대해 알아본다.

✚ 몸풀기

조별 활동에 앞서 눈을 감고 걸어보거나  

속도와 방향을 달리하여  

걷고 뛰며 굳어 있는 몸을 풀어본다.

✚ 마무리 

다양한 퍼포먼스 영상을 살펴보고  

감상을 공유하며 수업을 마무리한다.

✚ 조별 활동 

조별 퍼포먼스를 구상하고 그 내용을 공유한다.  

몸의 언어를 이용한 자유로운 표현에 익숙해진다.

▶ 그림자로 만든 ‟L.O.V.E”

1강 퍼포먼스(몸과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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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수업 : 퍼포먼스 워크숍I (3.28)

몸의 감각을 깨우고 공간을 활용하여 몸의 언어로 표현한다. 

단계 세부내용

몸풀기 스트레칭 및 공간 탐색 연습하기

공간 탐색 공간 탐색하며 감각 깨우기

단체 활동 인간 조각상이 되어 공간 채우기

조별 활동 조별 퍼포먼스

마무리 공유 및 정리

✚ 몸풀기 

몸풀기를 통해 굳어 있는 몸과 마음을 풀어주고 2인 1조로 공간을 탐색해본다.  

한 사람은 눈을 감고, 다른 사람은 눈을 감은 파트너의 손을 이끌며 실내 공간  

이곳 저곳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공간 탐색 

야외로 이동하여 몸풀기에서 연습한대로 공간을 탐색한다. 한 사람은 눈을 감고, 파트너가  

이끄는 장소들을 탐색하며, 몸의 다양한 감각을 깨워본다. 눈을 감고 걸어보며 발길이 닿는 공간마다  

몸과 마음의 변화에 주목하고 감각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1강 퍼포먼스(몸과 표현)

✚ 단체 활동  

인간 조각이 되어 공간을 꾸며본다.  

한 명씩 인간 조각상을 덧붙여가며  

전체가 하나의 작품이 되어가는  

작업을 수행한다.

✚ 조별 활동  

주제를 정하고 공간을 활용하여 

퍼포먼스를 만들어 본다.  

퍼포먼스가 끝난 후 퍼포먼스의  

주제는 무엇이고 왜 그렇게 표현하였는지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나눈다. 

✚ 마무리 

다양한 퍼포먼스 레퍼런스를 살펴보고,  

소감을 공유하며 수업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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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수업 : 퍼포먼스 워크숍II (4.4)

몸의 감각을 깨우고 공간을 활용하여 몸의 언어로 표현한다.

단계 세부내용

몸풀기 감각 깨우기

조별 활동 조별 퍼포먼스

마무리 공유 및 정리

✚ 몸풀기 

4분 33초 동안 주변 환경과 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4분 33초 동안 나의 감정과 몸의 감각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친구들과 공유한다.

◌ 존 케이지 〈4분 33초〉 응용

✚ 조별 활동 

일상에서는 지나치기 쉬운 주변 환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공간을 정한다. 관객의 위치와 시선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공간의 특성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공연한다. 

✚ 마무리

조별 퍼포먼스를 관람하고 왜 그 장소를 선택했는지,  

퍼포먼스의 주제와 표현한 이유에 대해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나눈다.

1강 퍼포먼스(몸과 표현)

4차시 수업 : 조별 캐스팅 및 작업 구상(4.11)

조를 나누고 몸의 언어를 이용한 작업을 구상한다.

단계 세부내용

조 만들기 팀 구성하기

조별 활동 퍼포먼스 구상하기

✚ 조 만들기 

서로 관심있는 주제 및 하고 싶은 퍼포먼스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조를 정한다.

✚ 조별 활동

그간 수업을 통해 수행했던 다양한 표현 활동을 상기하며 조별로 주제 및  

공간 등을 선정하고 퍼포먼스를 기획·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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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시 수업 : 작업 발표(4.18)

몸의 언어를 이용한 조별 작업을 발표하고 공유한다.

단계 세부내용

준비 공연준비

조별 활동 공연 및 감상

마무리 공유 및 정리

교육재료 :  천, 아크릴물감, 먹물, 붓, 마대걸레, 물통, 분무기, 노란 리본,  

 옷핀, 비눗방울, 라텍스장갑, 작업복, 우비, 스피커 등

✚ 준비 및 조별활동 

조별로 공연을 하고 다른 조의 공연을 감상한다.  

참여 학생들은 대형 천에 움직임의 흔적을 남기는  

액션 페인팅 퍼포먼스와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 마무리

공연을 보고 느낀 점 혹은 수업 전반에 대한  

서로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1강 퍼포먼스(몸과 표현)

활동리뷰

〈퍼포먼스(몸과 표현)〉은 몸을 이용한 표현의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수업 초반에 학생들은 몸을 움직이는 것을 어색해했지만, 점차 주차가 지나면서 몸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 관심과 흥미를 발견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조별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한 이후에는 학생들간에 단합과 유대감이 생기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퍼포먼스를 하고 감상을 공유하는 비언어적·언어적 표현 활동을 통해 서로의 감각과 

느낌을 공유하면서 같은 자극에 대해 다른 감정을 느끼는 것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특히 감각을 깨우고 공간의 특성을 파악해 표현하는 활동들을 통해  

일상에서 지나치기 쉬운 주변의 작은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학생들은 그 동안 해보지 못했던 대형 천에 온 몸으로  

페인팅을 하거나,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는  

것에 큰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돌아갔다. 

Review of Activities

〈Performance (Body and Expression)〉 was meant to examine  

a range of possibilities of bodily expressions. At the beginning, 

students felt awkward moving their body but they gradually  

became interested in expressing with their own language of the  

body. After doing a performance with friends by groups, student 

got to feel a kind of fellowship and have close ties with one another. 

Further, they also realized one might have different feelings and 

thoughts in regard to the same stimulus, while holding a performance 

and sharing their senses, feelings and impressions through nonverbal 

and verbal expression activities. Students said they came to see little 

things that were easily overlooked around them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as well as to discover and feel something new in the 

process of awakening their senses, and understanding and expressing 

the characteristics of space. Students felt a sense of accomplishment 

as well as that of satisfaction through a wide range of activities 

including painting a large cloth using a whole body and presenting  

a performance that attracts the participation of the aud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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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어 토요일이 즐거웠나요?

‥ 언니들을 만날 수 있었다.

‥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 평소에 해보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었다.

‥ 상상력을 발휘하여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

‥ 집에만 있는게 아니라 밖에 나가 공기를 마시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좋았다.

‥ 몸을 이용해 표현하는 것,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었다.

‥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여러가지 체험, 퍼포먼스 작품할 때,  

 스트레스 없이 자연에서 힐링되는 느낌이었다 등

네 100%

설문 참가자 현황

여자

91%

남자 

9%

＼ 성별

＼  참여 경로
선생님 권유  

50%

기타  

8%

부모 권유 

42%

＼ 나이
14세 

18%

17세

18%

15세

18%

18세

28%

16세 

9%

19세

9%

프로그램 만족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토요일이 즐거웠다

함께 참여한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본인의 창의력, 상상력이 자라는 계기가 되었다

선생님과 충분한 대화가 가능하다

선생님의 수업내용이 이해하기 쉽다

수업공간이 불편, 위험하지 않다

수업자료 내용의 이해가 쉽다

다양한 활동이 있다

27%55%

55%

55%

55%

64%

73%

73%

73%

36%

18%

9%

27%

9%

9%

18%

27%

36%

36%

18%

27%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무응답

1강 퍼포먼스(몸과 표현)

다른 수업과 색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재료 지원이 자유롭다.

‥ 몸으로 표현한 작품이 특별했다.

‥ 직접 참여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

‥ 몸으로 나의 생각을 표현한다.

‥  우리가 직접 퍼포먼스를 만들고 감상하고 동산에서 활동했다 등

네 100%

나에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입니다.

‥ 할일(토요일을 알차게 보냈다)

‥  또 신청하고 싶은 프로그램 

 (참여 전에는 예술은 그냥 앉아서 그림 그리는 것이라고 생각함, 참여 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알게됨)

‥ 사랑

‥ 색다른 체험

‥  참여 전에는 미술에 대해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참여 후 조그만한 것 또한 의미있는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고정관념을 깨는 계기가 됨 등

설문분석

〈퍼포먼스(몸과 표현)〉 프로그램은 여학생의 참여율이 90%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고, 학생들 중 92%가 

선생님과 부모님의 권유로 수업에 참여하였다.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 항목에서는 모두 90%  

이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다른 학교 친구들과 만나 친해질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고, 본 수업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고, 특히 몸으로 표현하는 활동이 색다르고 재미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내년에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와 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 또한 

높았다. 부정적인 응답의 이유으로는 집에서 아트센터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 

내년, 우리 동네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다시 생겨나길 희망하나요?

긍정

‥ 퍼포먼스, 작품 만들기,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 등

네 82% 아니오 18%

친구들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수업에 다시 참여하고 싶은가요?

긍정

‥  재능 개발을 위해서

‥ 즐거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 너무 재밌고 색달라서

부정

‥ 너무 멀다, 힘들다 등

‥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더 많은 체험을 하고 싶다.

‥ 참여하면 힐링되는 것 같이 여유롭고 재미있다.

‥  각자 다른 지역에서 온 친구들도 많아서 서로 이야기 주고 받을게 많다 등

네 91%
아니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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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ond program 〈Duet as Possible〉 of the 2015 Saturday  

Cultural Schools at Nam June Paik Art Center is a family workshop by 

choreographer Eunjin Choi, who participates in the special exhibition  

2015 Random Access. The purpose of this program is to raise 

understanding of each other’s body in a team comprising a parent  

and a kid and to pay attention to the movements derived from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Period April 25 ~ May 16, 2015, Every Saturday, 10:00 - 13:00

Venue Seminar Room, Exhibition Space and  

 Open-Air Space of Nam June Paik Art Cente

Participants 10 family teams  

 (one team consists of one elementary school student and one adult)

Instructors Eunjin Choi, Seiseung Lee, Choonyoung Lee

Session Stage Contents

Session 1

Apr.25

Orientation Raise understanding of the body and become 

familiar with the movements

Session 2 

May.2

Performance 

Workshop I

Imitate each other’s movements in daily life I

Session 3 

May.9

Performance 

Workshop II

Imitate each other’s movements in daily life II

Session 4 

May.16

Duet as Possible Connect each other’s bodies through various kinds 

of contacts and share opinions

2강
가능한 듀엣 

Lesson 2
Duet as Possible

NJP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2강 〈가능한 듀엣〉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기획전  

《2015 랜덤 액세스》 참여 작가인 최은진 안무가와 함께하는 가족 워크숍으로 구성되었다.  

부모와 자녀가 한 조를 이루어 함께 움직이며 서로의 신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두 사람의  

차이를 통해 발생하는 움직임에 주목해 본다.

기간 2015.4.25. ~ 2015.5.16, 매주 토요일, 10:00 - 13:00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세미나실 및 전시장, 인근 야외공간

대상  초등학생 가족 10팀 (팀: 어린이 1인 + 성인 1인으로 구성)

강사  최은진, 이세승, 이춘영

회차 단계 내용

1차   

4.25

오리엔테이션 신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움직임과 친해지기

2차  

5.2

퍼포먼스 워크숍 I 서로의 생활 속 움직임을 따라 해보기 I

3차  

5.9

퍼포먼스 워크숍 II 서로의 생활 속 움직임을 따라 해보기 II

4차  

5.16

가능한 듀엣 여러 방식의 접촉을 통해 서로의 몸을 연결하고 공유하기

2강 가능한 듀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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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수업 : 오리엔테이션(4.25)

감성을 깨우고 몸의 언어를 이용한 자유로운 표현에 익숙해진다.

단계 세부내용

몸풀기 스트레칭

인각 조각 활동
개별 조별로 인간 조각 만들기

인간 조각 움직여보기

조각 연결하기 세 가지 각기 다른 자세의 조각을 디자인하고 연속 동작으로 움직이기

마무리 공유하기

✚ 몸풀기  

부모와 아이가 서로를 마사지하며 신체의 차이를 경험한다.  

이 과정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교감하며 친밀도를 높인다.

✚ 인간 조각 활동 I 

인간 조각상을 만들고, 조각의 제목을 맞춰보며  

몸을 이용한 표현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는다.

✚ 인간 조각 활동 II 

인간 조각을 움직이며 신체 움직임과  

연속 동작에 대해 이해한다.

✚ 조각 연결하기 

조별로 각자 원하는 배경을 선택하고  

배경에 어울리는 세 가지 다른 자세의  

인간 조각을 디자인한다.  

음악이 나오면 음악에 맞춰 세 자세를  

하나로 엮어 연속 동작으로 움직여본다.

✚ 마무리 

오늘 수업에 대한 소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2강 가능한 듀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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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수업 : 퍼포먼스 워크숍I(5.2)

 부모와 자녀가 한 조를 이루어 여러 방식의 접촉을 통해 서로의 몸을 연결하고  

지문에 맞춰 움직이며 두 사람의 차이를 통해 발생하는 움직임에 주목한다.

단계 세부내용

몸풀기 스트레칭

지문 퍼포먼스 지문에 맞춰 퍼포먼스하기

거울 이미지 서로의 움직임 따라하기

마무리 스트레칭

교육재료 :  바닥매트, 마스킹테이프, 종이, 연필 등

✚ 몸풀기  

수업 시작에 앞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 준다. 서로 짝을 바꾸어 스트레칭을 통해  

유대감을 높여본다. 파트너와 신체 한 부분을 연결하고 함께 움직이며 재미있는 몸짓을 만든다.

✚ 마무리 

스트레칭을 하며 오늘 수업을 마무리한다.

✚ 거울 이미지 

파트너의 거울 이미지가 되어 움직여본다.  

두 사람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움직임에 주목한다.

3차시 수업 : 퍼포먼스 워크숍II(5.9)

부모와 자녀가 한 조를 이루어 여러 방식의 접촉을 통해 서로의 몸을 연결하고  

지문에 맞춰 움직이며 두 사람의 차이를 통해 발생하는 움직임에 주목한다.

단계 세부내용

몸풀기 스트레칭

신체 연결하기
몸고리 만들고 움직이기

조각 만들기

지문 퍼포먼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활용한 지문 퍼포먼스

지문에 맞춰 퍼포먼스하기

마무리 스트레칭

교육재료 :  바닥매트, 마스킹테이프, 종이, 연필 등

✚ 몸풀기  

수업 시작에 앞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 준다.  

부모와 아이가 서로의 신체 한 부분을 접촉하고 함께 움직여본다.

✚ 신체 연결하기 I  

참여자들 모두 손에 손을 잡고 큰 고리를 만든다. 서로의 손을 풀지 않고 움직여  

몸고리를 이리저리 꼬아본다. 다시 한 명씩 차례대로 움직이며 얽히고 설킨 서로의 팔을  

풀어본다. 다른 사람의 움직임에 주목하여 서로의 신체 차이를 인식해보고, 제한된 상황에서  

몸을 연결하고 움직이는 방법을 익힌다.

2강 가능한 듀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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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연결하기 II 

신체 한 부분을 연결하여 인간 조각 군상을 만든다.  

한 명씩 조각들이 만들어낸 공간 사이사이를 통과한다.  

신체를 연결하는 활동을 통해 다른 참여자들과도  

자연스럽게 친밀감과 유대감을 증대시킬 수 있다.

✚ 지문 퍼포먼스 I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활용하여 

즉석 지문 퍼포먼스를 한다.  

흥적으로 술래가 말하는 지문의 특징을  

몸의 언어를 이용해 표현한다.  

✚ 지문 퍼포먼스 II 

서로의 일상 움직임과 관련된 지문을 만든다.  

부모는 아이가 되고 아이는 부모가 되어  

지문을 토대로 퍼포먼스를 수행해본다.  

역할을 바꿔 움직여보며 서로의 신체 차이를 인식한다.

✚ 마무리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수업 소감을 공유하며 마무리한다.

4차시 수업 : 가능한 듀엣(5.16)

여러 방식의 접촉을 통해 서로의 몸을 연결하고 공유하여 둘만의 ‘가능한 듀엣’을 공연한다.

단계 세부내용

몸풀기 스트레칭

듀엣 구상 공간을 정하고 ‘가능한 듀엣’ 구상

가능한 듀엣 부모와 아이가 함께 ‘가능한 듀엣’ 공연

마무리 소감 공유

교육재료 :  바닥매트, 마스킹테이프, 종이, 연필 등

✚ 몸풀기 및 듀엣 구상 

듀엣 구상에 앞서 스트레칭을 하고 지난 4주간 파트너와 함께 한  

여러 방식의 연결과 움직임을 복습한다. 파트너와 함께 몸고리를  

만들어 보거나 허공에 몸을 이용하여 이름을 써본다.

2강 가능한 듀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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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듀엣 

부모와 아이가 함께 ‘가능한 듀엣’을 공연한다.

✚ 마무리 

서로의 소감을 나누며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눈다.

활동리뷰

〈가능한 듀엣〉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대상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어린이들은 수업 초반 몸으로 표현하고 설명하는 데에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다. 하지만  

매개자와 부모가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독려하면서 어린이들을 잘 이끌어 주었다.  

실제로 ‘가능한 듀엣’ 공연 날에는 참여자들이 첫 수업과는 다르게 누군가의 앞에서 몸을  

움직이고 표현하는 것에 굉장히 적극적이였으며 멋진 퍼포먼스 공연을 선보였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어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통해 안무의 기본적인 특성들을 쉽게 

전달하였고, 참여자들은 직접 몸을 이용한 비언어적 활동에 흥미를 느끼며 익숙해질 수  

있었다. 어느 참가자는 수업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교감할 수 있었고, 이렇게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무엇인가를 함께 경험해 가는 시간이 뜻 깊다는 의견을 주기도 하였다.  

참여한 어린이들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 친구와의 듀엣 공연을 보여주기도 했다.  

부모들도 서로 친밀감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에서 수업이 진행 

되었다. 한편 지정 공휴일로 인해 참여율이 저조한 수업도 있어, 앞으로는 공휴일을  

반영하여 기획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

Review of Activities

〈Duet as Possible〉 is a program for families comprised of a parent 

and a kid. The kids felt shy about expressing explaining with their 

body at the early stage of the program. However, the mediator and 

parents encouraged and guided them well while actively taking part 

in class. On the day of the performance, different from the first class, 

the participants were very active in their bodily movements and 

expressions in front of others and showed a wonderful performance. 

This four-week program enabled participants to learn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choreography more easily through the activities in 

which adults could participate, catering to children, and to become 

interested in and accustomed to nonverbal activities by directly 

using their body. One of the participants gave an opinion that it 

was a meaningful opportunity to allow parents and children to 

experience something together and to share each other’s feelings. 

Participating students made new friends and some of them presented 

a performance in a duet with a friend. Parents came to have close 

bonds with one another and participating families got along well in a 

pleasant atmosphere. Meanwhile, there was an internal opinion that 

holidays should be applied to the scheduling of the program because 

one of the sessions showed a low participation rate due to the holiday.

2강 가능한 듀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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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

프로그램 만족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무응답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어 토요일이 즐거웠나요?

‥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즐거웠다.

‥ 재미있었다.

‥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다.

‥ 고리 만들기

‥ 마지막날 공연

‥ 간식 시간

‥ 모두와 같이하는 것이 즐거웠다 등

네 

89%

무응답 

11%

설문 참가자 현황

여자

44%

남자 

56%

＼ 성별

＼  참여 경로
부모 권유  

78%

기타  

11%

신문, 뉴스, 
홈페이지 
11%

＼ 나이
8세 이하 

67%

11-13세

22%

9-10세 

11%

33%56%

56%

67%

56%

56%

22%

11%

11%

11%45%

11%

11%

11%

11%

22%

11%

11%

33%

11%

34%

56%

22%

33%

33%

학생

22%

22% 22%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토요일이 즐거웠다

함께 참여한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본인의 창의력, 상상력이 자라는 계기가 되었다

선생님과 충분한 대화가 가능하다

선생님의 수업내용이 이해하기 쉽다

수업공간이 불편, 위험하지 않다

수업자료 내용의 이해가 쉽다

다양한 활동이 있다

다른 수업과 색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다 몸으로 표현했다.

‥ 자신의 의견대로 춤을 추기 때문이다.

네 

78%

무응답 

22%

내년, 우리 동네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다시 생겨나길 희망하나요?

‥ 본 프로그램

‥ 로봇 조립

‥ 예쁜 글씨 쓰는 것

‥ 그림 그리는 것

‥ 많이 안아주는 시간 등

네 

78%

무응답 

22%

친구들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수업에 다시 참여하고 싶은가요?

‥ 재미있다

‥ 친구들과 친해지기 때문이다 등

네 

89%

무응답 

11%

나에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입니다.

‥ 즐거운 프로그램

‥ 이렇게 재미있고 즐거운 프로그램은 처음이다

‥ 춤추면서 친해지는 곳

‥ 즐거움, 몸으로 표현하는것

‥ 참여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참여해보니 최고에요

‥ 참여하기 전에는 빨리 가면 좋겠어요 참여한 후 재미있었어요 등

2강 가능한 듀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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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

프로그램 만족도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어 토요일이 즐거웠나요?

‥ 아이와 몸으로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 5학년 아이도 1학년 아이도 각자의 생각과 수준에 맞고 자유롭게 몸을 활용할 수 있어서

‥ 자녀와 함께 할 수 있어서

‥ 가족들이 모여 온 몸으로 즐기는 것이 즐거웠다.

‥ 아이와의 참여가 처음이라 즐거웠다. 

‥  평일에는 직장 때문에 아이와 소통하기 힘들었지만 듀엣 공연으로 자기 생각을  

 말이나 글, 그림이 아닌 몸으로 표현 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즐거웠다.

네 

100%

설문 참가자 현황

여자

86%

남자 

14%

＼ 성별

＼  참여 경로
신문, 뉴스, 홈페이지 
72%

SNS 홍보글 

14%

기타

14%

＼ 나이
30대  

57%

40대

43%

학부모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무응답

14%86%

14%86%

자녀와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자녀의 창의력, 상상력이 자라는 계기가 되었다

선생님과 충분한 대화가 가능하다

선생님의 수업내용이 이해하기 쉽다

수업공간이 불편 위험하지 않다

수업자료 내용의 이해가 쉽다

다양한 활동이 있다

14%

14%

100%

100%

100%

57%

86%

이번 수업은 지금까지 참여한 다른 수업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까?

‥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한다는 점

‥ 지식이 아닌 몸과 생각이 자유롭고 가족 그리고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기쁨이 있었다.

‥ 예술관련 수업이 처음이었고 신체활동을 함께 해 좋았다.

‥ 보통은 아이들 위주이거나 정해진 규칙에 따랐던 것에 비해 가족이 함께 창의적이었다는 점

‥ 몸을 이용하여 생각을 표현하는 활동이 새로웠다.

네 

100%

내년, 거주 지역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다시 운영되길 희망하십니까? 

‥ 통합예술교육프로그램(ex. 백남준 전시작품을 활용한 미술·과학 융합)

‥ 창의력,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 아이랑 함께 창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네 

100%

자녀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수업에 다시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 주입식 교육 위주의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안이 될 수 있다.

‥ 가족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것이 좋았다.

‥ 첫 수업부터 부끄러워하던 아이가 마지막 수업이 되니 꼭 다시 하고 싶다고 말한다.

‥ 아이와 소통,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호기심 충족

‥ 여러 사람들과의 협동,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내용을 구성하는 모습에서 꼭 필요한 것을 얻어감 등

네 

89%

무응답 

11%

나에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입니다.

‥ 참여 전에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무엇, 참여 후 숨겨놓은 시원하고 소중한 샘물

‥  참여 전에는 과연 아이들이 좋아할지 걱정되었으나 참여 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즐기는 모습에 행복했다.

‥ 참여 전에는 부담스러웠으나 참여 후 즐겁고 행복했다.

‥ 기다려지는 터치시간(우리 아이와 몸을 많이 만지고, 부비는 시간이었다)

‥ 웃음, 발표력이 부족했던 아이가 좀 자신감이 생겼다.

‥ 서로를 알 수 있는 "시공간" 등

설문분석

〈가능한 듀엣〉은 저학년 학생 가족의 참여비율이 높았다. 참여 학생들의 92%가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몸으로  

표현하는 활동이 색다르고 즐거웠다는 의견을 주었다. 참여 부모는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었다는 점이 좋았고, 이번 수업을 계기로 자녀와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의견을 

주었으며 재참여하고 싶다는 응답 비율 또한 100%로 높은 점을 보아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학생과  

부모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강 가능한 듀엣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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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m June Paik Art Center offers Teen’s education programs in order 

to provide teens with opportunities of participation and volunteer work as 

well as to widen their experiences of arts and culture in arts and cultural 

institutions. In the docent program for teens titled 〈Be a NJP Docent!〉, 

students understand the works based on their sensibility, write a script 

in their own language and communicate with the audience through the 

works. In the course of this five-week program, participating students 

volunteer as a one-day docent during the summer vacation at Nam June 

Paik Art Center. 

*  Docent is a person who guides visitors and gives them an explanation about  

 the exhibition at the museums or art museums. 

Period July 11 ~ August 8, 2015, Every Saturday, 10:00 - 13:00

  * Date of volunteer work for a one-day teen docent:  

to choose one day during the month of August

Venue Seminar Room, Education Room  

 and Exhibition Space at Nam June Paik Art Center

Participants 20 High School Students (17 ~ 19 years old) 

Instructors KIBIAN(aka Kanghyun Ahn), Hee Jeong Park,  

 Seung Hoon Dong, Choonyoung Lee

Session Stage Contents

Session 1

July.11

Orientation Orientation and awakening of  

the teen’s senses

Session 2 

July.18

Story of Museum  

and Docent

Learn about various jobs at art galleries  

& museums as well as the job of docent

Exhibition Tour  

and Selection of Work

Exhibition tour and selection of work 

Session 3 

July.25

Expression of Work  

in Nonverbal Methods

Express the selected work in my own style

Session 4

Aug.1

Data Research  

and Script Writing

Write a script in my own language

Session 5 

Aug.8

Teen Docent Rehearsal Docent rehearsal and feedback

3강
도전! NJP 도슨트

Lesson 3
Be a NJP Docent!

백남준아트센터에서는 문화예술기관 내에서 청소년에게 참여와 봉사의 기회를  

부여하고, 문화예술 경험을 확장시키기 위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전! NJP 도슨트〉는 청소년의 감성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언어로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작품을 통해 관람객과 함께 소통하는 청소년 도슨트 프로그램이다.  

총 5주 동안 진행되며, 참여 학생은 여름방학 기간 중 1일 도슨트가 되어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된다.

* 도슨트(Docent)는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관람객에게 전시를 설명하며 안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간 2015.7.11. ~ 2015.8.8, 매주 토요일, 10:00 - 13:00

 * 청소년 1일 도슨트 자원봉사 기간은 8월 중 하루 선택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세미나실, 교육실 및 전시장

대상  고등학생(17 - 19세) 20명

강사  KIBIAN(aka 안강현), 박희정, 동승훈, 이춘영

회차 단계 내용

1차   

7.11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및 청소년 감성 깨우기

2차  

7.18

미술관과 도슨트 이야기 미술관·박물관의 다양한 직업군과 도슨트 알기

전시 투어 및 작품 선정 전시 투어 및 작품 선택하기

3차  

7.25

비언어로 작품 표현하기 선택한 작품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기

4차  

8.1

자료 조사 및 스크립트 작성 나의 언어로 직접 스크립트 작성하기

5차  

8.8

청소년 도슨트 리허설 진행 도슨트 리허설 및 피드백

3강 도전! NJP 도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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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수업 : 오리엔테이션(7.11)

감성을 깨우고 새로운 시각으로 주변을 인식하고 사물과 작품을 관찰하고 표현한다.

단계 세부내용

몸풀기 친구들과 생각 나누고 감각 깨우기

주변 인식 다른 존재 감지하기

조별 활동 단어 콜라주 및 표현 활동

마무리 활동 소감 공유 및 정리 

교육재료 : 낱말카드, 전지, 시트지, 가위, 풀, 테이프, 공, 다양한 표현 도구 등

✚ 몸풀기  

놀이를 통해 어색한 분위기를 환기하고 친구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한 동기, 미술관에 대한 인상 등을 자유롭게 공유한다.  

속도를 달리 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주변과 나를 관찰해본다. 

✚ 주변 인식  

신체 명칭과 감정 단어를 이용해 간단한 놀이를 하고, 단어들을 콜라주하여  

자신만의 새로운 이름을 짓는다. 모든 감각을 열고 신체 일부가 되어본다.  

주변 다른 존재에 집중하고 친구들과 함께 신체의 움직임을 탐구한다.

✚ 조별 활동 

전시와 작품 설명문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단어들을 조합하여  

조별 단어 콜라주 작업을 한다. 조합된 문장을 통해 전시를 상상하고 

주변 공간, 환경, 맥락 등을 고려하여 조별 작품을 만든다.

✚ 마무리 

작업과 작업 과정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나누며 수업을 마무리 한다. 작품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작품과  

전시 공간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3강 도전! NJP 도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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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수업 : 미술관과 도슨트 이야기/전시 투어 및 작품 선정(7.18)

도슨트에 대해 이해하고 직접 도슨트할 작품 선정한다.

단계 세부내용

도입 미술관의 직업군과 도슨트에 대하여

전시 관람 도슨트와 함께 전시 관람하기 

작품 선정 도슨트 할 작품 선정하기 

마무리 정리 및 마무리

교육재료 : 메모보드, 종이, 연필, 접착 메모지 등

✚ 강의 

미술관 및 박물관의 다양한 직업군과  

도슨트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 

✚ 전시 관람 

도슨트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백남준전 《인터미디어 극장》과  

기획전 《슈퍼전파-미디어바이러스》를  

집중 관람한다.

✚ 작품 선정 

각자 도슨팅할 작품을 선택한다. 

✚ 마무리 

스크립트 작성에 필요한 전시 소개문을 받고  

수업을 마무리 한다.

3차시 수업 : 비언어로 작품 표현하기(7.25)

선택한 작품을 자신만의 방식(비언어)로 표현한다.

단계 세부내용

도입 생각 공유하기

표현 활동 I 키워드를 활용하여 전지로 표현하기

표현 활동 II 무대 만들기

마무리 공유 및 정리

교육재료 :  접착 메모지, 우드락보드, 풍선, 마스킹테이프, 색지,  

 나무젓가락, 풀, 가위, 테이프, 펜, 매직, 전지, 실, 천 등

✚ 도입 및 표현 활동 I

지난 수업을 돌이켜보며 각자 도슨트와 관련한 생각과 인상을 공유한다.

본인이 선택한 작품에 대한 다른 친구들의 단편적인 인상과 키워드들을 들어본다.  

친구들이 던져준 여러 키워드 중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선택 작품의 키워드 찾아 

‘전지 한 장’으로 표현한다.

3강 도전! NJP 도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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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서로의 작업을 감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전지 한 장으로 표현한 작업과  

보드 위에 꾸며진 공간을 살펴보며 서로의 키워드를 상기하고 감상을  

공유한다. 스크립트를 작성하기 전, 비언어로 자신이 선택한 작품을 표현하여  

다양한 관점과 열린 감각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표현 활동 II

보드 위에 공간을 꾸민다. 공간 안에 자신이 선택한 작품 키워드에 대한 표현을  

확장한다. 그리고 공간을 탐험할 인물을 추가한다. 인물(관람객)의 크기와 위치를 

상정하여 공간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어떻게 인물(관람객)에게 공간을 보여줄  

것인지를 고민해본다.

4차시 수업 : 자료 조사 및 스크립트 작성(8.1)

도슨팅 할 작품을 공부하고 직접 스크립트를 작성한다.

단계 세부내용

도입 스크립트 작성 요령 강의

스크립트 작성 스크립트 작성하기

마무리 공유 및 정리

교육재료 : 노트북, 필기구, 전시 리플렛 등

✚ 마무리

다음 수업 내용을 안내하며 수업을 마무리 한다.  

추가적으로 스크립트 수정이 필요한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진행한다.

✚ 도입

도슨트의 역할과 태도 및  

스크립트 작성법에 대한 강의을 듣는다. 

✚ 스크립트 작성

각자 선택한 작품에 대해 자료를 찾고, 직접 나만의 언어로  

스크립트를 작성한다. 강사들의 피드백을 받으며 계속해서 다듬어 간다. 

3강 도전! NJP 도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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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시 수업 : 도슨트 리허설 및 피드백(8.8)

도슨트 리허설을 진행하며 실전 감각을 키운다.

단계 세부내용

도입 최종 스크립트 확인

리허설 학생 개별 리허설 진행 

피드백 개별 학생들의 리허설 모습을 함께 보며 의견 공유하기

마무리 청소년 도슨트 활동 일정 확인

교육 재료 : 노트북, 프로젝터, 캠코더 등

✚ 도입 및 리허설

최종 스크립트를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전시장으로 이동하여 숙지한  

스크립트 내용대로 직접 도슨팅을 하며 작품을 소개해본다. 

✚ 피드백

리허설 영상을 보며 도슨트 내용 및 태도, 혹은 개선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눈다. 도슨트로서의 태도 및 자세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 마무리

청소년 도슨트 활동 일정을 확인한 후 수업을 마무리한다.  

추가적으로 스크립트 수정이 필요한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최종 피드백을 진행한다.

 청소년 도슨트 활동

일시 2015.8.12, 수요일, 10:00 ~ 14:00, 14:00 ~ 18:00

 2015.8.14, 금요일, 10:00 ~ 14:00, 14:00 ~ 18:00

참여학생  권도형, 김단야, 김채린, 김현지, 박소현, 손가현, 손예리, 신영빈, 신주은,  

안유진, 여지원, 이미진, 이예림, 이예은, 정유나, 최인서, 하린, 한준하

3강 도전! NJP 도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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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활동리뷰

〈도전! NJP 도슨트〉는 이론수업과 창작활동이 병행되는 도슨트 수업으로 구성되었다.  

1차시와 3차시에는 감각을 깨우는 다양한 표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전시 감상에서 개별 

작품 감상뿐만 아니라 전시공간 안에서 작품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아우라를 만들어내는지 

읽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스크립트를 작성하기 전에 비언어로  

자신이 선택한 작품을 표현하여 다양한 관점과 열린 감각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론 수업에서는 백남준아트센터를 예시로 미술관의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 소개하였고, 도슨트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직접 본인이 선택한 작가와  

작품에 대해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며 스크립트를 작성하였다. 작성된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실전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여 개별 학생 도슨팅에 대해 서로가 잘한 점, 부족한 점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며 피드백을 주고 받는 시간을 가졌다.  

Review of Activities

〈Be a NJP Docent!〉 was composed of theory classes and docent 

classes including creative activities. In the first and third session, 

students were able to realize that not only appreciating individual 

work but also understanding the relations among the works in the 

exhibition space as well as the auras these works were creating was 

very important. Given a task to express the work they selected in  

a nonverbal form before writing a script, students could understand 

the work from different viewpoints with open senses. In theory 

classes, a variety of jobs at the art museums, taking an example of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were introduced along with lectures 

on the docent work. Students searched for data on the artist and 

the work they chose by themselves and wrote a script. They had 

a rehearsal based on their scripts and exchanged feedback, while 

discussing the points to be praised and to be improved regarding 

individual student’s docent.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어 토요일이 즐거웠나요?

긍정

‥ 다양한 프로그램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 작품에 대해 알아보고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다.

‥ 여러 사람과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었다.

‥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어 좋았다.

‥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

‥ 예술에 대해 알아가고, 자신만의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었던 것이 좋았다.

‥ 의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어 좋았다 등

부정

‥ 공부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적었다 등

네 

88%

아니오 

6%

무응답

6%

설문 참가자 현황

여자

81%

남자 

19%

＼ 성별

＼  참여 경로
주변인 소개 

28%

선생님 권유 

22%

기타 

22%

신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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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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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만족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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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토요일이 즐거웠다

함께 참여한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본인의 창의력, 상상력이 자라는 계기가 되었다

선생님과 충분한 대화가 가능하다

선생님의 수업내용이 이해하기 쉽다

수업공간이 불편, 위험하지 않다

수업자료 내용의 이해가 쉽다

다양한 활동이 있다

31%

3강 도전! NJP 도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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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우리 동네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다시 생겨나길 희망하나요?

‥ 진로 관련 활동

‥ 직접 백남준이 되어 전위예술을 경험해보는 프로그램

‥ 공예나 도예같은 창작 활동

‥ 수학을 주제로 한 놀이 개발

‥ 현재 프로그램 자체로 계속 진행되길 바람

‥ 1회차와 3회차의 활동(몸풀기, 전시 공간 만들기) 등

네 

100%

나에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입니다.

‥ 참여 전 게을렀지만, 참여 후 적극적이게 되었다.

‥ 새로운 경험과 만남이 가능하였던 곳이다.

‥ 좋은 진로 프로젝트이다.

‥  참여하기 전에는 현대미술 분야에 대해 좁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참여 후에는 미디어아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 참여 전에는 두려웠지만, 참여 후에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공부가 되었다.

‥  참여 전에는 도슨트라는 직업에 대해 잘 몰랐으나  

 참여 후에는 미술관에서 도슨트를 존중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등

설문결과 분석

〈도전! NJP 도슨트〉는 여학생의 참여비율이 높았고, 대체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보다는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주변인, 학교나 학원  

선생님의 추천, 뉴스레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 소식을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90%를 웃돌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프로그램 특성상 개별 활동이 많은 만큼  

함께 참여한 친구들과의 소통과 교류 관련해서는 조금 아쉬운 지점들이 있었다. 앞으로도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와 본 프로그램에 재참여하겠다는 의견도 88%로 높은 편이었다. 특히 본 프로그램이 예상했던  

이론 수업 위주의 도슨트 교육 프로그램과는 달리 표현 활동과 함께 병행하여 색다르게 운영된 점이  

좋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설문 응답 중 부정적인 응답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의견보다는, 토요일 아침  

일찍 나와서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것이 힘들다는 의견이었다. 추후 이러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간대 등을 조정해보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별 및 단체 활동처럼 친구들과  

함께 하는 수업보다는 개별 활동을 더 선호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른 수업과 색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긍정

‥ 다양한 작가와 작품에 대해 배운 것, 직접 작성한 스크립트를 도슨트 할 수 있었던 것

‥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 할 수 있었던 시간을 가진 것

‥ 도슨트를 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작가 선생님과 함께 진행된 몸풀기, 표현 활동 등)을 한 것 등

부정

‥ 다른 수업을 참여한 경험이 없다 등

네 

88%

아니오 

6%

무응답

6%

친구들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수업에 다시 참여하고 싶은가요?

긍정

‥ 다른 사람들과 말을 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좋았다.

‥ 새로운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

‥ 관련 분야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

‥ 특별하고 즐거운 경험이었다.

‥ 다른 친구들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다 등

부정

‥ 혼자하는 활동이 더 좋다 등

네 

88%

아니오 

6%

무응답

6%

3강 도전! NJP 도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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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NJP 도슨트〉  

참여 학생 소감

유진

저는 이번에 처음 도슨트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했었는데 수업을 듣고 직접 자원봉사 활동도  

해보니까 도슨트가 그냥 단순히 설명만 하는게  

아니라, 관객들과 함께 소통해야하고, 작품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하는 사람이라는걸 알게  

되었어요. 

예린

해보지 않은 활동을 많이 해 볼 수 있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어요. 

처음에는 기억에 의존해서 스크립트를 외워서  

하려니까 긴장도 되고 잘 설명하지 못했는데,  

나중에는 관람객들과 대화하듯 내가 아는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어요.

도형

저는 예술 쪽에 관심도 많고 진로도 생각하고 있어서 

다양한 활동을 찾다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도 다른 기관의 청소년 도슨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작년에 참여한 프로그램과 비슷한  

점도 있었지만, 직접 작품을 만들거나 하는 체험  

활동은 없었는데, 여기서는 직접 만들면서 표현을  

하는 활동이 있었던 것이 참 좋았던거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참여했던 프로그램은 좀 딱딱하고  

무거운 느낌 같은게 있었어요. 작품 설명할 때도  

그냥 딱딱하게 작품 설명만 해주는 사람인줄 알았는

데, 관객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린

학교에서 청소년 도슨트 자원봉사 등 외부 활동  

추천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는 도슨트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청소년 도슨트 자원봉사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아서 지원했어요. 

창작 활동하고 전시를 직접 설명하는 것도 재미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도 좋았어요.  

나중에 면접 볼 때도 떨지 않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채린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도슨트에 도전하게 되었어요. 3주차 수업처럼  

키워드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이야기하고 공유할 수 있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걸  

알게 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도슨트가  

뭔지 몰랐고, 그냥 전시를 해설하는 사람이라고만  

알았는데, 도슨트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하는지 알 수 있었고, 이번에  

이렇게 준비해보고 직접 해보면서, 나중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서 도슨트를 봤을 때  

친근감도 들 것 같고, 다음에 도슨트를 듣게 되면  

더 열심히 들을 것 같아요.

영빈

저도 학교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셔서 알게  

되었는데 경험상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수업을 듣기 전에는 도슨트에 대해 잘  

몰랐는데, 수업을 듣고 또 직접 자원봉사를  

해보니 도슨트는 작가와는 또 다르게 관람객들에게 

작가의 의도와 작품을 설명하면서 소통하고,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작품에 대해 공부하면서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흥미로웠던  

시간이었어요.

인서

초등학교 때 백남준아트센터에 왔었는데, 그때  

기억이 좋았고, 진로도 예술 분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 도슨트 활동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참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도슨트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큐레이터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수업을 듣고 직접 활동도  

관객들과 가깝지 않다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백남준아트센터에서 배우면서는 조금 더 상대방을 

알아야 하고, 교류할 줄 알아야 하고, 어떻게 하면  

타인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을 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도슨트를 직접 해보니  

여기는 상대적으로 규모는 좀 작은 편이지만 관객들

에게 다가가는 데에는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백남준과 미디어 아트라는 분야에 백남준아트 

센터만의 정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준하

저는 미술관에서 도슨트 자원봉사를 해보면 진로  

선택에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신청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커리큘럼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는 

도슨트에 대해 잘 몰랐고, 직접 도슨트를 한다는  

것에 무섭고 떨렸는데, 수업에 참여한 뒤에는  

재미있었고 좋은 경험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은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았고, 또 원래 제가 미술관  

전시회를 보러 가는걸 굉장히 좋아해서 지원했어요. 

리허설 피드백은 냉철하긴 했지만, 수업 전반적으로 

재미있었고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등학생이다보니 학업 부담도 있어서 너무 길어지는 

것보다 이번 프로그램처럼 5주 정도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아요. 도슨트 체험하기 전에는 도슨트가 

해보니까 도슨트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스크립트를 다 외우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말하는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재미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리허설 준비하면서부터는 점점  

마음도 무겁고 무서웠어요. 리허설 시간에 다른  

친구들의 도슨트를 듣는데, 다들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더라고요. 저는 발표 같은 것을 잘 못하기도  

하고 부족하고 실수할까봐 걱정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일일 도슨트를 해보니 정말 재미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 리허설한 내용을 함께 공유 

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 

자극도 되고 좋은 피드백도 많았던 것 같아요.  

대신 스크립트 작성하는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고. 총 다섯 번 수업은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리고 2주차에 파워포인트 강의 같은 이론적  

설명도 더 많이 듣고, 전시 감상도 자유롭게 해보고,  

개별 작품에 대해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좋아해서, 지식도 없고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미술관에 자주 가서 도슨트를 

들은 적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 듣기  

전까지는 도슨트가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또 저는 워낙 성격이 내성적이고, 얘기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친해지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업 참여가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 

해봤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하고,  

내가 준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거든요. 그래도 이번에 일일 도슨트를  

해보니 자신감도 붙고 긴장도 풀려서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게 되더라구요. 다음부터는 도슨트를  

들을 때 경청하고 리액션을 정말 잘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단야

수업을 하면서 저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된 것  

같아요.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게 떨리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쉬웠던 점은 제가 선택한 작품뿐만  

아니라 주변 작품들도 같이 더 공부하지 못한거에요. 

다른 작품 공부도 더 했으면 관람객들에게 더  

잘 설명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아쉬워요. 그리고  

관람객들의 성향에 따라 제 도슨팅도 변하게  

되더라고요. 다음에도 청소년 도슨트 수업이 있으면  

또 참여하고 싶어요. 

프로그램이 끝난 후 학생들은 8월 12일과 8월 14일  

청소년 일일 도슨트에 나섰다. 청소년 일일 도슨트가 

끝난 후 학생들은 지난 5주간 함께 했던 시간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해주었다.

3강 도전! NJP 도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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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rogram is intended to understand Nam June Paik’s works  

through the concept of ‘intermedia’ and to create interesting video 

installation works using a broad range of images, sounds and texts. 

*  Students’ individual works are exhibited in the lobby of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Period August 29 ~ September 19, 2015, Every Saturday, 10:00 - 13:00

Venue Education Room and Exhibition Space at Nam June Paik Art Center

Participants 15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 Higher Grades  (11 ~ 13 years old) 

Instructors Jaewoo Oh, Jooyoung Son, Hyejoo Son, Jin Seok Choi

Session Stage Contents

Session 1 

8.29

Understanding of Work Understand the works of Nam June Paik 

through the intermedia concept

Conception and 

Production of Work

Conception of work and research on 

production methods by groups

Session 2 

9.5

Production of Work I Production of video and sound  

by collecting diverse images and sounds 

Session 3 

9.12

Production of Work II Production of video and sound  

by collecting diverse images and sounds

Session 4 

9.19

Presentation of Work Finalization and presentation of work

4강
미디어 조각

Lesson 4
Media Sculpture

‘인터미디어’의 개념을 통해 백남준의 작품을 이해하고, 다양한 이미지,  

사운드, 텍스트 등을 이용하여 재치있는 영상 설치 작품을 만들어 본다.

* 학생들이 만든 개별 작품은 백남준아트센터 로비에서 전시한다.

기간 2015.8.29. ~ 2015.9.19, 매주 토요일, 10:00 - 13:00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교육실 및 전시장

대상  초등학교 고학년(11 ~ 13세) 15명

강사  오재우, 손주영, 손혜주, 최진석

회차 단계 내용

1차   

8.29

작품 이해하기 인터미디어 개념을 통해 백남준 작품 이해하기

작품 구상하기 모둠별 작품 구상 및 제작 방법 연구

2차  

9.5

작품 제작 I 다양한 이미지, 소리를 수집하여 영상 및 사운드 제작

3차  

9.12

작품 제작 II 다양한 이미지, 소리를 수집하여 영상 및 사운드 제작

4차  

9.19

작품 발표 작품을 마무리하고 발표하기

4강 미디어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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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수업 : 작품 구상하기(8.29)

미디어의 다양한 사용과 표현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작품을 구상한다.

단계 세부내용

도입 인터미디어 개념을 통해 백남준 작품 이해하기

조별 활동 미디어의 특성을 드러내는 조별 작업 수행

작품 구상 작품 구상 및 제작 연구

교육재료 : 노트북, 색연필, 종이, 각종 표현 재료, 카메라 등

✚ 도입 

간단한 자기 소개 후, 《인터미디어 극장》 전시를 관람하며 백남준의 작품을  

이해하고, 다양한 미디어와 그 표현 방식에 대해 토론하며 생각을 나눈다.

✚ 조별 활동 

조별로 전시를 통해 느낀 감상을 텍스트, 영상, 사진 등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하여 표현하고 공유한다. 직접 미디어와 미디어의  

경계를 넘나드는 결과물을 만들어보며 인터미디어에 대해 이해한다.

✚ 작품 구상 

앞으로 4주간 친구들과 함께 작업하며 최종적으로 만들 ‘미디어 조각’의  

주제를 정하고, 재치있는 작품을 구상하며 수업을 마무리 한다.

2차시 수업 : 작품 제작I(9.5)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미디어 설치 작품을 제작한다.

단계 세부내용

도입 다양한 미디어의 종류와 특성 이해

조별 활동 작품 만들기

교육재료 : 노트북, 카메라, 녹음기, 종이, 각종 표현 재료 등

✚ 도입 

조별 활동에 앞서 다양한 미디어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 조별 활동 

친구들과 함께 작품 구상을 마무리한다.  

다양한 미디어를 수집하고 덧붙이며 즐겁게 작품을 구체화해간다. 

4강 미디어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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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수업 : 작품 제작II(9.12)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미디어 설치 작품을 제작한다.

단계 세부내용

도입 레퍼런스 공유하기

조별 활동 작품 만들기

교육재료 : 노트북, 카메라, 녹음기, 종이, 각종 표현 재료 등

✚ 도입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다.  

예술가들은 어떻게 미디어를 활용하였는지 토론하며 생각을 나눈다. 

✚ 조별 활동 

지난 시간에 이어 미디어 작품을 제작한다.  

다양한 미디어를 수집하고 덧붙이며 즐겁게 작품을 구체화해간다.

4강 미디어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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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수업 : 작품 발표(9.19)

결과물을 직접 전시 공간에 설치하고 발표한다.

단계 세부내용

작품 설치 작품 제작 마무리 후 전시 공간에 설치

마무리 조별 결과 공유 및 정리

교육재료 : 노트북, 카메라, 녹음기, 종이, 각종 표현 재료, 라벨, 기가폰 등

✚ 작업 설치  

작업을 마무리한 후 작품 라벨의 내용도  

직접 정리하고 작성한다.  

전시 공간에 작품을 직접 설치한다.

✚ 마무리 

부모님과 관람객 앞에서 참여 학생들의  

작품 발표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함께 협업하고 만드는 과정을 통한 감상을 공유한다.

활동리뷰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과 함께한 〈미디어 조각〉은 창작 활동을 통해 미디어와 인터미디어에 

대해 이해하고 체험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참여 학생들은 백남준아트센터의 《인터미디어 

극장》과 《슈퍼전파-미디어바이러스》 전시를 함께 관람을 하며 다양한 미디어와 표현 방식에  

대해 토론하고,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영상으로 살펴보며 미디어의 활용 방식을 살펴 보았다. 

또한 텍스트,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하여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미디어와 인터미디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조별 활동은  

즐거운 분위기에서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완성된 결과물은 백남준아트센터 로비의 프로젝트 

공간에 설치하고 결과 작품 발표회를 가졌다. 아트센터를 방문한 학부모와 다른 관람객들도  

발표회 자리를 빛내주었다. 본 프로그램과 결과물 전시를 통해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협업하고 무엇인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더 큰 성취감은 물론 교육 참여에 대한 자긍심을  

느꼈기를 기대한다. 

Review of Activities

〈Media Sculpture〉 enabled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  

higher grades to understand and experience media and intermedia 

through creative activities.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were invited to discuss various media and expression methods, to 

watch the videos on many artists’ works and to learn diverse ways  

of using media, while watching the exhibitions Intermedia Theater and 

Super-spreader: media virus together. Besides, by freely expressing 

and sharing their thoughts and feelings, using a range of media such 

as texts, photographs and videos, they could understand media and 

intermedia more easily. Students had group activities in a pleasant 

atmosphere and made a presentation on their completed works that 

were placed in the project space of the lobby of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Parents and other audiences who visited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also came to hear their presentations. We hope that 

students felt pride in participating in this education program as well  

as a sense of accomplishment during the process of creating 

something, collaborating with friends and holding an exhibition of 

their own works.   

4강 미디어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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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어 토요일이 즐거웠나요?

‥ 로봇 만드는 것

‥ 롤링볼 제작

‥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었다.

‥ 새로운 친구들과 같이 박스로 TV를 만들었던 것

‥ 토요일에 할 일이 없는데 참여를 통해 활기차게 보낼 수 있었다 등

네 

100%

설문 참가자 현황

여자

33%

남자 

67%

＼ 성별

＼  참여 경로
부모님 권유 

75%

카페, 블로그  

리뷰 8%

기타 

17%

＼ 나이
11세 

59%

12세 

33%

13세 

8%

프로그램 만족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무응답

50%50%

50%

25%

17%

67%

67%

75% 8%

50%

33%67%

33%67%

8%8%59%

8%

33%

25%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토요일이 즐거웠다

함께 참여한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본인의 창의력, 상상력이 자라는 계기가 되었다

선생님과 충분한 대화가 가능하다

선생님의 수업내용이 이해하기 쉽다

수업공간이 불편, 위험하지 않다

수업자료 내용의 이해가 쉽다

다양한 활동이 있다

내년, 우리 동네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다시 생겨나길 희망하나요?

‥ 〈미디어 조각〉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 작품을 만드는 활동

‥ 컴퓨터를 이용한 조각 등

네 

92%

아니오

8%

나에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입니다.

‥ 참여 전에는 토요일이 좋음, 참여 후에는 토요일이 아주 좋음

‥ 참여 전에는 토요일에 게임만 함, 참여 후에는 게임할 시간이 줄어듬

‥ 참여 전에는 토요일이 지루했다, 참여 후에는 토요일이 좋았다.

‥ 참여 전에는 재미있을줄 알았다, 참여 후에는 재미있다.

‥ 참여 전에는 기대가 되었다, 참여 후에는 또 하고 싶다 등

다른 수업과 색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기존 수업들과는 다르다.

‥ 미디어 작품 만들기 수업이 처음이었다.

‥ 많은 재료가 있었다.

‥ 로봇을 만드는게 처음이었다.

‥ 수업이 아니라 놀이 같았다 등

네 

67%

아니오 

8%

무응답

6%

친구들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수업에 다시 참여하고 싶은가요?

긍정

‥ 독특하고 재미있다.

‥ 신기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서

‥ 작품을 만드는 것이 독특하고 재미있다 등

부정

‥ 혼자하는 활동이 더 좋다 등

네 

83%

아니오 

9%

무응답

8%

설문결과 분석

〈미디어 조각〉은 프로그램 내용 상 미디어, 기계, 로봇 등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의 참여가 높았다.  

학생들의 75%가 부모님의 권유로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학생들 모두 수업이 즐거웠다고 

응답을 했으며, 대다수 학생들은 수업이 색다르고 즐거워 놀이 같았다는 의견을 주었다. 추후에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이 생기면 좋겠고, 본 프로그램에 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각각 

92%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4강 미디어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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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전시 [ 결과물 전시 현수막 ]

작품명 디지털 피라미드

작가 미디어 사총사(고경현, 권진효, 박제이, 심현욱, 이도현)

내용  이 작품은 백남준 선생님의 TV들을 모아서 조각으로 만든 작품에서  

영향을 받았고, 박스가 피라미드 모형으로 쌓였고, 피라미드에 박스  

속 태블릿 PC가 있어 더 디지털 같아 ‘디지털 피라미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작품명 전기 꽃게 구이 

작가 로봇손연구소(김현서, 박솔지, 박제영, 한규성, 안재하)

내용  이 작품은 꽃게를 컨셉으로 한 로봇이다. 오른팔은 박제영 박사가,  

왼팔은 안재하 박사가 개발하였고 김현서, 박솔지, 한규성 연구원이  

몸통을 디자인 했다. 영상에서는 다른 로봇을 소개한다.

[ 학생 작품 ]

작품명 롤링볼-그림그리기

작가 김규민, 염지원, 염승주, 김다빈, 김우재

내용  이 작품은 롤링볼을 이용한 움직이는 조각입니다. 물감을 묻힌 구슬이  

굴러내려가면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듯이 선을 그리면서 내려갑니다.

4강 미디어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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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rogram, participants can lear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unds 

with different meanings: sound that always exists in our everyday life, 

music that pleases our ears, unnecessary noise with no meaning, etc. 

Participants are led to express, create and operate sounds based on their 

thoughts by utilizing a number of materials. 

Period October 31 ~ December 5, 2015, Every Saturday, 10:00 - 13:00

Venue Education Room at Nam June Paik Art Center

Participants 20 Middle & High School Students  

Instructors JUN HYOUNG SAN, Hyunju Woo, Jaemin Yoon, Bora Kim

Session Stage Contents

Session 1 

10.31

Orientation  

and Discovery of Sound 

Understand the meanings  

and characteristics of sound

Session 2 

11.7

Generation of Sound  

and Relations

Understand media characteristics  

of sound

Session 3 

11.14

Basics of Instruments Understand the basics of instruments  

and create my own instruments 

Session 4 

11.21

Composing Sound Score Compose my own sound score

Session 5 

11.28

Sound Design  

and Foley Art

Draw images with sound 

Session 6 

12.5

My Own Sound  

Art Project

Practice the production of my own  

project with sound

5강
사운드×아트

Lesson 5
Sound×Art

우리 일상에 늘 존재하는 소리, 청각의 즐거움과 유쾌함을 주는 음악, 아무 의미도 전달하지  

않는 불필요한 소음 등 각각 그 의미가 다른 소리의 특성을 알아본다. 다양한 재료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소리로 만들어 조작해보거나 표현한다.

기간 2015.10.31. ~ 2015.12.5, 매주 토요일, 10:00 - 13:00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교육실

대상  중·고등학생 20명

강사  전형산, 우현주, 윤재민, 김보라

회차 단계 내용

1차   

10.31

오리엔테이션 및 소리의 발견 소리의 의미와 특성 파악하기

2차   

11.7

소리의 발생과 관계 소리의 매체적 특성 이해하기

3차  

11.14

악기의 원리 악기의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하여 나만의 악기 만들기

4차  

11.21

소리 악보 제작 나만의 소리 악보 그리기

5차   

11.28

사운드 디자인과 폴리아트 소리로 이미지 그리기

6차   

12.5

나만의 소리 예술 프로젝트 소리를 이용한 자신만의 프로젝트 제작 실습

5강 사운드×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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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수업 : 오리엔테이션 및 소리의 발견(10.31)

오리엔테이션 및 소리의 의미와 특성을 파악한다.

단계 세부내용

도입 오리엔테이션 및 자기 소개

청취지각훈련 청취지각훈련 실시

소리의 발견 소리와 소음의 차이 구분

마무리 공유 및 정리

교육재료 : 노트북, 색연필, 종이, 다양한 표현 도구, 스케치북, 카메라 등

✚ 도입 

수업에 앞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후, 소리를 중심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소리프로필’ 시간을 갖는다.

✚ 청취지각훈련 

직접 정적(silence)을 체험한다. 다양한 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공간 안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기록한다. 간단한 놀이를 통해 각자 기록한 소리에  

대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한다

✚ 소리의 발견  

개별로 소리와 소음을 채집하고 함께 들어본다.  

채집한 소리에 대한 서로의 인상을 공유하며 소리와  

소음의 차이를 구분하고, 소리의 개념을 확장한다.

✚ 마무리 

소리, 소음, 정적을 통해 발견한 소리의 특성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다양한 현대 예술의 레퍼런스를  

살펴보며 수업을 마무리한다.

2차시 수업 : 소리의 발생과 관계(11.7)

소리의 매체적 특성을 이해한다.

단계 세부내용

도입 소리의 발생 원인과 전달 방식 추적하기

원리 이해하기 진동과 파동 이해하기

활동 스피커 만들기

마무리 공유 및 정리

교육재료 : 녹음기, 스피커 만들기 재료, 악기가 아닌 소리나는 물건 등

✚ 도입 

공간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추적하고 소리가 나는  

이유를 살펴보며 소리의 발생과 전달 방식에 대해 생각해본다.

✚ 원리 이해하기 

소리 보기 장치를 통해 진동(파동)의 원리를 이해한다.  

직접 골전도 스피커를 만들어보며 소리의 전달 방식을 이해한다.

✚ 마무리 

소리의 전달 방식을 통해 ‘타자와의 관계’,  

‘내용’, 그리고 ‘소통(전달) 방식’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수업을 마무리한다. 

✚ 활동 

간단한 스피커를 만들며 소리의 매체적 특징을 이해한다.  

다양한 소리를 채집하고 직접 만든 스피커를 통해 들어보며  

소리에 대한 생각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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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수업 : 악기의 원리(11.14)

악기의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하여 나만의 악기를 만든다.

단계 세부내용

도입 악기 이해하기

악기 만들기 일상의 물건을 이용해 악기 만들기

마무리 공유 및 정리

교육재료 : 피에조, 엠프제작 키트, 케이블, 인두기, 납, 방진마스크, 악기 등 

✚ 도입 

악기의 원리를 파악하고 소리의 표현방식을 탐구한다.  

악기의 종류와 종류별 소리 발생 방식을 살펴본다.

✚ 악기 만들기  

콘덴서 마이크를 만들고 직접 엠프를 제작한다.  

콘덴서 마이크와 엠프 만들기 실습을 통해 소리가 울리는  

방식을 체험한다. 완성된 콘덴서 마이크와 주변 사물을 이용해  

악기를 만들고 소리를 만든다. 다양한 일상의 사물을 통해  

소리의 질감을 탐구한다.

✚ 마무리 

각자 만든 악기의 소리를 들어보고 인상을 공유한다.

4차시 수업 : 소리 악보 제작(11.21)

나만의 소리 악보를 그리고 연주한다.

단계 세부내용

도입 그림 악보 이해 및 소리와 이미지의 관계 탐구

표현 활동 I 소리와 이미지, 소리의 해석과 이해

표현 활동II 사운드 퍼포먼스

마무리 공유 및 마무리  

교육재료 : 스케치북, 오선지, 다양한 미술재료, 나만의 악기 등

✚ 도입 및 표현 활동 I 

악보의 역사와 변천을 알아본다. 그림 악보를 이해하고  

소리와 이미지의 관계를 탐구한다. 다양한 소리를 그림  

악보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각자 표현한 그림 악보를  

서로 해석해보며 악보에 대해 이해한다.

✚ 표현 활동 II 

그림으로 표현한 자신만의 악보를 만들고  

공유한다. 친구들과 악보를 바꿔 나만의  

악기로 개별 연주를 한다. 

✚ 마무리 

직접 만든 악보들을 모아 모두 함께 합주한다.  

협연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마무리한다. 

5강 사운드×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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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시 수업 : 사운드 디자인과 폴리아트(11.28)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사운드 디자인과 폴리아트를 체험한다.

단계 세부내용

도입 디지털 사운드 디자인과 폴리아트의 이해 

발상과 듣기의 전환 다양한 소리 묘사하기

폴리아트 활동 폴리아트 실습 및 녹음 

마무리 정리 및 마무리  

교육재료 :  마이크, 마이크 스탠드, 필기구, 레인스틱 다양한 미술 재료,  

 방석, 머그컵, 스테인레스 스틸, 사포, 캔버스, 북채 등

✚ 도입 

디지털 음향 제작 과정을 알아보고 다양한 레퍼런스를 통해  

디지털 사운드 디자인과 폴리아트를 이해한다. 레인스틱을  

만들어보며 이해를 돕는다.

✚ 발상과 듣기의 전환  

발상을 전환하고 여러 소품을 활용하여 다양한 소리를 묘사한다.  

특정 소리의 음색과 질감 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재의  

사물을 활용하여 어떻게 소리를 만들 것인지 탐구해본다. 

✚마무리 

소리를 덧입힌 영상을 함께 감상하며 수업을 마무리한다.

✚폴리아트 활동  

직접 폴리아트를 실습한다.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물을  

활용하여 주어진 영상에 직접 사운드를 디자인해 덧입혀본다.  

6차시 수업 : 나만의 소리 예술 프로젝트(12.5)

소리를 이용한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실습한다.

단계 세부내용

도입 사운드아트의 다양한 장르 이해

구상 소리 작품 구상하기

창작 활동 소리예술작품 만들기

마무리 공유 및 정리

교육재료 : 지난 수업에서 사용한 모든 재료

✚ 도입 

사운드 아트의 세부 장르를 살펴보며 지난 5주 동안 배운 수업 내용을 복습한다. 

소리와 관련된 다양한 현대 예술의 레퍼런스를 살펴본다.

✚ 구상 

지난 5주간 배운 수업 내용들을 활용하여 개별 소리 작업을 구상하고 스케치한다. 

5강 사운드×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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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 활동 

각자 구상한 소리 작업을 구체화하여 만들어본다.  

내가 만든 작품과 공간, 소리, 나와 타인(청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작업을 한다.

✚ 마무리 

6주간의 수업을 되집어보고 소감을 공유하며 수업을 마무리한다.

활동리뷰

〈사운드×아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조금은 낯선  

사운드 아트를 소개하고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리에 대해 인식하고 개념을  

확장하는 수업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소리를 채집하여 그 소리의 의미를 찾고, 나만의 

악보를 만들고, 주변 사물로 만든 악기로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활동을 함께 했다. 학생들은 

수업 중 자유롭게 표현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데에 조금 쑥스러움을 많이 느끼는 듯하였으나, 

참여 후기에서는 흥미와 관심,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리보기 장치를 통해 

시각적으로 소리의 진동과 파동을 보여주는 수업, 직접 스피커를 제작하여 소리의 전달  

방식을 이해할 수 있었던 수업 등 다양한 활동과 함께 소리와 관련된 다양한 현대예술의  

레퍼런스도 함께 소개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고 흥미를 제고하였다.

Review of Activities

〈Sound ×Art〉 is a teen program aimed at introducing sound art that 

is relatively unfamiliar to them and at expanding the perception 

and concept of a wide array of sounds that exist around us. This 

program had the largest number of individual expression activities 

among the education programs of the 2015 NJP Kumdarak Saturday 

Cultural Schools. Students collected sounds, found the meanings 

of these sounds, created their own score and expressed their ideas 

with the instruments they made using the objects around them. 

Although students seemed a bit shy about expressing freely and 

sharing opinions because they had relatively less group activities, 

their reviews after the program showed a very high level of interest, 

attention and satisfaction. Students took part in various activities: 

they observed sound vibrations/waves with a device showing sound 

visually and learned the way of transmitting sound by creating a 

speaker on their own. In addition to these activities, various references 

of contemporary art in relation to the sound were introduced to 

enhance students’ understanding and interest.  

5강 사운드×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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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어 토요일이 즐거웠나요?

‥ 다양한 활동이 좋았다.

‥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창의력이 키워진 것 같다.

‥ 작품마다 개개인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어서 좋았다.

‥ 새로운 것을 알고 만드는게 좋았다 등

네 

100%

설문 참가자 현황

여자

50%

남자 

50%

＼ 성별

＼  참여 경로
부모님 권유 

72%

주변인 소개 

리뷰 14%

신문, 뉴스,

홈페이지 14%

＼ 나이
14세 

33%

15세 

17%

19세 

17%

17세 

33%

내년, 우리 동네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다시 생겨나길 희망하나요?

긍정 

‥ 현대미술 관련

‥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 본 프로그램 등

네 

83%

아니오

17%

나에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입니다.

‥ 주말(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가기 귀찮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새로웠다.)

‥  토요일에 나가기 싫지만 가고 싶은 곳(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집에서 핸드폰만 했다.  

 사운드 아트에 대해 잘 몰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토요일에 밖에 나와서  

 더 재미있는 활동을 해서 재미있었다.)

‥  신기한 곳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소리에 대해 몰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더 잘 알게 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부지런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등

이번 수업은 내가 지금까지 참여한 수업과 색다른 점이 있었나요?

‥ 사운드 아트라는 것을 들어는 보았지만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더 많은 내용을 알게 된 것 같다.

‥ 사운드 아트라는 생소한 것을 개념부터 알아간 것이 색달랐다.

‥ 새로운 소리를 찾는 점이 색달랐다 등

네 

100%

친구들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수업에 다시 참여하고 싶은가요?

네 

50%

아니오 

50%

프로그램 만족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무응답

33%33%

17%

66%

33% 17%

17%

50%

16%

17%

50%33%

50%

34%66%

50%50%

33%33%34%

17%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토요일이 즐거웠다

함께 참여한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본인의 창의력, 상상력이 자라는 계기가 되었다

선생님과 충분한 대화가 가능하다

선생님의 수업내용이 이해하기 쉽다

수업공간이 불편, 위험하지 않다

수업자료 내용의 이해가 쉽다

다양한 활동이 있다

34%

17%

설문결과 분석

〈사운드×아트〉를 함께 한 학생들은 주로 부모님이나 주변인의 추천을 받아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학생들은 모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조금은 낯선  

사운드 아트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좋았고, 기존의 예술 창작 수업과 달리 소리를 이용하는 활동들이  

색다르고 즐거웠다고 응답하였다. 학생들 대부분은 다음에도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고, 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었다. 동일한 문항에서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주말에 쉬고 싶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실제로 수업 중간중간 참여학생들 모두 본 수업이 끝나고 학원이나 학교로 돌아가거나 기말고사와 시기가 

겹쳐 학업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추후에는 일정 및 시간 조정을 고려한 기획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강 사운드×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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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ors 강사 소개

박승원은 독일 함부르크 조형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작업 중이다. 작가는  

현시대를 불안정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에 집중한다. 그리고 작가가 지향하는  

비논리적이고 유아적인 행위, 또는 문명화된 

틀을 벗어난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행위들을 

통해 삶의 모습을 새롭게 정의하고 불안감을  

극복하려고 한다. 《건강한 카오스》(미디어 

극장 아이공, 2015), 《Good Morning 

Miss Lilli!》(꿀&꿀풀, 2012)라는 개인전

과 《2015 랜덤 액세스》(백남준아트센터, 

2015), 《동식물계》(갤러리팩토리, 2015), 

《현대미술, 박물관에 스며들다》(경기도 

박물관, 2015)등의 기획전에 참여했다.

박민선은 미술을 공부하고 연극을 했으며,  

현재는 퍼포먼스라는 장르를 탐구 중이다.  

종합예술인 박민선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가 낳는 아이러니에 주목하며, 이를  

유머러스함과 키치적 미학을 통한 실험적  

작업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종합 예술인  

박민선은 퍼포머/연출/디자이너이며 장르를 

뛰어 넘는 작업을 추구하고 있다.

조희경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학사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창작과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미술과 무용 안무  

창작을 전공하여, 무대무용, 다양한 매체,  

다양한 장소 등을 통해 춤을 창작해 오고  

있다. 현재 순환창작소 대표이며, 한국예술 

종합학교 무용원, 서울여대 등 대학 및 순환 

창작소에서 춤 교육을 진행 중이다.

Seung Won Park Seoul based artist Seung-

won Park studied at the University of Fine 

Arts of Hamburg. The artist focuses on 

the unstable life of contemporary people. 

Park strives to overcome anxiety and to 

define a life through illogical and childlike 

behaviors or basic and instinctive acts, 

escaping from a civilized framework. The 

aritst held solo exhibitions including A 

Desirable Chaos (Media Theater I-Gong, 

2015) and 〈Good Morning Miss Lilli!〉 

(Ccuull & Ccuull Pool, 2012) and also 

participated in the exhibitions such as 

2015 Random Access (Nam June Paik 

Art Center, 2015), Flora Fauna Society 

(Gallery Factory, 2015) and Contemporary 

Art, Infiltrated into a Museum (Gyeonggi 

Provincial Museum, 2015). 

Minsun Park studied arts, worked in the 

field of theatre, and currently explores 

the genre of performance. As an all-round 

artist, she is interested in the world we live 

in, focuses on the irony of the world and 

tries to do the experimental work based 

on the aesthetics of humor and kitsch. As 

a performer, director as well as designer, 

Park is in pursuit of cross-genre work.  

Cho Hee Kyung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a bachelor’s 

degree in painting and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with a master’s degree 

of fine arts in choreography. Based 

on her specialty in fine arts and dance 

choreography, the artist has shown a wide 

range of choreographies using various 

media and venues including the stage. 

She is a representative of the Soonhwan 

최은진은 이것도 저것도 다 춤이라고 우기며 

공연도 하고 워크숍도 진행해왔으나 최근  

그러한 태도에 한계를 느끼고 변화를 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신체하는 안무〉, 〈유용 

무용론〉, 〈이것도 춤이다〉, 〈자가발전극장〉  

등의 공연을 올렸으며, 예술같은 건 아무도  

원하지 않아도 필요한 게 틀림없다는  

믿음으로 조금씩 계속 해 나가고 있다.  

현재의 관심사는 자립, 친구, 춤을 제외한  

모든 것이다.

이세승은 안무를 전공하고 동료들과  

‘쌍방’이란 이름의 집단을 결성하여 활동해 

오고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자유자재로 활용이 가능한  

‘즉흥 움직임’의 방대한 넓이와 깊이에 빠져  

탐구하고 있다. 학창시절 예체능특기자반이  

따로 없어 ‘이과’를 선택해야 했던 것이  

운명보다는 사회적 프레임의 간계에 가까움을 

이제서야 깨달았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지적 바다에 발가락을 적셔볼 욕망을  

공유하는 동료들과 지적 사유와 신체언어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체계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KIBIAN(aka 안강현)은 작업과 함께  

요가를 수련하고 가르친다. 현재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릴레이 1인극 ‘단막’  

연작과 서울의 나이 많은 나무들을 하나하나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일종의 맵핑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옥희동키플레이랩’이라는 놀이 

연구소를 구상, 신나는 놀이터를 만드는  

꿈을 꾼다.

(Institute of Creative Dance Circulation) and 

is teaching at the department of  

dance of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eoul Women’s University as well  

as at Soonhwan.  

Eunjin Choi had performances and 

workshops based on her belief that anything 

could be a kind of dance. the artist recently 

started to seek changes, feeling the limit 

of such an idea. The artist regards arts as 

something indispensable although nobody 

wants it and has presented performances 

including Decoding Movement, Useful 

Dance Theory, This is Also a Dance and 

Self Generated Theater for the last three 

years. Presently, the artist is interested in 

everything except independence, friends 

and dance. 

Seiseung Lee, who majored in 

choreography, has been working as 

a member of the contact workshop 

‘Sangbang’ that he founded with his 

colleagues. The artist is engrossed in the 

enormous width and depth of ‘improvised 

movement’ that can be used freely, differing 

with the circumstances. Now the artist came 

to realize that he was not fated to choose 

the field of science because there was no 

arts and physical education field, but it 

was because of a trick of the social frame. 

Based on this experience, he intends to 

systematize the interdependence between 

intellectual thinking and body language with 

his colleagues with whom he can share the 

desire to put into the sea of intelligence. 

KIBIAN(aka Kanghyun Ahn) is an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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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정은 응용미술학을 전공하고 광고,  

출판 등 그래픽 디자이너와 동화 일러스트 

레이터로 활동하였으며, 경기문화재단 

COP(플럭서스 연구)에 참여하였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의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의 평가단과 백남준 

아트센터 전시연계교육프로그램 및 토요 

문화학교 예술강사로 활동 중이다. 숙명여대 

교육학 석사 과정 중에 있으며, 교육공학적  

측면으로서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동승훈은 경제학이라는 본전공보다 문화 

비평학에 빠져있는 졸업반 대학생이다.  

2014년 백남준아트센터 꿈다락 토요문화 

학교와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교육  

강사로 활동하였다. 항상 벤야민과 백남준을 

좋아하고 요즘은 짐 자무쉬의 영화와 톨스 

토이 소설들에 심취해 있다. 함께 보고 듣고 

읽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며,  

어서 돈을 벌어 하고 싶은 공부를 끝마치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지니고 있다.

이춘영은 이춘영은 숙명여자대학교 문화 

관광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숙명여자

대학교박물관 도슨트, 국립중앙박물관  

청년멘토, 아시아프 학생아트매니저 등으로 

활동하며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키워왔다. 2014년 백남준아트센터 청소년  

진로탐색 교육과 경기항공전 교육강사로  

활동하였고, 지난 1년 간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진행되는 전시연계 교육 프로그램 및 토요 

문화학교에 보조강사로 참여하였다.

오재우는 오재우는 예술과 사회구성원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으며, 

〈Collector’s Choice〉, 〈국민체조  

시~작!〉, 〈별이 빛나는 밤에〉 와 같이 다양

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 기획하였다. 

2015년에는 〈도시 어르기〉를 통해서 도시의 

일상적인 길들을 무대로 만들어가며 새로운 

감각으로 도시를 느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또 〈홍상표작가만들기프로젝트〉를 

통해 예술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작업을 전개하였다. 예술이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중의  

하나의 방식으로 예술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손주영은 홍익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 대학원을  

수료했다. 회화, 영상 등을 병행하여 작업 

한다. 백남준아트센터 토요문화학교 〈매체는  

매체다〉, 〈모음곡 031〉, 〈굿모닝 미스터 백〉, 

〈미디어 조각〉과 NJP 크리에이티브 썸머  

〈텍스트-토피아〉에 강사로 참여했다.

손혜주는 Otis College of Art and 

Design에서 Illustration을 전공했고,  

현재 홍익대학교 대학원 예술학과에서 공부 

중이다. 〈Everything But The Kitchen 

Sync〉, 〈O Professional Book Show〉 

등에 참여 작가로 활동하였고, 일러스트와  

어린이 동화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과 경기도미술관 교육 

강사로 활동 했었고, 올해는 경기문화재단  

문화재생팀에서 ‘옆집에 사는 예술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최진석은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원 조형 

예술과에 재학중이다. 주로 조각과 설치 

작업을 하는 조각가이고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이미지나 각종 오브제들을 이용하여  

and yoga instructor. At present she is 

undertaking a baton passing series of 

one-man performance work 'OneAct',  

and a mapping project that visits old living 

trees in Seoul. Meanwhile she conceives 

‘OkheeDonkey Playlab’ to build up a joyful 

playground someday.

Hee Jeong Park, an applied art major, has 

been working as a graphic designer in the 

fields of advertisement and publication 

as well as illustrator for children’s story 

books. She also took part in the Gyeonggi 

Cultural Foundation’s Community 

of Practice (Fluxus research). She is 

currently working as an evaluator for the 

exhibitions and education programs of 

Children’s Museum at National Museum of 

Korea as well as an art instructor of the 

Saturday Cultural Schools and education 

programs connected to the exhibition 

at Nam June Paik Art center. Park is 

also working toward a master’s degree 

in education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nd is conducting research on 

arts education programs in the aspect of 

educational technology.  

Seung Hoon Dong is a senior student, 

who is more interested in cultural criticism 

than his major, economics. He has always 

liked Walter Benjamin and Nam June 

Paik and is deeply into the films of Jim 

Jarmusch and the novels of Tolstoy these 

days. He likes people with whom he can 

see, hear, read and talk together and has 

a ‘little’ dream of finishing his study after 

making money as soon as possible. 

Choonyoung Lee is a student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in the 

division of culture and tourism. She 

has developed her interest in arts and 

culture, while working as a docent of th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useum, 

a youth mentor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s well as a student art manager 

for the 〈ASYAAF〉. For the last one year, 

she took part in the educational programs 

connected to the exhibition as well as 

Saturday Cultural Schools held by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as an assistant 

instructor. 

Jaewoo Oh, who shows interest in the 

relations between arts and the members 

of society, has worked on the projects that 

can be shared by a diversity of people such 

as 〈Collector’s Choice〉, 〈Start! National 

Gymnastics!〉 and 〈A Starry Night〉. In 2015, 

the artist carried out a project, 〈Taking 

Care of a City〉, in which he transformed 

ordinary roads of the city into a stage and 

made a new sense of city. In addition, in 〈A 

Project to Make Sang-pyo Hong an Artist〉, 

he posed a question of what an artist is. Oh 

explores the possibilities of arts in society 

and is actively involved in the activities of 

arts education as one of these possibilities. 

Jooyoung Son majored in painting  

at Hongik University and completed a 

master’s course in the department of fine 

art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His work is characterized 

by a combination of painting and video, 

etc. He was an instructor of the Saturday 

Cultural Schools programs such as 〈Media 

is Media〉, 〈Suite 031〉, 〈Good Morning Mr. 

Paik〉 and 〈Media Sculpture〉 as well as of 

the NJP Creative Summer program 〈Text-

Topia〉 at the NJP Art Center. 

Hyejoo Son studied illustration at the Otis 

College of Art and Design with a major 

in illustration and currently studies at the 

graduate school of Hongik University in 

the arts department. She took part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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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가능한 다른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

전형산은 추계예술대학교 서양화를 전공하고,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미디어  

아트 전공)에서 비음악적 소리의 관심으로  

사운드 노이즈의 잠재성에 관하여 연구  

중이다. 또한 사운드 인스톨레이션 및 사운드 

퍼포먼스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진행하며,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입주 작가로 다수의 

전시와 공연에 참여하였다. 그 외에 아르떼  

미디어아트 교육 시범사업 및 토요문화학교 

등 사운드 아트 관련 워크숍 및 강연 등을  

진행하며 예술강사로 활동 중이다.

우현주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한국음악  

작곡을 공부하고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미디어 아트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동-서양음악어법을 통한 동시대적 순수음악과 

다양한 매체(영화, 뮤지컬, 연극 등) 음악  

작곡 활동을 기반으로 비음악적 사운드의  

구체화를 통한 사운드 퍼포먼스 활동을 하며, 

공연예술에서의 미디어 인터페이스를 연구중

이다.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작가이며  

토요문화학교와 뉴욕필 교육프로그램 〈Very 

Young Composers〉예술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윤재민은 소리를 듣고, 만들고, 연주한다.  

음악일 수도, 노이즈일 수도, 혹은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소리(존재)들이 개인에 

따라 다르게 놓여지는 것처럼, 사회 속에서  

작동하는 심리적 경계와 그로 인해 가리워

진 것들 주목한다. 최근 조각에 소리를 담은 

〈Barricade/2015〉를 발표하였으며, 여러 

작가들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매체와 장르에 

접근, 접목하고 있다.

김보라는 어렸을 때부터 질문을 좋아했다.  

푸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인지  

솟아나는 질문들을 가지치기 하지 않았다.  

그렇게 잔가지를 많이 만들며 살아왔다.  

이런 가지 많은 나무도 어딘가에는 필요하다 

여긴다. 짧은 기간이지만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여러 교육 프로그램 강사를 하며 다양하고  

많은 질문들을 만났다. 앞으로 돋아날 잔가지

마다 모순되는 것들이 가득 달렸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진지함과 유머가 공존하는 나무 

(사람)가 되고 싶다.

exhibitions including 〈Everything but 

The Kitchen Sync〉 and 〈O Professional 

Book Show〉, and is doing illustration 

for children’s books. She taught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and the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d carried out 

a project entitled ‘The Artist Living Next 

Door Project’ in the Cultural Regeneration 

Team of the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Jin Seok Choi graduated from Hongik 

University with a major in painting and 

is studying at the department of fine art 

of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His main areas of work are sculpture and 

installation and he creates different kinds 

of stories by using various images and 

objects that are easily accessible. 

Jun Hyoung San majored in painting 

at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and 

is studying media arts at the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 and arts of 

Yonsei University. His main field of 

research is the potential of sound noise 

based on the interest in unmusical 

sound. The artist has presented diverse 

works such as sound installations and 

sound performance and participated in a 

number of exhibitions and performances 

as a residency artist at the Incheon Art 

Platform. He also holds workshops on 

sound art and gives lectures as an arts 

instructor of the ARTE’s demonstration 

project of media art education as well as 

of Saturday Cultural Schools. 

Hyunju Woo studied composition in the 

department of traditional music of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nd 

completed a master’s course in media arts 

at the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 

and arts of Yonsei University. The artist 

not only composes a diversity of media 

music (film, musical, theatre, etc.) as well 

as contemporary pure music based on 

oriental-western musical expressions, 

but also shows sound performances by 

incorporating unmusical sounds. She is 

also studying the media interface in the 

field of performing arts. Woo is a residency 

artist at the Incheon Art Platform and 

works as an arts instructor of the Saturday 

Cultural Schools and of the 〈Very Young 

Composers〉 program by New York 

Philharmonic. 

Jaemin Yoon listens to, creates and 

performs the sound. It may be music or a 

noise or may not be heard. The artist pays 

attention to the psychological boundary 

working in society and those that are 

hidden as a result of it, as these sounds 

(existences) are accep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individual. Recently, 

he presented a work 〈Barricade/2015〉 

that adds sound to sculpture, and tries to 

approach and combine a wide range of 

media and genres through collaboration 

with several artists. 

Bora Kim has loved questions since her 

childhood. She did not cut off the branches 

of questions because she was not much 

interested in solving them. Kim has made a 

lot of little branches in life. Trees with many 

branches might be needed somewhere. 

Despite a short period of time, she was 

faced with various and numerous questions 

in the course of offering multiple education 

programs as an instructor or an assistant 

instructor at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She hopes the little branches that will come 

out will be loaded with many contradictory 

things. She wishes to be a tree (person) 

embracing both seriousness and hu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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