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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am hosted by Gyeonggi Province as well as Gyeonggi Arts & Culture Education 

Support Center of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nd sponsored by the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With the introduction of a five-day school week, it provides 

arts & cultural education programs for children and teens on Saturdays to help them 

develop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arts and communicate with peers and family 

members.

프로그램 기획 김선영, 조민화

교육 코디네이터 김보라, 문주원

학예  안경화, 김지희, 김현정, 박혜진

아카이브 박상애

기술  이기준

홍보  임하영

디자인  한나은, 성예슬, 김혜린

도슨트  박은주

인턴  양윤정

행정지원 서은경, 강병현, 박영휘

촬영 디유크리에이티브, 강신대, 박병훈, 백남준아트센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협력하는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주5일 수업제를 맞이하여 매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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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Nam June Paik Art Center 

2016 NJP Kumdarak Saturday Cultural Schools

2016. 04. 02. ~ 09. 11.

백남준아트센터

2016 NJP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2016. 04. 02. ~ 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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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석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백남준아트센터에서는 예술작품의 수집, 보존, 연구, 전시 등 사회적 역할에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세대를 위해 다양한 창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NJP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이러한 프로그램들 중 하나로서 문화와 예술적 감성이 풍요롭게 펼쳐질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년 동안, NJP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통해 백남준아트센터는 예술적 자원과 역량을 사회와 나누고자 

매주 토요일 초·중·고등학생 및 가족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백남준아트센터의 내적 자원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수평적이고 융·복합적인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도 NJP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Hello, Mr. Paik: 백남준의 걸음으로>, <시간의 정원>, <도전! 

NJP 도슨트>의 3강으로 구성되었고, 모든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NJP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 참여해주신 많은 강사들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NJP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을 

위해 애써주신 백남준아트센터 학예실의 김선영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김보라 코디네이터의 노고에 

고마움의 뜻을 전합니다.

Suh Jinsuk

Director, Nam June Paik Art center

Nam June Paik Art Center has developed and operated a wide range of creative education 

programs for the next generation to lead our country, beyond its social role to collect, preserve, 

investigate and exhibit the works of art. As one of these programs, the NJP Saturday Cultural 

School has contributed to building a future society full of cultural and artistic spirits. 

The NJP Saturday Cultural School is a program designed to share artistic resources and 

abilities that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has with society for the last 5 years. The program 

also pursues horizontal and multidisciplinary education by utilizing the internal resources of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as well as inviting external professionals from various fields so 

that elementary·middle·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families could meet every Saturday and 

participate in the program. 

The 2016 NJP Saturday Cultural School, consisting of three lessons, <Hello, Mr. Paik: With the 

Steps of NJP>, <Time Garden> and <Be a Teen NJP Docent!>, has ended very successfully. I am very 

grateful to many instructors for their passionate participation and contribution. I would also like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assistant curator Kim Sun Young and coordinator Kim Bora in the 

Curatorial Department of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for their constant efforts in running the 

Saturday Cultural School program.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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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un Young

Nam June Paik Art Center

Since 2012,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has run the NJP Saturday Cultural School to provide 

elementary·middle·high school students as well as families with a diversity of experiences of 

arts and encourage them to broaden their knowledge and thoughts based on the experiences at 

museums and art centers. 

The 2016 NJP Saturday Cultural School includes a creative media workshop on the basis of the 

experimental and intermedia arts by contemporary artists as well as Nam June Paik and a teen 

docent program, etc. This year, we intended to provide a program in which participants and 

mediators, who are supposed to lead the program, can both learn from each other and share 

their thoughts and feelings together. Besid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collected so 

far, we have reduced the number of programs and have increased the number of sessions for 

each program so that participants and mediators can actively exchange their opinions an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participants play a role in taking the lead in the program. 

<Hello, Mr. Paik: With the Steps of NJP> is a creative media workshop for teens in collaboration 

with contemporary artists from diverse fields, using different media. In the course of creating a 

work, students learned how to accept and share different ideas and experienced the process of 

making something 'together' through collaboration. 

<Time Garden> is a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ir families to make a video 

on their “family time.” The participating family members had time to look back on the times 

they spent together, shared the present moment and imagined the future through media collage 

activities. 

In the <Be a Teen NJP Docent!> program, teens wrote a script in their own words and became a 

docent to guide visitors for better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the artwork and exhibition. 

The participating students learned how to accept different perspectives and wrote a script where 

facts and opinions were differentiated, after appreciating the exhibitions organized by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during the period of the education program, and sharing their opinions and 

feelings. 

With an increased number of sessions compared to the past programs, participants could have 

more conversations and learn from each other by exchanging their own thoughts and experiences. 

Students showed us their bright and creative ideas, the ability to absorb like a sponge as well as 

unique viewpoints upon the world. For mediators, interchanges with students was like a window 

through which they could see the world that they had overlooked from a pure perspective and 

김선영

백남준아트센터

백남준아트센터는 지난 2012년부터 초·중·고등학생 및 가족이 함께 다양한 예술을 경험하고, 박물관· 

미술관에서의 예술 경험을 통해 다양한 사유를 할 수 있는 NJP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2016 NJP 토요문화학교에서는 장르를 넘나들며 예술의 융합을 보여준 백남준과 현대 작가들의 

실험적인 예술을 사유하고 경험하는 미디어 창작 워크숍 및 청소년 도슨트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었고, 교육을 

이끌어가는 매개자가 있지만 참여자 및 매개자가 서로 함께 배움을 공유할 수 있고,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또한 그간 설문 결과들을 적극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수를 줄이고 각 프로그램별 주차를 늘려, 참여자와 매개자간의 교류와 소통을 이끌어내어 참여자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Hello, Mr. Paik: 백남준의 걸음으로>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다른 미디어를 통해 작업 활동을 

하고 있는 현대 작가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어 본 미디어 창작 워크숍이었다. 학생들은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수용하고 공유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협업을 통해 ‘함께’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가족의 시간을 담은 영상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인 <시간의 정원>은 초등학생 가족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참여 가족 구성원들은 미디어 콜라주 활동을 통해 가족이 함께한 시간을 되새겨보고, 현재를 공유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도전! NJP 도슨트>는 청소년들이 자기만의 언어로 스크립트를 작성해보고, 직접 관람객에게 작품 및 전시 

감상을 돕는 도슨트가 되어보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학생들은 교육 기간 중 운영된 아트센터의 전시를 집중 

감상 후 다른 친구들과 의견과 감상을 공유하며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법을 배웠으며,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스크립트를 작성해보았다.

참여자들과 매개자들은 작년 프로그램과 달리 여러 주차에 걸쳐 함께 하는 과정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여 서로 배움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학생들은 통통 튀는 생각과 스펀지 같은 

수용력을 보여주었고, 청소년들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을 보여주었다. 매개자들에게도 학생들과의 교류는 

미처 보지 못했던 세상을 순수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창이었고, 스쳐지나간 것들과 잊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불러일으켜 주는 신선한 자극이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자기 생각을 발전시키고 다른 

참가자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것과, 수동적으로 수업을 듣기보다는 ‘참여’하는 경험이 매우 색다르고 잊지 못할 

추억이었다는 의견들을 주었다. 백남준아트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프롤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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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문화학교가 학교 밖 예술 교육, 미술관에서의 예술 교육으로서 미술관에서 일상에서 지나쳤던 수많은 

생각에 꼬리 물기를 하며 나의 생각을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 함께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학교’가 되었으면 한다. 무조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기 보다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해보는 작은 경험이 되었으면 한다. ‘생각의 씨앗’을 무의식에 심어준다는 영화 <인셉션>처럼, 

백남준아트센터 토요문화학교에서의 작은 경험이 ‘씨앗’이 되어 훗날 참가자들과 매개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이 씨앗이 어느 순간엔가 발아하여 저마다의 꽃과 나무로 꽃피워지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2016 NJP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참여자와 매개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었다. 한 해 동안 NJP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위해 

애써주신 매개자들과 학예실 직원들, 그리고 참가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a fresh stimulation to remind them of the things that had passed them and had been forgotten. 

After the program, the participants said that this program gave them an exceptional and 

unforgettable experience because they could communicate with others, develop their thoughts 

and actively 'take part' in class, rather than just passively take a course. It is definitely the starting 

point of the education programs at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As one of the “out-of-school arts education programs” to be held at the museum, the NJP 

Saturday Cultural School seems to be a place where we can think of many overlooked thoughts 

in our daily life, develop our curiosity as well as ideas and express them by sharing our opinions 

with others. It will be more desirable if we can express our own thoughts and feelings, rather than 

accepting the others' opinions unconditionally. Like the movie <Inception> including the story of 

planting the ‘seed of an idea’ in someone’s unconsciousness, I hope the experiences at the NJP 

Saturday Cultural School will become a ‘seed’ to the participants and mediators, which will turn 

into flowers and trees someday in the future when the participants get back to their ordinary 

life. The NJP Kumdarak Saturday Cultural School could be completed by both participants and 

mediators together. Lastly, I would like to express my thanks to all the mediators, the Curatorial 

Department staff and participants for their support and efforts for this year's NJP Saturday 

Cultural School.

프롤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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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son  Hello, Mr. Paik: With the Steps of NJP

  April 2 ~ June 18, 2016 (10 weeks, 10 sessions)

   A creative media workshop designed to appreciate and explore the works 

of Nam June Paik, extend and reinterpret their meanings and concepts in a 

contemporary way

      Lesson  Time Garden

  June 25 ~ July 16, 2016 (4 weeks, 4 sessions)

   Intensive appreciation of one of Paik's major works, TV Garden, and creation of 

Time Garden by parents and kids together

      Lesson  Be a Teen NJP Docent!

  July 23 ~ September 11, 2016 (8 weeks, 9 sessions)

   To be a teen docent to understand the works from a teenager's perspective, 

write a script in his or her own words and communicate with visitors

       강 Hello, Mr. Paik: 백남준의 걸음으로

기간 2016. 4. 2. ~ 6. 18.(10주, 10회)

대상 14-19세 청소년

   백남준의 작품을 감상·연구하고, 작품의 의미와 개념을 확장하여 동시대적으로 

재해석해보는 미디어 창작 워크숍

       강 시간의 정원

 기간 2016. 6. 25. ~ 7. 16.(4주, 4회)

 대상  8-13세 초등생 가족 5팀 

백남준의 대표작 중 하나인 <TV 정원>을 집중 감상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우리 가족 <시간의 정원> 만들기

       강 도전! NJP 도슨트

 기간 2016. 7. 23. ~ 9. 11.(8주, 9회)

 대상 17-19세 청소년

    청소년의 감성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언어로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작품을 

통해 관람객과 함께 소통하는 청소년 도슨트 되기

 

1 1

2 2

3 3

프로그램 개요



 Hello, Mr. Paik :  
백남준의 걸음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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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son 1 <Hello, Mr. Paik: With the Steps of NJP> is a creative media workshop for teens 
to appreciate Nam June Paik’s works, extend their meanings as well as concepts and 
reinterpret them from a contemporary perspective. Participants are required to develop 
their sensibility, imagination and cooperation, and understand the media around them, 
through the process of creating works in groups with contemporary artists.

 Period April 2 ~ June 18, 2016, Saturdays, 10:00-13:00

 Venue Green room, seminar room and exhibition space at Nam June Paik Art Center

 Participants Teens (14~19 years old)

 Instructors  Kim Bora, Kang Sindae, Baja Woo, Leeboyoung, Joo Hyunwook,  

Choi Jihyeon and Rémi Klemensiewicz

 Docents Park Hee Jeong, Lee Sung-woo

  1강 <Hello, Mr. Paik: 백남준의 걸음으로>는 백남준의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의미와  

개념을 확장하여 동시대적으로 재해석해보는 미디어 창작 워크숍이다. 동시대 작가들과 함께 

모둠별 작품 제작을 통해 감성과 상상력, 협동심을 키우고, 자신을 둘러싼 미디어를 이해한다. 

 기간 2016. 4. 2. ~ 6. 18. 매주 토요일, 10:00-13:00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교육실, 세미나실 및 전시장 등

 대상 14-19세 청소년

 강사  강신대, 김보라, 서민우, 이보영, 주현욱, 최지현, 해미 클레멘세비츠

 도슨트 박희정, 이성우

Lesson 1  |  Hello, Mr. Paik: 
With the Steps of NJP

1강  |  Hello, Mr. Paik: 
백남준의 걸음으로

프
로
그
램

 

차수 교육주제 교육내용 강사

1차 
4.2

감각 확장시키기 일상적이지 않은 몸의 감각 깨우기 김보라, 이보영

퍼포먼스 콜라주 활동을 통해 직접 백남준의 예술 경험해보기

2차 
4.9

전시 감상 및 공유 특별전 «다중시간» Part I 전시 감상 및 감상 공유하기 김보라, 박희정(도슨트)

3차 
4.23

전시 감상 및 모둠 
만들기

특별전 «다중시간» Part II 전시 감상 및 모둠 나누기 김보라, 이성우(도슨트)

4차 
4.30

미디어 창작 워크숍 I 미디어의 윤리학과 동시대 미디어 아트 강신대, 최지현,이보영, 
주현욱, 해미 클레멘세비츠

5차
5.14 

미디어 창작 워크숍 II 관계의 미학과 퍼포먼스, 도시 가지고 놀기  이보영, 주현욱, 강신대, 
최지현, 해미 클레멘세비츠

6차 
5.21 

미디어 창작 워크숍 III 조작과 실험 – 소리 해미 클레멘세비츠, 강신대, 
이보영, 주현욱, 최지현

7차  
5.28 

작품 제작 워크숍 I 을지로 일대 탐방 : 작품 제작을 위한 재료 탐색하기 강신대, 서민우, 이보영, 
최지현, 해미 클레멘세비츠

8차 
6.4

작품 제작 워크숍 II 작업 구상 및 연구 강신대, 서민우, 이보영, 
최지현, 해미 클레멘세비츠

9차
6.11

작품 제작 워크숍 III 작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협업을 통한 작품 제작하기 강신대, 서민우, 이보영,  
최지현, 해미 클레멘세비츠

10차 
6.18

작품 제작 및 발표 작품 제작 및 발표 강신대, 서민우, 이보영,  
최지현, 해미 클레멘세비츠

Session Topics Contents

1st 
Apr 2

Extension of the Senses Awaken the unusual senses of the body

Experience Nam June Paik's Arts through performance collage activities

2nd 
Apr 9

Appreciation of the Work 

and Sharing
Wrap around the Time Part I: Appreciation of the exhibition and sharing of 
feelings

3rd
Apr 23

Appreciation of the Work 

and Grouping
Wrap around the Time Part II: Appreciation of the exhibition and grouping

4th
Apr 30

Creative Media  

Workshop I
Media ethics and contemporary media art

5th
May 14

Creative Media  

Workshop II
Relational aesthetics and performance, a play with cities

6th
May 21 

Creative Media  

Workshop III
Operation and experimentation - sound

7th
May 28 

Workshop for Production 

of the Work I
Field study of Uljiro area: in search of materials for the work

8th
Jun 4

Workshop for Production 

of the Work II
Write up the work plans 

9th 
Jun 11

Workshop for Production 

of the Work III
Create a work according to the work plans through collaboration

10th 
Jun 18

Production of the Work 

and Presentation
Production of the work and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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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 감각 확장시키기

일상적이지 않은 몸의 감각을 깨우고, 낯선 방식으로 타인과 공간을 만나본다. 앞으로 10주간 

함께 할 활동에 앞서 백남준과 플럭서스 퍼포먼스의 재현을 통해 백남준의 예술을 경험한다.

과정 내용

오리엔테이션 인사 및 수업 소개

관계 맺기 가벼운 스트레칭, 조건 걷기 등의 활동을 통해 몸 풀기

감각으로 대화하기

초상화 그리기

퍼포먼스 백남준처럼 ..하기

마무리 소감 나누기 및 사전 설문

관계맺기 - 감각으로 대화하기

2인 1조가 되어 한 사람은 눈을 감고, 

다른 사람은 눈을 감은 사람의 손을 

끌어준다. 눈을 감고 짝꿍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며 시각 외의 감각으로 공간과 

타인을 만나본다.

관계맺기 - 초상화 그리기

종이를 보지 않고 상대방의 눈을 

마주 보며 서로의 초상화를 그린다.

퍼포먼스 - 백남준처럼 ..하기

백남준과 플럭서스의 퍼포먼스 

스코어를 무작위로 골라 

본인만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직접 

‘연주’해본다. 행위를 통해 백남준의 

예술을 경험하며 퍼포먼스와 

스코어*의 개념을 이해한다.

*스코어 : 퍼포먼스(연주)를 위한 지시문 

형식의 악보

프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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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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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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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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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내용

사전 활동 작품 감상을 위한 사전 활동

전시 감상 특별전 «다중시간» Part I 전시 감상

감상 나누기 사진과 메모를 활용한 감상 나누기 활동

마무리 소감 나누기 및 다음 수업을 위한 과제 공지

사전 활동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하나의 사물을 보고 연상되는 느낌, 단어, 색 등을 

자유롭게 말한다. 다른 한 그룹은 그 단어들의 나열을 조합하여 연상되는 것들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한다. 하나의 사물을 보는 시각과 감상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자신만의 느낌에 집중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존중받는 경험을 해본다.

전시 감상

도슨트 설명을 들으며 특별전 

«다중시간» Part I 전시를 

감상한다.

프
로
그
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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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내
용

2차시 : 전시 감상 및 공유

특별전 «다중시간» Part I 전시 감상을 통해 백남준의 예술과 작품을 만나보고, 간단한 활동을 

통해 자유롭게 감상을 나눈다. 참여자들 간 시각의 차이를 인식하며 자신의 느낌과 감상을 

표현하고 공유한다.

감상 나누기

작품 사진과 테이프를 활용하여 전시 공간을 

재구성한다. 개별 작품에 대한 자신만의 감상을 단어나 

그림으로 자유롭게 작성하고 공유한다. 모든 학생이 

자신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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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활동 

인상 깊은 백남준의 

작품을 선정하고, 

각자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를 

연결하고  공유한다.

3차시 : 전시 감상 및 모둠 만들기

백남준의 예술을 재해석한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다양한 시각으로  

작품을 이해한다.

과정 내용

사전 활동 전시 감상 및 향후 작품 제작을 위한 연계 활동

전시 감상 특별전 «다중시간» Part II 전시 감상

감상 나누기 자유 토론을 통한 감상 나누기

모둠 구성 및 
마무리

모둠 구성 후 질문을 통해 모둠원 탐구하기

소감 나누기 및 과제 안내

전시 감상

도슨트 설명을 들으며 특별전 

«다중시간» Part II 전시를 감상한다. 

지난 수업에서 감상한 백남준의 

작품과 연계된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을 보며 느낀 점들을 자유롭게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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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 미디어 창작 워크숍 I. 미디어의 윤리학과 동시대 미디어 아트

토론을 통해 앞으로 워크숍과 작품 제작 활동 시 다루게 될 미디어를 (다시) 이해하고,  

미디어를 대하는 태도와 방식에 대해 사유한다.

토론 활동

그룹을 나누어 ‘부드러운 

것’에 대해 토론한다. 

참가자가 이미지나 실물로 

가져온 ‘부드러운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미디어에 

대한 자신과 타인의 시각 

차이를 인식한다.

강의

토론 활동과 연계한 강의를 통해 

미디어를 (다시) 사유한다.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미디어에 존재하는 윤리학 

또는 규범을 살펴보고, 동시대 미디어 

아트를 소개하며 작가들이 미디어를 

인식하고 다루는 태도와 방법을 엿본다.

과정 내용

인사 소개 강사로 참여하는 작가 소개 및 작가별 작업 소개

강의 소개

토론 활동 ‘부드러운 것’에 대해 토론하기

강의

(강신대, 최지현)

‘미디어의 윤리학’ 강의

동시대 미디어 아트 소개

작업계획서 및 스테이트먼트 쓰기 강의

조별 모임 작품 선정 및 주제 토론

조별 모임

조별 토론을 통해 주제를 선정하고, 리서치를 

통해 작품과 작품 제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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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시 : 미디어 창작 워크숍 II. 관계의 미학과 퍼포먼스, 도시 가지고 놀기

‘관계의 미학’을 이해하고 신체·움직임·공간의 관계를 탐구한다. 동시대 작가들의 작업을 

살펴보고 조별로 퍼포먼스를 구상하고 직접 표현해보며, 스코어와 퍼포먼스의 개념을 

이해한다.

‘관계의 미학’ 이해하기

‘관계’는 무엇인지, 어떻게 예술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사례와 

강의를 통해 이해한다. 각자 ‘관계’를 작업으로 만든다면 어떤 

관계를, 왜, 누구를 위해 만들 것인지 문장으로 만들어본다.

과정 내용

‘관계의 미학’ 
 이해하기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기

간단한 활동을 통해 ‘관계의 미학’ 이해하기

움직임 활동

(이보영)

몸 풀기

내 몸에 집중해보기

몸으로 본뜨기

전시 공간과 신체 인식하기

도시 가지고 놀기

(주현욱)

도시에 개입한 동시대 작가들의 작업 살펴보기

모둠별 퍼포먼스 구상하기

퍼포먼스 투어-감상하기

조별 모임 작품 선정 및 주제 토론

도시 가지고 놀기

동시대 작가들의 다양한 작업을 살펴보고, 

조별로 도시(=전시장, 학교, 사회 등)를 가지고 

노는 퍼포먼스를 구상하고 스코어를 작성한다. 

구상한 스코어를 바탕으로 조별로 퍼포먼스를 

발표하는 일종의 퍼포먼스 투어를 진행한다.

움직임 활동

자신의 신체에 집중해서  

걸어보고, 2명씩 짝을 지어 서로의 

동작을 본뜬다. 조별로 전시장에 

있는 사물들의 형태나 위치를 

신체를 활용하여 본을 뜨고 

발표한다. 신체 감각과 움직임을 

통해 나-타인-공간 사이의 관계를 

인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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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내용

강의

(해미 클레멘세비츠)

백남준의 소리 살펴보기

대상화된 소리, 매체로서의 소리 고찰하기

사운드 채집 조별로 소리 채집하기

채집한 소리를 함께 들어보고 어떤 소리인지 맞춰보기

사운드 설치 재료와 공간에 따라 달라지는 소리 실험하기

모둠별로 사운드 설치 작품 구상하기

발표 및 공유

모둠 활동 및 마무리 작품 선정 및 주제 토론

6차시 : 미디어 창작 워크숍 III. 조작과 실험 - 소리

작품을 통해 백남준의 예술을 만나고, 백남준의 소리를 이해한다. 다양한 사운드 아트 작업을 

살펴보고, 매체로서의 소리를 탐구하고 실험한다.

강의

음악에서부터 출발한 백남준의 예술을 알아보고, 사운드 아트 

전반에 대한 강의를 통해 소리라는 매체에 대해 생각해본다.

사운드 설치

재료와 공간에 따라 달라지는 소리를 실험해보고, 

조별로 사운드 설치작품을 구상하고 제작한다. 각 

조별로 작품을 소개하고 피드백을 주고 받는다. 

청각적인 소리를 시각화하는 과정을 통해 매체로서 

소리를 인식하고 경험한다.

사운드 채집

조별로 전시장, 야외 등 다양한 장소에서 

소리를 채집한 후 다 같이 들어본다. 소리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감상을 나누고, 

무슨 소리일지 맞춰보며 일상과 주변에 

존재하는 소리에 대해 생각해본다.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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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시 : 작품 제작 워크숍 I. 을지로 일대 탐방

작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료를 구할 수 있는 시장, 상가 등 을지로 일대를 걷는다. 

더불어 도시를 느끼고 체험하며 도시를 새롭게 사유한다.

8차시 : 작품 제작 워크숍 II. 작업 구상 및 연구

조별로 작품 제작 방법을 구상하고, 연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을 통해 작업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킨다.

과정 내용

을지로 걷기 1 황학동 벼룩시장 – 동묘 – 동대문 문구완구 도매종합시장 – 동대문 상가

조별 모임 작업 토론 및 구상

을지로 걷기 2 평화시장 – 헌책방 거리 – 방산시장 – 세운전자상가

마무리 마무리 및 해산

과정 내용

강의 작업계획서 및 스테이트먼트 작성 강의

조별 활동 조별 작업계획서 및 작업 스테이트먼트 작성하기

발표 및 공유 작업 계획안 발표-공유 및 피드백

마무리 모둠별 재료 확정

회고 및 마무리

프
로
그
램

 세
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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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시 : 작품 제작 워크숍 III. 작품 제작

작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협업하여 작품을 제작한다.

과정 내용

작품 제작 작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조별 작품 만들기

중간 점검 작업 진행 상황 중간 점검

제작 과정 소감 공유하기

전시 구성 회의

마무리 다음 수업 공지 및 마무리

작품 제작

참여자들은 작품 구상부터 제작, 

설치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전시가 결과(/이자 

끝)가 아닌 과정의 일부임을 배운다.

*참가자들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철사를 

구부려 도시의 뼈대를 만들거나, 작품 

재료인 ‘살색 표본’을 채취하기 위해 낯선 

사람에게 자신들의 작업을 설명해야 했고, 

작품을 완성한 뒤의 상황(물고기 밥 주는 

문제에 부딪혀, 비교적 돌보기 쉬운 물고기 

알아보기 등)까지 고려해야 했다.

프
로
그
램

 세
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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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시 : 작품 제작 및 발표

작품을 제작하고 직접 설치해본다.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고 피드백을 나누며, 완성(작품 설치) 

이후에도 이어지는 과정(관람객의 감상과 작품 유지)에 대해 생각한다.

과정 내용

작품 제작 및 설치 작품 제작 및 설치

작품 설명 작성 - 스테이트먼트, 캡션, 작품 설명 등

작품 발표 작품 발표 및 피드백

마무리 프로그램 참여 후기 및 소감 나누기

설문작성

수료증 수여

작품 제작 및 설치

작품을 제작하고 직접 설치한다. 작품 제목과 설명 

등을 작성하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타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고민해본다.

프
로
그
램

 세
부

 내
용

작품 발표

평면 작업부터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한 작품들을 감상하고 

작품에 대해 조별로 발표한다. 서로 질문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감상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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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NJP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1강 

<Hello, Mr. Paik: 백남준의 걸음으로> 참여자 작품 전시

 

 전시 기간 | 2016년 6월 18일 ~ 7월 17일

 전시 장소 | 백남준아트센터 로비 프로젝트 공간

 

 

 

작가명 Sister City  |  박율미, 최윤재 + 이보영 
작품명 End of the City ; 도시의 끝 

  

  우리 조는 백남준의 <TV 물고기>의 형태를 차용해서 설치 작업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업은 안전을 위해 만들어 놓은 규칙들을 모두 잘 따르면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한 의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여기 물고기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 어항 안에 

폐허가 된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의 흔적들이 담긴 소리가 들리고, 초록 불빛이 폐허를 

은은하게 비춥니다. 지금 도시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폐허 이후의 도시 환경을 

상상하며 만들었습니다. 비판적 사유가 부재한 채 규율을 따르는 대중과 정말 생각 없이 

규율을 무시하는 물고기를 대치하며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든 작업입니다.

  2016, 은박지, 철사, 어항, 물고기, 조명, 합판, 셀로판지, 마분지, 태블릿 PC, 60×30×40cm 

 도와준 분들 : 박혜미, 이시연, 이소민, 해미 클레멘세비츠

작가명  김도윤 + 최지현

작품명  내가 왜 여기에 와야 하는지, 아침 일찍 와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  
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점심때까지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여기 와서 왜 작업을 열심히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 덧붙이는 글

  최지현 | 굿 이브닝, 미스터 백 Good evening, Mr. Paik

  백남준은 미디어를 통해 동양과 서양,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는 지구촌, 즉 유토피아를 

꿈꿨다. 그러한 백남준의 작품들을 참고하면서 우리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백남준이 꿈꿨던 세계와 지금 우리의 세계가 얼마나 같고 또 다른지 생각해보았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세계가 되었다고들 하지만 우린 매일 아침 졸린 눈을 

비비며 학교와 회사에 출근하고, 새벽에도 주말에도 메신저와 메일로 해야 할 일을 

푸쉬(push notification)받는다.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지금 ‘현재’에 연결되어 있고, 

인터넷을 통해 먹방을 하고 있는 지금을 보았다면 백남준은 뭐라고 했을까?

 2016, 퍼포먼스 영상, 비디오, 컬러, 유성, 1분 37초

참
여
자

 작
품

 전
시

 처음에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아침, 점심, 

저녁에 대해서. 왜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시간에 밥을 먹는지. 왜 꼭 아침에 학교를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 얘기로 넘어가서 시간이라고 말을 

하면 무슨 생각이 나는지 생각나는 대로 

적었고, 그중에서 제일 맘에 드는 단어를 

적어서 그 단어들이 왜 마음에 드는지에 

대해서 말을 했고, 그리고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의 발표 내용과 반대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고, 그리고 0은 왜 0인가 1은 또 왜 

1인가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숫자는 왜 

1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

(백남준의) 참여, 

그리고 방해

1. 문장 뒤섞기

2. 말 더듬기

3. 음식(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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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명 김민정, 설여준, 임용경 + 강신대 

작품명 다양성 

  <다양성>은 백남준의 <참여 TV>에 대한 감상평을 나누면서 시작되었다. 우리는 

왜 사회적인 규범에 수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는가에서부터 차별, 혐오, 다양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하며 모둠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주요 관심사가 사회 

비판적인 내용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다양성을 하나의 기준으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차별과 혐오가 발생한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그중 하나인 살색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었다. 우리는 수집한 살색의 표본을 캔버스 속에 배열하였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중 하나인 살색을 부정하고 어느 하나의 기준을 만들었던 점을 비판하고자 

하였다. 이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컬러가 모두 ‘살색’이다.

 2016, 디지털 피그먼트 프린트, 캔버스에 아크릴, 100×72.7cm

작가명 조한, 이성은, 김예은 + 서민우 
작품명 untitled 1-2-3.jpg

  백남준의 <로봇 K-456>은 기계/로봇을 인간처럼 대하는 것으로 기술발전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작업이다. 오늘날 일상과 기술은 서로 밀접하게 엮여있으며 그로 인해 

새로운 일상을 맞이했다. 이 일상에 대해 각 작가 ‘조한 – 이성은 – 김예은’ 은 순서대로 

이미지를 만들고 서로가 만든 것을 재조합한다.

 １- 조    한 백남준의 작품을 의인화하고 그려낸다. 이 이미지는 퍼즐로 프린트된다.

 ２- 이성은 각 작가가 가져온 퍼즐들을 사용해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든다.

 ３- 김예은 재조합 된 퍼즐들 위에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린다.

 2016, 퍼즐 위에 회화, 퍼즐, 아크릴, 74.5×41.8cm

참
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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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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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명 김태윤, 박혜미, 이시연 + 해미 클레멘세비츠 
작품명 단합노래 

  2016, 공연 영상 및 설치, 싱글 채널 비디오, 액티브 스피커, 마이크, 마이크 스탠드, 마이크 케이블, 믹서, 

전구, 가변설치

백남준의 <랜덤 액세스> :  

불규칙, 불확정, 시각/청각, 참여, 

(정해지지 않은 접근?)

 우리가 발표할 작업은 백남준 

선생님의 랜덤 액세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랜덤 액세스>는 테이프 

필름을 불규칙하게 벽에 붙인 후 

관객들이 금속 헤더를 이용해 

테이프 필름을 긁으며 듣고 싶은 

음악을 듣는 작품입니다. 이를 

통해 관객은 작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고, 정해진 규칙대로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참
여
자

 작
품

 전
시

<단합노래> : 불규칙, 불확정, 시각/청각, 참여

 퍼포머들은 4개의 마이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불을 관리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어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퍼포머들은 한꺼번에 같은 소리를 

내지 않고, 불규칙한 소리를 냅니다. 전구에 불이 

약하게 들어오면 소리를 약하게 내고, 전구가 꺼지면 

소리를 아예 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구의 밝기에 

따라 소리로 반응합니다. 관객들은 작업의 과정을 

보기도 하고 같이 참여도 하게 됩니다. 전구를 켜서 

소리를 내게 하거나, 볼륨을 줄일 수도 있고, 퍼포머를 

대신하여 소리를 내 볼 수도 있습니다. 관객은 소리와 

청각, 시각이 잘 어우러지는 작품을 보며 재미와 흥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참여자들이 동시에 즉흥적으로 

소리내기 때문에 결과는 예상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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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10주간의 시간을 돌아보며 좋았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 서로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 참여하는 

이유도, 하고 싶은 것들도 달랐겠지만, 저는 첫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하는 10주라는 시간이 

즐거웠으면 좋겠고, 좋은 인연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돌아보니 다행히도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서 기뻐요. 다만 늘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미안하고 아쉬워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모두 다 들어주고 싶었고, 서로서로 

알아가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럴 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주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돌아가면서 소감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늘 알려고 

노력하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정작 나에 대해서 알려는 

노력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10주 동안 나는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10주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어떻게 달라진 것 같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꼭 

지금 당장은 얘기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이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윤재 저는 예술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직접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게 좋았어요. 작가분들과 직접 

함께 작품을 만들어본 거잖아요. 그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저도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요.

시연 다른 곳에서 쉽게 해볼 수 없는 활동을 

해봤다는 게 좋았고요. 아쉬운 점은 없어요. 

신대 처음 우리가 가졌던 생각이 ‘작업의 

전체 과정을 끝까지 경험해보자’ 였는데, 사실 

여기에서 앞으로 미술을 할 친구가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많을 수도 있을 테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가장 도움이 됐던 건 그런 거 같아요. 

조별로 계속 10주 동안 토론을 했잖아요.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줄도 알고, 

또 그 의견들을 취합해서 하나로 제시해보고. 

계속해서 협업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각자 맡은바 

역할을 하고 다른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고 작업을 

위해서 나는 뭘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대학교 가면 

조별과제도 해야 되고(웃음).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에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과 토론도 해보고, 협업도 

경험해봤으니까 앞으로 다른 사람들과도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준 저는 장래희망이 예술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평소에 예술에 흥미가 있던 것도 

아니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 우연히 알게 

됐어요. 토요일 아침에 어차피 잠만 자고 있을 

텐데 한 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요. 

학교에서 배우는 미술이라고 하면 주로 그림을 

그리거나, 역사를 배우거나, 조형예술이란 이런 

거다식의 이론적인 것만 배우잖아요. 그래서 

백남준아트센터에서 백남준 작품을 감상하고, 

우리가 그걸 다르게 해석 해보고, 서로 의견도 

나눠보고 하는 과정이 재미있었어요. 제가 이제 

고2가 됐는데 이때까지 조별과제로 예술작품을 

만들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이렇게 직접 작품을 

만드니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신대 또?

여준 강신대 작가님 멋진분이고요(모두 

웃음). 

지현 일반적으로 예술이라고 하면 다들  잘 

모르겠다고 하잖아요. 미술관에 걸려있긴 한데, 

이게 내가 보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궁금증도 생기고 

했을 텐데, 직접 작품을 만들어 보면서 많이 느꼈을 

거예요. 단순히 벽에 걸려있는 게 끝이 아니구나 

하고요. 벽에 걸리기 까지의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본거죠.  엄청난 토론도 해야 했고요. 우리 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괴롭혔는데(웃음). 뭔가 질문을 

던지고 답을 내놓으면, 그걸 다시 또 반박을 하고… 

어찌 보면 이런 공회전 같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도윤이가 멘붕에 빠졌어서 미안하기도 해요) 더 

재미있는 작업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건 

꼭 예술을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살아 나갈 때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도윤 일단 재미있었고요. 아쉬웠던 

점은 저만 마지막에 남아서 혼자 했다는 게 

아쉬웠어요(모두 웃음).

태윤 토요일마다 와서 평소에 학교에서 

하지 못한 것들을 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가면서 친해지는 것도 좋았던 것 같고. 

나중에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모두 

웃음).

민우 저는 5주 정도 밖에 참여를 못했는데. 

일단 급하게 들어와서 정신이 없었던 게 많이 

아쉽고,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못해본 게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 작가들은 교수나 

선생을 하면 안 되려나? (웃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큰 틀에서 

보고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제가 관심있는 것만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좀 혼란스러워 했던 것도 같고요. 하다 보면서 내가 

2016년 6월 11일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나눈 대화의 기록

참가자  김도윤, 김성은, 김태윤, 박율미, 박혜미, 설여준, 이시연, 임용경, 최윤재

강사  강신대, 김보라, 서민우, 이보영, 최지현, 해미 클레멘세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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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독단적으로 밀어 붙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친구들이랑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친구들이 가진 특성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 그게 많이 

아쉬워요.

보라 민우 작가님이 짧은 시간 동안에도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5주 동안 노력해주신 작가님에게 박수!

보영 저도 가르치는 걸 처음 해봤기 때문에 

선생님으로서 많이 서툴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노력했던 점이,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었던 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와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 또는 저만의 생각이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경계하려고 노력했어요. 아이들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했고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조원 친구들이 의견도 

적극적으로 내주고 해서 제가 선생님으로 

참여했다기 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어요. 조금 아쉬웠던 점은, 

저희 조 친구들과는 협업을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다른 모둠의 친구들과도 여러 이야기나 

의견을 나눠보고 싶었는데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운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저도 많이 

배웠고 재미있었어요. 

율미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내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재미있었고,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혜미 10주 동안 너무 재미있었는데 벌써 

10주가 흘러갔다는 게 안 느껴져요. 왜 이렇게 

10주가 빨리 갔지? 싶어요. 모두와 친해지고 

재미있게 놀아서 재미있었고, 좀 더 친해지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이제 막 친해진 사람도 있는데 수업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물론 10주가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너무 짧게 느껴져서 아쉽기도 해요. 

용경 처음에 왔을 때는 당황했어요. 

선생님이 자기소개를 하라면서, 연필 통을 중간에 

놓고 연필들한테 자기소개하라고 해서, 되게 

이상하구나 하고 생각했는데(모두 웃음), 그래도 

재미있었고요. 아쉬웠던 건 만드는 시간이 많아서 

더 큰 프로젝트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은 제가 고3인데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쳤냐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어릴 때 기술을 

익히거나 전문적인 걸 배우는 건 커서도 할 수 

있지만, 네가 10대일 때밖에 못 하는 것도 있으니 

지금은 책 많이 읽고, 많이 돌아다니고, 공부를 

많이 해라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만약 여기 

안 오고 그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아마 시험은 더 

잘 봤겠지만, 그래도 길게 봤을 때 후회 안 하고요.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아요. 와서 잘했다고 생각해요. 

해미 처음에 만났을 땐 어색하고, 작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상상하기 어렵고 했었는데, 

매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웠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거나 

어려울 줄 알았는데 자연스럽게 어떤 흐름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매주 만나서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예술에 관심을 크게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이 도움될 것 같아요. 서로 

예술에 대해 이야기 했지만,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다양한 생각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건 저한테도 

그렇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다고, 그렇게 

느꼈어요. 아쉬운 점은 매주 시간이 약간 부족해서 

조금 빡빡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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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만족도

나에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입니다.

이번 수업은 내가 지금까지 참여한 수업과 색다른 점이 있었나요? 

설문 참가자 현황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토요일이 즐거웠나요? 80% 10% 10%

70% 10% 20%함께 참여한 친구들과 가까워 질 수 있었나요?

50% 30% 20%수업시간에 선생님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나요?

설문 분석

<Hello, Mr. Paik: 백남준의 걸음으로>에 참여한 학생들은 주로 부모님이나 

주변인의 추천을 받아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16세부터 19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프로그램 만족도 부문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새로운 경험, 무엇보다 직접 참여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꼽았으며, 개별 활동보다 모둠으로 활동한 점이 프로그램 몰입과 참여,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았다. 실제로 다양한 연령과 성별이 모인 구성원들이 의견을 

주고받거나 창작 활동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수업 시간과 전체 과정 회차가 부족하게 느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토론과 창작 활동이 중심이 되는 수업으로 구성하는 경우 조금 더 여유 있게 수업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새로운 폭과 문화의 경험

 경험

 토요일의 행복

 우와하하하

 색다른 체험

 친구

 추억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지 않다

수업 공간은 안전했나요? 90% 10%

60% 30% 10%수업 내용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나요?

80% 20%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있었나요?

설
문

 결
과

2016 NJP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1강

<Hello, Mr. Paik: 백남준의 걸음으로> 학생 설문 결과 설문 참여 인원  9명

성별

참여 경로

연령

기타의견 : 백남준아트센터 도서관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모집 공고를 보고 신청 등

여자 남자 40%

네 무응답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부모님의 추천
신문, 홈페이지, 
인터넷, 뉴스
10%

주변의 소개 
10% 기타 10%

  평소에 학교에서 수업했던 것과 달리 색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어서 좋았고 뜻깊었다

 새로운 것들을 해볼 수 있어서

  제가 직접 참여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 할 수 

없는 경험을 함

  10주가 정말 짧게 느껴질 정도로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질에 맞음

 직접 하는 작품

 모둠 수업을 해서

  형식적인 수업 같은 느낌이 아니었다. 

자유로운 느낌

60%

25% 25% 30% 10% 10%

70%

8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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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NJP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1강

<Hello, Mr. Paik: 백남준의 걸음으로> 프로그램 이미지 디자인

프
로
그
램

 이
미
지

디자인  성예슬



시간의 정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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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lesson 2, parents and kids appreciate one of Paik's representative works, TV Garden, 

and make their own <Time Garden>. Participants look back on their life together, share 

the present and think of the future through media collage activities. 

 Period June 25 ~ July 16, 2016, Saturdays, 10:00-13:00

 Venue Green room, seminar room and exhibition space at Nam June Paik Art Center

 Participants Famili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8~13 years old)

 Instructors  Kim Bora, Moojin Brothers(Jung Mujin, Jung Hyoyoung and Jung 

Youngdon), Jeong Jaeuk, Choi Eunjin, Han Yunmi

 Docents Koh Yeongrae

Lesson 2  |  Time Garden 

  백남준의 대표작 중 하나인 <TV 정원>을 집중 감상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우리 가족  

<시간의 정원>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가족의 시간을 담은 영상을 만들어보는 미디어 

콜라주 활동을 통해 가족이 함께 지나온 시간을 되새겨보고, 지금을 공유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진다.

 기간 2016. 6. 25. ~ 7. 16. 매주 토요일, 10:00-13:00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교육실, 세미나실 및 전시장, 야외 등

 대상 8-13세 초등생 가족

 강사  김보라, 무진형제(정무진, 정효영, 정영돈), 정재욱, 최은진, 한윤미

 도슨트 고영래

2강  |  시간의 정원

프
로
그
램

차수 교육주제 교육내용 강사

1차 
6.25

접촉, 공유하며 교감하기 여러 방식의 접촉을 통해 서로의 몸을 연결하고 공유하기 최은진, 한윤미

2차 
7.2

전시 감상 및 사진·영상제작 백남준의 <TV 정원> 감상하기 무진형제,
고영래(도슨트)

‘시간의 정원’에 들어갈 ‘가족의 시간’ 영상 주제 정하기

3차 
7.9

가족의 시간 콜라주 하기 ‘시간의 정원’에 들어갈 ‘가족의 시간’ 영상 제작하기 무진형제, 정재욱

4차 
7.16

시간의 정원 만들기 우리 가족 ‘시간의 정원’ 만들기 김보라, 김선영, 조민화

Session Topics Contents

1st
Jun 25

Contact, Sharing and 
Communion

Connect bodies through various kinds of contacts

2nd
Jul 2

Appreciation of the 
Work and Production of 
Photographs and Videos

Appreciation of Paik's TV Garden

Select a topic for the video 'Family Time' to be included in the 'Time Garden'

3rd
Jul 9

Collage Work on Family 
Time

Make a video on 'Family Time' to be included in the 'Time Garden' 

4th
Jul 16

Creation of Time Garden Create the 'Time Garden' of my own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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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 접촉, 공유하며 교감하기

부모와 자녀가 한 조를 이루어 여러 방식의 접촉을 통해 교감하고 일상적이거나 비일상적인 

움직임을 통해 대화한다. 움직임과 접촉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돌아봄과 동시에 다른 방식으로 

관계 맺는다.

몸풀기 - 체면 깨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변형·활용하여 몸과 마음을 

풀어준다. 술래가 말하는 지문의 특징을 몸으로 표현한다.

과정 내용

인사소개 가족소개

수업 설명

몸풀기 함께 스트레칭하기

체면 깨기

접촉의 어색함 깨기

접촉, 공유하며 
교감하기

거울놀이 

서로의 이름을 이용한 춤추기

마무리 소감 나누기

몸풀기 - 접촉의 어색함 깨기

부모와 자녀가 짝이 되어 서로를 

마사지해준다. 서로의 손바닥을 

포개 맞대거나 당기고 흔들어보며 

접촉을 통해 서로를 인식하고 

교감한다.

접촉, 공유하며 교감하기 - 서로의 이름을 이용한 춤추기

‘엉망진창’, ‘깨끗함’과 같은 지시어에 따라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며 자유롭게 

표현하고 발산한다. 신체 부위와 공간을 활용하여 가족이 서로의 이름을 쓰며 

움직인다. 앞선 두 활동과 연계하여 가족끼리 이름으로 퍼포먼스를 만들고 

발표한다.

접촉, 공유하며 교감하기 - 거울 놀이

부모와 자녀가 짝이 되어 서로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함께 움직여본다. 

역할극을 하듯 부모가 자녀의, 자녀가 

부모의 평소 모습이나 특징을 흉내 낸다. 

서로의 모습을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다시 본인이 그 움직임을 따라 하며 

일상과 서로의 관계를 돌아본다.

프
로
그
램

 세
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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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내용

활동 소개 및 
작품 감상

수업 진행 및 강사 소개하기

백남준의 <TV 정원> 집중 감상 후 생각 나누기

우리 가족의 시간 
구상하기

다양한 작가들의 영상 작품 살펴보기

‘가족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가족 영상 구상하기

제작 및 촬영 시나리오별 소품 제작

영상·사진 촬영하기

마무리 소감 나누기

2차시 : 전시 감상 및 사진·영상제작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족의 시간을 담은 영상을 구상하고 만들어 본다.

활동 소개

영상의 배경, 의상, 소품 등을 직접 

만드는 ‘무진형제’의 작업소개를 

듣고, 자신이 느낀 감각과 가장 가깝게 

표현하는 영상 제작 방식과 협업에 대해 

생각해본다.

작품 감상

백남준의 <TV 정원>을 집중 

감상하고 느낀점을 나눈다. 앞으로 

만들 우리 가족 시간의 정원에 

대해 생각하고 공유한다.

제작 및 촬영

가족별로 구상한 시나리오에 

필요한 소품, 의상, 세트, 조명 등을 

직접 제작하고 필요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다.

우리 가족의 시간 구상하기

다양한 방법과 주제를 다룬 

영상들을 살펴본 뒤 우리 가족의 

시간이 담긴 영상을 구상한다.

프
로
그
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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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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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내용

영상 편집 편집 툴 활용법 및 편집 기술, 유의할 점 소개

가족별 영상 편집 회의 및 편집 진행

감상 및 소감 나누기 완성된 영상을 감상하고 소감 나누기

3차시 : 가족의 시간 콜라주 하기 - 영상 편집 및 감상

촬영한 영상을 직접 편집하여 영상을 제작한다. 완성된 영상을 함께 감상하고, 영상을 제작하며 

느낀 점과 새롭게 발견한 가족의 시간에 대한 소감을 나눈다.

영상 편집

영상 편집과 관련한 간단한 강의를 

듣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영상을 

만든다. 편집 툴을 활용하여 

자녀와 부모가 함께 장면을 

선택하고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

프
로
그
램

 세
부

 내
용



60 612강 | 시간의 정원2016 NJP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4차시 : 시간의 정원 만들기

우리 가족 <시간의 정원>의 정원을 만든다. 완성된 영상과 편지, 사진 등을 담아  

1년 뒤에 열어볼 타임캡슐을 꾸민다. 가족 나무를 심고 우리 가족의 타임캡슐을 묻는다.

과정 내용

타임캡슐 꾸미기 가족 나무를 위한 명찰과 타임캡슐 꾸미기

영상 편지쓰기

시간의 정원 만들기 가족의 나무를 심고 타임캡슐 묻기

마무리 설문 작성

소감 공유 및 마무리 인사

* 2017년 7월 16일 가족들과 함께 타임캡슐을 열어볼 예정입니다.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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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NJP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2강 

<시간의 정원> 가족 영상 작품

가
족

 영
상
작
품

<민지와 가비의 꿈> 김성준, 이세진, 김민지, 김가비

<숨겨진 히어로들의 이야기> 황혁준, 권지영, 황동찬, 김현재, 김민휘

<시호 가족 시간의 정원> 유선열, 손영숙, 유시호

<언니와 나의 꿈 발레리나 & 피아니스트> 정세호, 최윤정, 정수경, 정나경

<주혜 주혁이의 일기> 한지혜, 한주혜, 한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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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사실 오늘 비가 와서 걱정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와서 다행이긴 했는데, 어쨌든 

우비 입고 하는 것도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비를 

맞는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저 젖는 게 

싫다는 생각에 비가 오면 야외활동을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이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요. 

비 오는 날마다 생각이 날 것 같고요. 그동안 너무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

민화 가족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가족분들이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기운을 얻어 가는 것 같아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벌써부터 내년이 기대가 됩니다. 

작년에도 왔었던 친구들 다 기억이 나거든요.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저도 같이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내년에 다시 한 번 오실 

테니까, 그 모습도 기대가 되고요. 

선영 비가 오긴 했지만 그래도 모두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내년이 정말 기대가 돼요. 다들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날지도 궁금하고요. 내년에 보자(웃음).

민지  아까 영상 편지할 때요. (무슨 

말을 할지) 머리 속으로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막상 찍으려니까 뭐라고 말할지 생각이 안나가지고 

좀 그랬어요(웃음). 그리고 평소에는 잘할 수 없던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보라 민지 아까 못한 얘기들은 

엄마아빠한테 직접 해주면 좋겠다.

성준 참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의미가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집사람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더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많이 생각하게 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혜 저희가 처음으로 같이 가족 

프로그램을 참석했거든요. 조금 힘들었어요(웃음). 

1대 1은 컨트롤이 되는데 둘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재미있었어요. 아이들도 아침에 안 간단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저희한테도 의미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보라 주혜랑 주혁이는 어땠어요. 4주동안?

주혁 좋았어요. 

주혜 재밌었어요.

보라 좋았고 재밌었으니까 다 됐군요! 

좋습니다. 고마워요.

2016년 7월 25일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나눈 대화의 기록

참가자  김성준+김민지, 유선열+ 손영숙+유시호, 한지혜+한주혜+한주혁, 

황혁준+황동찬+김현재

강사  김보라, 김선영, 조민화

선열 4주 했는데요. 힘들었지만,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동영상 만들 때는 

선생님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셔서 

부담될 정도였어요(웃음). 완성도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시간도 많지 않았고요. 

선생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 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시호 저도 재밌었어요.

영숙 재밌고 유쾌했고요. 올 때마다 

“다음엔 안 할거야”하고 협박은 했지만, 또 오면 

막상 시호도 즐거워하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현재 저는 집에서는 이런 아이디어를 못 

내고 재료도 없어서 만들기가 힘든데 여기 와서 

아이디어를 내면서 하니까 재미있고 좋았어요. 

혁준 처음에 사실 몸놀이할 때 당황했어요. 

재미있게 하긴 했는데, 이걸 4주 동안 해야 되나 싶어 

힘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게 계기가 되었는지 

너무 즐겁고 재밌었고요. 또 4주 동안 이렇게 다른 

식구들, 다른 부모님들 보다 보니까 이제 낯이 

익어요. 어디 마트나 이런 데서 보면 눈인사라도 

할 거 같고요. 그게 즐겁고, 동찬이랑 현재는 

작년에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내년 봄쯤 되면 또 

백남준아트센터 홈페이지를 계속 찾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유쾌했어요. 

동찬 일단 먼저 재미있었어요. 근데 현재 

말대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잖아요. 도구의 

제한이 있거나, 기억력의 제한이 있거나, 또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데 와서 영상도 만들어 보고, 

하고 싶었던 걸 하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보라 4주 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만나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희 내년에 만나야하죠 참? 제가 예약문자 보내 

놓을게요(웃음).

수
업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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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33%

100%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토요일이 즐거웠나요?

67% 33%함께 참여한 친구들과 가까워 질 수 있었나요?

83% 17%수업시간에 선생님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나요?

70% 10%20%수업 공간은 안전했나요?

67% 33%수업 내용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나요?

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참여해보신 타수업과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
문

 결
과

 - 
어
린
이

 타임캡슐이 좀 특별한 것 같다.

 다른 가족과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점

 평소엔 잘 할 수 없던 많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어서

  집에서 할 수 없던 아이디어가 나고  

더 잘 만들게 되었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좋은 곳

  나의 색다른 경험

  자유

  놀이터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지 않다

2016 NJP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2강

<시간의 정원> 어린이 설문 결과 설문 참여 인원  6명

프로그램 만족도

나에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입니다.설문 참가자 현황

성별

참여 경로

연령

여자 남자

네 무응답

7세 8세 9세 10세 11세

부모님의 추천 무응답

30% 70%

17%

17%

17%17%17% 32%

83%

8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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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17%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토요일이 즐거웠나요?

설
문

 결
과

 - 
학
부
모

 자발적 참여 유도

 가족 모두의 참여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가지 활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의견과 생각이 반영된 창작물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다.

  단순한 아이들 위주의 만들기, 그리기 수업이 아니었어요. 짧게라도 아이들과 더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몸을 많이 사용하고 창의적인 것 같다.

 지난 여름의 추억 > 내년 여름에의 기대

 어려운 전시공간 > 즐거운 놀이터

 재미있고 유익한 학교

 놀라운 경험 (약간 기대 > 역시 기대 이상)

  민지야, 가비야 짜증 좀 내지마 > 민지야, 가비야 우리 서로 짜증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조금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 아이들만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참여했다가  >  가족 프로그램을 처음 참여해봤는데 가족이 모두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습니다.

설문 참여 인원  6명

50대 40대

2016 NJP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2강

<시간의 정원> 학부모 설문 결과

100%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참여해보신 타수업과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지 않다

프로그램 만족도

나에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입니다.설문 참가자 현황

성별

참여 경로

연령

여자 남자

네 무응답

기타 신문, 홈페이지, 인터넷, 뉴스

83% 17%함께 참여한 친구들과 가까워 질 수 있었나요?

83% 17%함께 참여한 친구들과 가까워 질 수 있었나요?

83% 17%수업 공간은 안전했나요?

50% 50%수업 내용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나요?

기타의견 : 아빠의 신청, E-mail 뉴스레터(2)

설문 분석

<시간의 정원>은 기존 백남준아트센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던 가족들의 

비율이 높았다. 가족이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으며, 아이들 위주의 수업이 아닌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수업 

구성과 진행이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가족 전원이 모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주말(토요일)에 4주간 진행되어 

가족 중 일부가 모든 회차의 수업에 참여가 어렵거나, 가족 모두가 수업에 빠질 경우 

진행의 흐름을 놓치게 된다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30% 70%

80%20%

50%83%

8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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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로
그
램

 이
미
지

2016 NJP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2강

<시간의 정원>  프로그램 이미지 디자인

디자인  성예슬



도전! NJP 도슨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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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a Teen NJP Docent!> is an education program that provides teens with an 

opportunity to become a docent. The program enables them to understand the works 

from their own perspective and sensibility, write a script in their own words and 

communicate with visitors. 

  * A Docent refers to a person who guides and educates visitors through the collections and exhibitions of the 
museum.

 Period  July 23 ~ September 11, 2016, Saturdays, 10:00-13:00 

(The 8th session and the completion ceremony will be held on Sunday.)

 Venue Green room, seminar room and exhibition space at Nam June Paik Art Center

 Participants Teens (17~19 years old)

 Instructors  Kim Bora, Park Hee Jeong, Kang jin an, LimJungHa

   <도전! NJP 도슨트>*는 청소년의 감성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언어로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작품을 통해 관람객과 함께 소통하는 청소년 도슨트 교육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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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2016. 7. 2. ~ 9. 11. 매주 토요일, 10:00-13:00  

(8차시 및 수료식은 일요일 진행)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교육실, 세미나실 및 전시장 등

 대상 17-19세 청소년

 강사  김보라, 박희정, 강진안, 임정하

Lesson 3  |  Be a Teen NJP Docent! 3강  |  도전! NJP 도슨트

프
로
그
램

차수 교육주제 교육내용 강사

1차 
7.23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및 청소년 감성 깨우기 강진안, 임정하

2차 
7.30

전시 감상하기 백남준전 «점-선-면-TV» 전시 투어 김보라, 박희정

기획전 «뉴 게임플레이» 전시 투어

3차 
8.6

감각으로 감상하기 다양한 감각을 이용하여 전시 감상하기 강진안, 임정하, 
김보라, 박희정

작품 선정하기

4차 
8.13

외부 기관 답사 외부 기관 답사 김보라, 박희정

5차 
8.20 

도슨트의 이해 도슨트 실무 수업 및 스크립트 작성법 강의 김보라, 박희정

6차 
8.27 

스크립트 작성 선택한 작품에 관한 자료 조사 및 스크립트 작성 김보라, 박희정

7차
9.3

도슨트 리허설 및 영상촬영 도슨트 리허설 김보라, 박희정

8차
9.4

도슨트 리허설 영상 피드백 도슨트 리허설 영상 모니터링 및 피드백 김보라, 박희정

9차 
9.10

도슨트 평가 최종 시연 및 평가 김보라, 박희정

수료식 
9.11

도슨트 시연 및 수료식 NJP 청소년 도슨트 시연 및 수료식

Session Topics Contents

1st
Jul 23

Orientation Orientation and awakening of teens' sensibility

2nd
Jul 30

Appreciation of the Work Tour of the exhibition Point-Line-Plane-TV

Tour of the special exhibition New Gameplay

3rd
Aug 6

Sensitive Appreciation Appreciation of the work using various senses

Selection of the work

4th
Aug 13

Field Trip Field trip

5th
Aug 20 

Understanding of the Docent A lecture on the practical techniques to be a docent and the way 
of writing a script

6th
Aug 27 

Script Writing Research on the selected work and script writing

7th
Sep 3 

Docent Rehearsal and Video 
Making

Docent rehearsal

8th
Sep 4

Feedback on the Docent 
Rehearsal Video

Monitoring and feedback on the docent rehearsal video

9th
Sep 10

Docent Evaluation Final demonstration and evaluation

Completion 
Ceremony
Sep 11

Demonstration and 
Completion Ceremony

Demonstration of the NJP teen docent and completion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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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 오리엔테이션 - 감성 깨우기

사고를 유연하게 만들고,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감각을 깨우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러 감각으로 공간과 타인을 만난다. 

과정 내용

인사 소개 수업 소개 및 인사

프로그램 전체 개요 및 일정 안내

몸풀기 스트레칭 

걷기를 통해 관계 형성하기

움직임 활동 공간 탐색

점-선-면, 신체에서 공간으로 확장하기

신체 조각 만들기

공간 지도 만들기

마무리 수업 회고

정리 및 마무리

몸풀기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푼 후, 공간과 신체에 

집중하며 걸어본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들어지는 

공간을 통과해보고, 한 사람을 주시하며 걷는 등 

일상적인 걸음을 여러 모양으로 달리한다.

움직임 활동 - 점-선-면, 신체에서 
공간으로 확장하기

두 명씩 짝을 지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에 테이프를 붙인다. 

테이프가 붙여진 부위를 인식하며 

움직여보고 공간을 이동해본다. 신체에 

붙여진 테이프-점들을 연결하여 선과 

면으로 움직임의 모양을 확장해본다.

움직임 활동 - 신체 조각 만들기

인간 조각이 되어 상대방의 움직임을 

보고 떠오르는 동작이나, 연결하고 싶은 

동작을 번갈아 가며 만든다. 말이 아닌 

움직임과 접촉으로 대화하고 관계를 

형성한다.

움직임 활동 - 공간 지도 만들기

자주 다니는 길을 떠올려보고 

테이프를 활용하여 세미나실에 

떠오른 길(공간)을 재구성한다. 

전시장을 자유롭게 돌아보고 

기억나는 것을 그리거나 글로 써서 

나만의 지도를 그려본다.

프
로
그
램

 세
부

 내
용

 

움직임 활동 - 공간 탐색

눈을 감고 앞사람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앞사람의 속도와 

걸음을 따라 공간을 탐색한다. 다른 사람의 움직임과 시각 

외의 다른 감각을 인식하며 타인과 공간을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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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 전시 감상하기

도슨트 투어를 통해 전시를 집중 감상한다. 전시해설과 작품설명에 집중하면서, 동선이나 내용 

등 관객의 입장에서 도슨트를 바라보며, 도슨트의 역할을 이해한다.

과정 내용

인사 소개 참가자 자기소개

초상화 그리기로 인사하기

전시 감상 백남준전 «점-선-면-TV» 전시 투어 

기획전 «뉴 게임플레이» 전시 투어

감상 나누기 감상 정리하고 나누기

마무리 마무리 및 다음 수업 공지

전시 감상

도슨트 설명을 들으며 백남준전 «점-선-면-TV»와 

기획전 «뉴 게임플레이»를 집중 감상한다.

프
로
그
램

 세
부

 내
용

 

감상 나누기

간단한 투어 소감을 나눈 뒤 다른 사람과의 감상 

공유가 아닌 자신과의 공유 시간을 가진다. 두 개의 

전시를 관람한 후 느낀 점, 인상 깊었던 점, 떠오르는 

생각 등 감상을 글이나 그림으로 자유롭게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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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 감각으로 감상하기

언어(텍스트)로 설명을 들으며 전시를 감상했던 2차시 수업과 연계하여, 전시와 작품을 다른 

시각과 감각으로 감상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한다.

과정 내용

몸풀기 스트레칭

다양하게 걷기

감각으로 
감상하기

이미지 읽기 

신체 조각 만들기

작품 선정 자유 감상

전시 되짚어보기

도슨팅 섹션 선택하기

마무리 정리 및 마무리

몸풀기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푼 뒤, 타인과 몸을 부딪치며 

걸어본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과 손바닥을 마주치거나 

눈인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걷는다.

감각으로 감상하기 -  
신체 조각 만들기

4~5명이 한 모둠이 되어 신체 

조각을 연결하여 이야기를 만들고 

발표한다. 신체 조각을 감상한 

다른 참여자들은 각 신체 조각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추측해보고, 실제 신체 조각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와 비교해본다.

프
로
그
램

 세
부

 내
용

 

감각으로 감상하기 - 이미지 읽기

이미지를 무작위로 선택하고 인물의 상황, 감정을 

추측하여 이야기를 만들고 발표한다. 상황에 따라, 

보는 사람에 따라 같은 이미지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음을 이해한다.

작품선정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전시를 

감상한 후 전시 주제와 기획의도, 

섹션별로 구성된 전시의 맥락을 

함께 살펴본다. 각자 도슨팅하고 

싶은 섹션 및 작품을 선택하고, 

선정 이유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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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 외부 기관 답사

미디어 아트와 게임을 주제로 한 외부 기관의 전시를 도슨트 투어를 통해 감상한다. 

미디어 아트와 도슨트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경험해본다.

과정 내용

외부 기관 답사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가상현실»

«Play Art : 게임으로 읽는 미술»

마무리 소감 나누기

마무리 및 다음 수업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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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시 : 도슨트의 이해

4회의 각기 다른 전시 투어를 통해 느낀 도슨트에 대한 생각을 나누며 도슨트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참가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의견을 나눠본다. 스크립트 작성법, 관람객과의 소통, 

도슨트로서의 태도 등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도슨트의 역할을 심도있게 이해한다.

과정 내용

토론 활동 생각 나누기 : 내가 생각하는 ‘도슨트’ 란?

도슨트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생각해보기

강의 도슨트 역할 및 실무 수업 

스크립트 작성법

마무리 수업 회고

마무리 및 다음 수업 공지

자유감상 선정 작품과 섹션을 중심으로 자유 감상하기
토론 활동

관람객으로서 백남준아트센터 및 외부 기관의 도슨트 전시 투어를 들으며 느낀 

소감을 나눈다. 도슨트의 역할과 태도에 대해 키워드로 정리한 뒤 칠판에 적힌 

키워드를 바탕으로 다시 도슨트에 관한 생각과 의견을 적어 공유한다. 

강의

앞선 토론 활동에 이은 강의를 통해 

도슨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도슨트의 역할, 스크립트 작성법 등  

실무 수업을 통해 도슨트에 대해 

깊이있게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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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시 : 스크립트 작성

도슨트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목적을 생각해본다. 자료 수집부터 스크립트 수정까지 전반적인 

스크립트 작성법에 대해 탐구한 후, 직접 자료를 조사하고 스크립트를 작성한다.

과정 내용

강의 토론을 통한 사전 스크립트 작성법 탐구

자료 조사 및 스크립스 작성법 강의

스크립트 작성 자료 조사 및 스크립트 작성 

마무리 수업 회고

마무리 및 스크립트 피드백 공지

강의

스크립트를 왜 작성해야 하는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 등 토론을 통해 

생각을 나누고 자료 조사 및  스크립트 작성법에 대해 이해한다.

프
로
그
램

 세
부

 내
용

 

스크립트 작성

각자 선택한 작품에 대한 자료를 찾고, 강사의 조언을 

구하거나 같은 작품을 선택한 친구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스스로, 그리고 함께 공부하며 자신의 방식과 언어를 찾아 

스크립트를 작성한다. 작성한 스크립트는 계속해서 검토하고 

강사의 피드백을 받으며 다듬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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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시 : 도슨트 리허설 및 영상촬영

최종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직접 도슨팅을 해보고, 도슨팅 영상을 보며 내용 및 태도, 잘한 점, 

개선할 점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눈다.

과정 내용

자유 연습 스크립트 수정 및 개별 도슨트 연습

리허설 학생 개별 리허설 진행 

피드백 리허설 촬영 영상을 보며 피드백 주고받기

마무리 수업 회고

마무리 및 다음 수업 공지

프
로
그
램

 세
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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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시 : 도슨트 리허설 영상 피드백

지난 7차시 수업에 이어 영상을 보며 도슨트 내용 및 태도, 잘한 점, 개선할 점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도슨트 내용과 태도를 점검하고 의견을 반영해 수정하며, 

보다 자신감을 갖고 스크립트와 도슨팅을 다듬어 나간다.

과정 내용

피드백 개별 학생들의 리허설 촬영 영상을 보며 의견 나누기

마무리 수업 회고

마무리 및 다음 수업 공지

프
로
그
램

 세
부

 내
용

 

9차시 : 도슨트 평가

스크립트와 리허설 영상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도슨트 평가 및 피드백을 진행한다.

과정 내용

도슨트 평가 개별 도슨트 평가 및 피드백

도슨트 평가

설명을 잘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태도와 

피드백을 수용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을 

중심으로 최종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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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식 : 도슨트 시연 및  수료식

가족, 친구 등 지인을 초청하여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슨트 투어를 진행한다. 

지난 10차시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친구, 가족들과 함께 소감을 나눈다.

과정 내용

인사 소개 참가자 및 가족 소개

<도전! NJP 도슨트> 과정 및 도슨트 시연 소개

도슨트 시연 가족을 포함한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도슨트 투어 진행 

수료식 수료식

참가자 및 가족 소감 나누기

향후 청소년 도슨트 활동 소개

설문 및 마무리 프
로
그
램

 세
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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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NJP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3강 

<도전! NJP 도슨트> 교육 결과 전시

 

 전시 기간 | 2016년 9월 20일 ~ 10월 23일

 전시 장소 | 백남준아트센터 로비 프로젝트 공간

교
육

 결
과

 전
시

도슨트 시연 및 수업 스케치

2016 <도전! NJP 도슨트>는 청소년들이 직접 도슨트가 되어보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7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총 8주간 10회로 진행됐다. <도전! NJP 도슨트>는 2012년부터 매년 20명 

남짓한 17세~19세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으로, 올해부터는 단순히 도슨트가 되어보는 

일회성의 경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기관 내에서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 선발 과정을 포함하여 수업 회차를 늘렸고, 스크립트를 작성하기 전 

자신만의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작품과 전시를 다양한 시각과 감각으로 만나 볼 수 있는 과정을 

포함했다.

열 번의 만남을 통해 참가자들은 청소년의 감성으로 작품을 만나고, 자신만의 언어로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작품을 통해 관람객과 함께 소통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작은 전시는 그 과정의 

일부를 만날 수 있는 기록의 공간이다. 총 18명의 참여자들은 앞으로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청소년 

문화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예정이다. 전시장에서 만나게 된다면 부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작품에 대한 청소년만의 감수성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감상을 공유하기를 바란다.

학생들의 생각과 감상을 나눈 기록과 리허설 피드백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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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무려 10번의 수업을 참여하고 청소년 

도슨트가 되어 실제로 관람객과 만나는 활동을 

해봤어요. 실제로 활동을 해보니 어떤지 듣고 싶어요.

지민 직접 설명을 해보니까 도슨트 하는 

분들이 존경스럽고(웃음).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 

해 본 적도 별로 없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번에 

하면서 나아진 것 같아요. 앞으로 발표 같은 것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지 예전에 쌤이 목소리 크게 하고 자신감 

있게 하라고 했는데, 막상은 목소리가 되게 작게 

나오더라고요.

 

보라  그거 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얘기했어요(모두 웃음).

 

민지 그렇게 말은 했는데, 막상 잘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상시 도슨트 선생님 설명을 

들었는데, 역시 다르더라고요. 전문가는 다르구나 

했어요. 아는 내용 나올 때마다 속으로 오- 나 이거 

아는 건데! (모두 웃음) 질문 나오면 대답하고 싶고.

 

자은 저는 재미있었어요! 10팀 정도 한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상한 말 하고, 다 빼먹고 

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부터 좀 익숙해지니까 

괜찮았어요. 솔직히 처음에 별로 안 하고 싶었거든요. 

부끄러워서. 근데 관람객분들이 “아 진짜요?” 하거나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라고 말씀하시면 완전 

뿌듯하더라고요.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다른 

작품도 뭔가 더 설명해보고 싶고. 저도 상시 도슨트 

선생님께서 하시는 걸 들었는데 저랑 완전 다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조사했던 것과 다르게 새로운 

걸 많이 알아가지고. 이따가 설명할 때 써먹어야지 

해놓고 그냥 원래대로 다 똑같이 했어요(웃음).

채린 저는 작년에도 <참여 TV>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메사디보체>랑 <싱스타>랑 

같이 설명해서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작품들이 

연관이 있잖아요. 연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가끔가다 제가 준비한 순서와 반대로 

보시는 관람객도 계셨어요(웃음).

주희 저는 <TV 정원>에 있었는데, 대부분 

한 바퀴도 채 돌지 않고 나가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듣고 싶어 하는 줄 알았어요. 자녀와 함께 오신 

가족에게 첫 설명을 하게 됐는데, 예전에 시연이나 

평가했을 때랑 너무 느낌이 다른 거에요. 말 다 

자르고, 몇 마디 못하고 “감사합니다” 해버렸어요.

 

보라 왜 달랐을까요? 친구들이랑 가족들 

대상으로 할 때와, 관람객에게 할 때와.

 

현아 준비한 대로 구구절절 길게 설명하기가 

참여 학생 후기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들은 앞으로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청소년 도슨트 문화자원봉사자로 

활동하게 된다. 졸업식 같았던 수료식 이후, 10월 22일을 시작으로 도슨트로서 첫 활동을 하게 된 

학생들과 만났다.  지난 9회에 걸쳐 함께한 시간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참여자  강혜원, 김수민, 김예은, 김채린, 남민지, 백승윤, 안지민, 양자은, 이정민,  

임주희, 정온유, 최승아, 최인서, 최현아 // 김보라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어느 정도는 그렇게 

했거든요. 원래대로 말하려고요. 그런데 옆에서 

얼굴을 딱 보고 얘기하는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언제 끝나지’하고 기다리는듯한 느낌?

 

보라 그러면서 수정되는 거겠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 번에 너무 잘했다는 거? (모두 웃음) 

하면서 나아지는 것도 엄청나게 재미있거든요. 나의 

올챙이 적을 생각하면서 뿌듯해하고 그래야 하는데, 

너무 처음부터 잘 한 거죠.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했어요(웃음). 무엇보다 완벽한 방법이라는 것도 없는 

것 같고요. 대상의 수준과 관심도에 따라 모두 다를 

테니까요.

  

보라 각자 <도전! NJP 도슨트>에 참여하게 

된 동기, 계기라던가 기대한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은 미술전공하다보니 관심은 많은데, 

지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양한 경험도 쌓고 많이 

배우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어요.

 

보라  근데, 별로 안 가르쳐줬잖아요(웃음).

 

예은 제가 스스로 공부하고 조사하면서 얻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주희 학원 선생님이 미술 활동보고서 때문에 

추천해줬어요. 사실 도슨트가 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신청서도 막 지어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면서 완전 마음이 바뀌었어요. ‘진짜 

하길 잘했다’하고요.

 

정민 예전에 다른 곳에서 도슨트 수업을 

참여한 적이 있어서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찾아보다가, 

엄마 덕분에 알게 됐어요. 기대를 하고 수업을 

갔는데, 조금 놀랐어요. 특히 세 번째 수업 때, (주희-

첫날 진짜 당황했어요. 저 9주 동안 무용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놀라서, “뭐지?” 했는데, 하면 할수록 

예전에 했던 방식이랑은, 과정이 다르기도 하고. 제가 

나중에 설치미술 같은 쪽을 하고 싶거든요. 스스로 

조사도 하고, 자료도 찾고 하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인서 저는 작년에도 참여했었는데요. 

작년에는 엄마가 신청하셨거든요. 일주일 전에 

말해주셨단 말이에요. 도슨트 수업 가야 된다고. 

당황스러워서 안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작년에도 

희정 선생님이 계셨었고, 생각보다 재미있어서 

이번에도 신청했어요. 이번에는 어떨까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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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친구들이랑 신청을 한 건데, 작년이랑 

분위기가 달라서 좋았어요. 선생님들 덕분이에요.

보라 이런 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모두 

웃음). 인서랑 채린이는 작년에도 했었으니까 

작년이랑 달라서 인상 깊은 점이나 좋았던 점, 

혹은 반대로 아쉬운 점 등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주차도 길어졌고, 외부 기관 답사도 가게 

되고 프로그램이 조금 달라졌잖아요.

채린 작년에 제가 설문 조사를 할 때 조금 더 

길어졌으면 좋겠다고 썼었는데, 근데 막상 길어지고 

보니까 활동이 많고, 스크립트도 작년에는 집에서 

써 왔잖아요. 쓸 수 있던 시간이 많았던 건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방학 이후로도 계속 나와야 돼서 학원 

시간도 조정해야해서 힘들기도 했어요.

  

인서 저는 오히려 길어서 좀 더 준비할 

시간이 많아서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나오면 재미있었어요. 분위기가 

확실히 좋았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모여서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물론 있긴 있었지만 다 

같이 친해지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다들 친해져서 

놀랐어요.

 

보라 인상 깊었던 수업이나 활동, 혹은 

전체적으로 좋았던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나요?

 

승윤 글 쓰는 거라고는 초등학교 때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독서통장 밖에 없었거든요. 

중학교 때는 적당히 해도 점수 받을 수 있으니까 

대충대충 하고 넘어가고 글 쓰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통해서 글 쓰는 게 어떤 

것인지, 어떻게 고치면 되는지 알게 됐어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채워졌던 것 같아요. 평소에 숙제 낼 때도 

대충 해서 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고 나서부터는 

저 되게 열심히 쓰기 시작했어요.

자은 제일 좋았던 건, 도슨트 시연이요. 

활동도 좋았는데 제가 직접 쓴 스크립트로 연습해서 

발표해보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지인들도 와서 다 

같이 들어보고, 그게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온유 저는 모니터링 하면서 서로 고칠 

점 알려주고, 같이 감상하면서 제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민이 저도 모니터링 시간이 좋았어요. 

애들이랑 서로 피드백했잖아요. 모두 이걸 쓰는데 

얼마나 힘들게 고생을 했으며, 밤샌 것도 알고, 

스크립트 외우는 건 또 얼마나 힘든지 다 아니까, 

서로한테 피드백해줄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진정성 있게 이야기 해준다는게 

느껴졌어요. 대충보고 “잘한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어떤 점이 이래서, 어떻게 잘한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것 같아”까지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 피드백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수업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보라 전공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지만 각자 미술이나 미술관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거고, 관심의 정도가 달랐을 

것 같아요. 수업에 참여하면서 생각이나 관심도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예은 설치 미술에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입시 미술하다 보면 종이에 주구장창 그림만 

그리잖아요. 그런데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고정관념이 

많이 깨진 것 같아요. ‘아 이런 것도 예술이구나’ 할 수 

있게 된 것? 그게 달라진 것 같아요.

 

주희 미술을 전공하면서도 미술관 가면 

재미있게 안 느껴지거든요.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런데 직접 설명하고 찾아보고 하다 보니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인서 초등학교 때 백남준아트센터에 처음 

왔는데 다른 미술관이랑 다른 느낌이라서 좋게 

봤어요. 그러다 제가 순수미술 전공이라서 잘 안 

오게 됐었는데요. 특히 이번이 게임 전시였잖아요. 

저 게임 진짜 못해서. 사실 게임 전시인 줄 모르고 

신청한 거거든요(웃음). 그런데 제가 선택한 작품이 

사회이슈랑 관련된 게임 작품이잖아요. 그러면서 

게임도 다시 보게 됐고요.

 

현아 보통 미술관에 가면 ‘돈을 내고-표를 

사고-보고-나오기’ 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몇 주 

동안 나오면서 똑같은걸 계속 보고, 나중에는 직접 

설명을 하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참여한 

친구들 모두 미술관이 친근하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원래 미술관 전시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미술관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기보다는 좋았던 걸 해서 좋았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비디오나 영상 작업을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필름 섹션을 선택하기도 했고요. 

사실 백남준 하면 텔레비전 여러 개로 사람 모양 

만들고 엄청 많이 쌓아놓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사실 일부가 그런 것이 뿐이지 

백남준의 예술이라는 건 현장감 있는 퍼포먼스나 

플럭서스스러운 것도 많잖아요. 사실 저도 그런 걸 잘 

몰랐는데,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좋았어요. 

 

자은 한 번 와보고 정말 재미없어 

가지고(웃음). 어렸을 때 왔었는데, 좋은 기억은 

아니었어요. 시시했는데, 제가 더 작품에 대해서 

찾아보고 하니까 신기한 것도 많고 제가 직접 또 

설명하니까 뭔가 자부심도 생기고 재밌잖아요. 

도슨트도 매력 있는 직업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것 

같아요.

온유 저는 도슨트 말에 더 집중하게 되고, 

괜히 그 사람들의 버릇 같은 걸 찾게 됐어요(모두 

웃음).

승윤 저 같은 경우에는 회화만 다루다 

보니까 백남준이라든가, 미디어 아트쪽은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없거든요. 그런데 원래 가지고 있던 꿈이 

회화가 아니라 비디오, 게임을 활용해서 작품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도슨트 

하면서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어요.  ‘미술과 

문화’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친구들한테  미디어 

아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줬어요. “백남준에 

대해서는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어.” 이렇게요(웃음).

보라 수업이 끝나는데도 청소년 도슨트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물론 한 

가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해보고 싶은 

활동이나, 백남준아트센터에서 했으면 하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온유 저는 그냥 애들이 너무 좋았어요. 

친구들이.

인서 스크립트 쓸 때 즈음엔 ‘진짜 하기 

싫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하고 나면 재밌고 보람 

있고,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해서도 여기서 무언가 

해보고 싶어요.

주희 저도 처음 수업 들을 때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안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진짜 하기 싫어도 익숙해지고 좋아지면 

마지막에 아쉬운 게 있잖아요. 그런 마음도 있고. 

대학교(입시), 그것도 당연히 있고. 계속 오면서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얻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나중에 

지난번 시연했던 것처럼 다 같이 투어를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시연했던 거랑은 또 되게 

다를 것 같거든요.

 

보라 맞아요. 도슨트에 대해 수업 전에 각자 

가진 생각이 있었고, 수업을 들으며 점점 그 생각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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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었잖아요. 도슨트 시연도 해봤고요. 앞으로 

활동을 하면서 관람객을 직접 만나고, 상시 도슨트도 

많이 듣게 될 텐데, 그럼 또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 다음 도슨트를 해보면 또 많이 다를 것 같아요.

 

현아 저도 주희 말대로, 나중에 다 같이 

투어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 만난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뭔가 

고민하고 작업도 해보고 싶기도 해요. 

민이 애들이 하는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획같은거 해가지고 단체 콜라보 전시 

같은 거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는 날마다 올 때 

준비를 해서 모인 김에 토론도 하면서 꾸준히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시가 계속 바뀌잖아요. 

전시가 끝나면 다음 전시에 맞춰서 또 스터디하고, 

도슨트 듣고, 스크립트 써서 다음 전시도 하고 

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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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분석

<도전! NJP 도슨트>에는 선생님과 부모님 등 지인의 소개로 참여하게 된 학생의 비율과 

백남준아트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으로 재참여한 학생의 비율이 비슷했다.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았으며, 무엇보다 자기 생각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또래 친구들, 강사들과 함께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던 점을 좋게 평가했다. 또한, 미술관에서만 해볼 수 있는 도슨트라는 경험 

자체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다만 작년과 비교해 길어진 주차로 심도 있는 수업과 소통을 통한 

친밀한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다수인 반면, 과정이 다소 길어진 것에 부담을 느끼는 

의견도 있었다.

설
문

 결
과

 의미있는 휴일

 즐거운 시간!

 정말 좋은 프로그램 ♡

 도슨트

 실크로드

  새로운 것에 도전하게 해주고 

자신감을 업! 시켜주고 좋은 

친구들과 좋은 경험을 얻은 곳

 즐거운 토요일

 다중시간

 전시회를 더 관심있게 볼 수 있게 한 곳

 유의미한 토요일

 새로운, 잊지못할 추억

 다시 해보고 싶은 색다른 경험

 후회없는 10주이다

 진정한 미술로 가는 길

설문 참여 인원  16명

2016 NJP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3강

<도전! NJP 도슨트> 학생 설문 결과

17세 18세

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있었나요?

이번 수업은 내가 지금까지 참여한 수업과 색다른 점이 있었나요? 

프로그램 만족도 나에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입니다.

설문 참가자 현황

성별

참여 경로

연령

여자

네 무응답
6%

함께 참여한 친구들과 가까워 질 수 있었나요?

88% 12%수업 공간은 안전했나요?

수업 내용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나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지 않다

기타 의견: 작년에 한번 했다가 좋아서 한번 더 참여했다, 친구의 소개, 그 전 

토요문화학교에도 참가했어서 이번에도 참가하게 되었다, 그전 토요문화학교를 

했어서 알게 됐다, 1강 같이했던 친구의 소개, 학교 동아리 활동 등

주변의 소개 
10%

학교 선생님의
추천 10%

기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토요일이 즐거웠나요? 56% 44%

44% 38% 18%

수업시간에 선생님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나요? 62% 38%

56% 38% 6%

69% 6%25%

 직접 도슨트를 해본다는 것

  처음부터 친근하게 다가왔고, 너무 딱딱하지 않은 점, 선생님들 

정말 좋고, 친근하고 재미있었어요. 많은 지식 얻어갑니다.

  대부분 수업은 듣기만 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는점? 근데 

너무 길었어요ㅜㅜ 작년이 딱 좋은거 같아요. 근데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도움 짱짱 많이 됐어요. 고3만 

아니라면 꼭 다시 참여하고 싶어요.

 친구들과 친해지고 색다른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다.

  평소엔 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들을 하고 같은 분야의 사람들을 

새로 만나게 되어 좋았다고 생각해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내 의견을 많이 나눌 수 있었음.

 여러 친구들과 소통하는게 즐거웠다.

 다른 곳에서 할 수 없는 도슨트 체험

 직접 도슨트를 해봤던 경험이 매우 좋았던 것 같다.

  백남준 작가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타인의 

설명보다는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배울 수 있어서 더 좋았다고 생각해요. 미술관이라는 장소에서 

활동하는 게 얼마나 큰 영감을 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요. 진짜로.

  일방적 교육이 아닌 직접적인 체험, 정말 본격적으로 배우게 된 

것 같아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먼저 친구들과 친해지고나서 시작해서 편안한 공간에서 

활동하게 되어 좋았다.

  내가 생각하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서로 나눌 수 있어 

좋았고 나의 시선과 방식으로 작품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인 경험이었다.

  활동을 다양하게 해서 좋았다. 이론 뿐만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는 활동이나 다른 전시회 갔던 것도 인상깊었다. 즐거웠고 

보람차네요. 히히

  직접 도슨트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것, 그리고 쌤들이 너무너무 

이뻐요!

100%

44%56%

50%부모님의 추천 30%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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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로
그
램

 이
미
지

2016 NJP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3강

<도전! NJP 도슨트> 프로그램 이미지 디자인

디자인  한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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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며 정리하는 목적도 있지만. 돌아보니 수업 기획이나 진행에 있어 참가 

학생뿐만이 아니라, 매개자로 참여하는 작가 및 예술강사 분들도 충분히 존중받고, 배움이나 

경험을 통해 얻어가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닌 

상호배움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기 위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의 질문에 

편안하고 자유롭게 의견 주세요.

이보영

1.  강사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교육팀 선생님들께서 잘 챙겨주셔서 

강사였던 나도 학생들과 함께 수업에 적응해나가면서 즐길 수 있었다. 

  다소 헐겁지만 해주고 싶은 것들을 이것저것 구성해서 만든 수업 이었어서 시간조절이 잘 

안됐었던 지점들이 학생들에게 미안했었다.

  커리큘럼에 전시를 끝내면서 작품을 철거하는 과정도 넣어서 학생들이 전시를 마무리하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항상 전시를 마무리할 때, 작업을 만들었었던 전체 과정들에 대해 

가장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다.) 

  선생님들이 많이 준비해가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동시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시간이 

부족해지는 단점이 있는것 같다. 

강신대

1.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기 워크숍이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술 

전공자가 아닌 학생들은 미술 혹은 작가에 대한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 

워크숍의 경우 이러한 편견을 제거하거나 동시대 미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해준 

이후에 이론, 창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저 봉사활동 점수를 채우는 것이 아닌, 

작가로서의 꿈을 키워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작가 중 미술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백남준에 

대한 기초지식이 준비되어 있는 작가는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러했습니다. 

사전기획이나 연구단계에서 이러한 부분의 준비가 필요할 듯합니다.

3.  백남준의 미술사적 맥락이나 작업의 방법론을 동시대적으로 재고해보는 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기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백남준의 작업이 동시대에도 

유효하다는 맹목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백남준아트센터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기획이니까요. 과연 유효한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재고해야 할 것이 있으면 재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일반인뿐만 아니라 미술 전공자도 백남준아트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기획에는 연구가 수반되어야 하겠지요.

해미 클레멘세비츠

1.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현대미술의 다양한 지점을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과 관점을 갖고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도 

함께 매개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 프로그램 기간 동안, 학생들이 

다른 관점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경험할 수 있었다. 다만 시간이 짧게 느껴진 점이 아쉬웠다.

2.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제시하는 방향성을 따르면서도, 일련의 워크숍과 토론 등의 수업 

활동에서, 매개자로서 작가들이 각자의 분야와 관심사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었다는 

지점이 참여 매개자로서 굉장히 흥미로웠다.

3.  참여학생들의 작품 시연, 발표 시간을 아트센터 이벤트의 하나로 홍보하는 등 ‘공식적’인 

자리로 마련해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일반 관람객, 혹은 다른 작가들을 초청하여 학생들이 

발표한 퍼포먼스 등에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박희정

1.  토요문화학교 3강 <도전! NJP 도슨트>는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열린 사고의 경험과 확장을 

마련하기 위해 다층적인 프로그램이 기획되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의 

표정과 몸짓, 그리고 전달하는 메시지의 깊이와 공유를 통해, 학생들이 ‘도슨트’라는 

역할에 대한 모색뿐만 아니라 ‘공동체’안에서 발견하는 예술의 즐거움과 몰입을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서의 도슨트 역할을 열정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학생들의 모습은 1회성의 

교육으로 끝나는 프로그램이 아닌, 바람직한 교육 전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매우 

흐뭇하다. <도전! NJP 도슨트>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원이 적극적인 만큼 앞으로도 본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발전적인 프로그램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1. 이번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전체 소감, 좋았던 점이나 아쉬운 점, 피드백 등)

2.  매개자로서 참여하는 입장. 그리고 역할에 대한 의견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에 있어서 매개자로 참여하며 느낀 점, 기획자가 고려해야할 사항 등)

3.  백남준아트센터 교육프로그램이 나아가야할 방향 

 (함께하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이나, 개선사항 등의 제언)

매개자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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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전! NJP 도슨트> 프로그램을 비롯한 토요문화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은 예술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참여자가 주도적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해 나가는 구성주의의 학습 환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사고의 고찰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프로그램 기획자와 강사는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서의 사고가 확장되고 다채로운 

경험이 증폭될 수 있도록 질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고정된 관념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시도가 가능한 지점들을 보여주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의 역할을 해야 한다. 

호기심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답을 보여주거나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보다는 과정을 통해 더 많은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마련해야한다. 이와 

관련해서 토요문화학교 강사로서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언급되는 메시지의 설계나 자료의 

접근은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획자와 강사의 고된 연구와 고민들이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발전에 최적의 역할을 하고, 궁극적으로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창의적인 활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3.  백남준 선생은 ‘예술가는 미래를 사유하는 사람이다.’라고 했다. 미래를 사유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미래를 사유하는 백남준아트센터로서 교육 프로그램 설계와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백남준아트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은 타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과 근본적으로 

차별화를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백남준 선생의 사유는 머무르거나 안주하지 않았으며, 

끝없이 진화하고 학문간 연계가 언제든 가능한 ‘열린 회로(Open Access)’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백남준 선생의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사유의 흔적을 고스란히 내포하면서 

유비쿼터스 환경이 구축된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역할에 대한 모색을 탐색하는 과정으로서의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 모객에 집중하여 현재의 대중문화를 

이끄는 동향과 이슈에 치중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백남준아트센터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역할로서의 교육 프로그램이 확장되어야 하겠다. 동시대의 사유에 주목하기 보다는 

정체되어 있는 사유에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만이 백남준 선생이 추구하는 

예술가로서의 역할일 것이다. 백남준아트센터는 대중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백남준 선생의 역할을 이어가는 곳으로서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16년 백남준아트센터에서 토요문화학교를 통해서 모두가 백남준이 되기를 

꿈꾸었던 작가, 강사 및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보낸다. 우리 모두 행복한 

백남준이었고, 엉뚱한 백남준 이었으며, 아직도 무언가가 계속 궁금한 백남준이다. 2017년 

새로운 백남준의 후예가 기다려진다.

매개자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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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Sindae, who majored in contemporary 

art creation and production at Kaywon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has changed his 

path and enrolled in the faculty of social science 

at Sungkonghoe University. But recently, he has 

participated in the group exhibitions, including 

REAL DMG PROJECT 2015(Art Sonje Center, 

Seoul, 2015), April the Eternal Voyage(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2016) and 

Collapse(Hapjungjigu, Seoul, 2016), and tries to 

become a professional to feel uncomfortable, 

while hanging around the edges of the art world. 

Leeboyoung, whose main field of work is 

performance, has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nd 'objects.' She is 

interested in various different perspectives 

on one object and the language they use. At 

the moment, she has returned to school to 

study metal craft design and is producing 

work. Sometimes she participate in organizing 

exhibitions, while making plans for her future 

career. 

Choi Jihyeon, who had been interested in 

diverse fields of study, finally chose to study 

arts. He especially focuses on the objects in 

relation to society. Choi pays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something artistic and 

something political; as a philosopher said, art 

has both aesthetic and social elements at the 

same time. Although he has mainly worked on 

installations and performance, Choi who finds 

himself capricious is not sure when he will 

switch to doing something else. 

Joo Hyunwook considers himself as the 

last futurist of the 21st century. He attempts 

to find a way of resuscitating this era in which 

the exploration of the historical rupture and 

the alternative time that the modernists of 

the last century had longed for is completely 

gone. His work reflects his efforts to forget 

the future and his cynical doubts about a wide 

range of doctrines of contemporary art. Joo 

staged a performance titled SF Dance for XXI 

Century(2016) last June and will present an 

installation work Frozen Sleep/Time Slip(2016) 

which is an homage to the frozen bodies of Kim 

Il-sung and Kim Jong-il this December. 

Rémi Klemensiewicz was born in Marseille, 

France where he graduated from the ESADMM 

school of Art. He currently lives in Seoul where 

he is continuing his work around installation 

and performance. Rémi's work takes different 

forms from exhibition to live performances and 

always focuses on sound as a central material 

for his experimentations. He is mostly active 

in Korea having exhibitions as well as concerts 

and trying to connect these different means is 

underlying aspect all along his works.

Baja Woo’s performance includes the 

objects we currently use and those we don't use 

anymore. He creates sound through the collision 

of the past things and the present things. This 

sound represents the present that cannot 

confront the scream of the past. When the two 

are connected, the present penetrates into 

the inside of the past and the past erupts from 

the present. Those that erupt are the sounds 

generated from the collision of errors among the 

mechanisms of different times and bases and 

the artist turns these sounds into a performance. 

Choi Eunjin has produced and given 

performances based on the bodies and the 

강신대는 계원예술대학에서 현대미술창작과 

기획을 전공한 후 작가가 되긴 그른 것 같아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에 입학했지만, 최근 

«리얼 디엠지 프로젝트 2015»(아트선재센터, 서울, 

2015), «사월의 동행»(경기도미술관, 안산, 2016), 

«컬랩스»(합정지구, 서울, 2016)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고, 미술계 언저리를 맴돌며 프로 불편러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보영은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언어’와 ‘사물’의 

관계에 대한 작업을 했었고, 한 가지 대상을 바라볼 

때 갈라지는 다양한 관점들과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관심이 있다. 현재는 대학교로 다시 들어가 

금속공예를 전공하면서 사물을 직접 제작하면서 

지내고 있고, 종종 전시 기획일들을 하면서 향후 작업 

방향을 모색 중이다.

최지현은 이곳저곳 기웃거리다 마지막으로 

공부한 것이 미술이다. 주로 사회 속에서 매개된 

사물들에 관심을 두고 있다. 예술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관계를 눈여겨보고 있으며 이는 어느 철학자가 

언급했듯 예술은 미적이며 동시에 사회적인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주로 설치와 퍼포먼스로 작업했지만, 

변죽이 죽 끓듯 해 언제 다른 것으로 넘어갈지는 모를 

일이다.

주현욱은 21세기의 마지막 미래주의자를 

자처한다. 지난 세기 모더니스트들이 꿈꿨던 

역사적 단절과 대안적 시간에 대한 탐구가 

완전히 소멸해버린 이 시대에 이를 심폐소생 

시킬 방법을 구상하는 중이다. 그를 위해 미래를 

잊으려는 동시대 예술의 다양한 강령들에 대해 

삐딱하게 반문을 던지는 작업을 한다. 지난 

6월에는 국립현대무용단에서 <21세기를 위한 SF 

안무>(2016)를 발표했었고 다가오는 12월에는 

김일성/김정일의 냉동 시신을 오마주하는 설치 작업 

<프로즌 슬립/타임 슬립>(2016)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미 클레멘세비츠는 프랑스 마르세유 출신으로 

ESDAMM 아트스쿨을 졸업했다. 그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며 설치 및 퍼포먼스 작업을 하고 있다. 

클레멘세비츠의 작업은 전시에서 라이브 퍼포먼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지니며, 소리를 중심 

소재로 하는 실험에 항상 중점을 둔다. 주로 서울에서 

전시와 콘서트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작품 전반에 

걸쳐 이와 같은 다양한 방식들을 연결시키고자 한다.

서민우는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과 지금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연주한다. 지나간 것과 지금의 

것을 충돌시켜 소리를 낸다. 이 소리는 지나간 것의 

비명을 제대로 마주 대하지 못하는 지금이다. 이 

둘을 결부시킬 때 지금의 것은 지나간 것의 내부로 

침투하고 지나간 것은 지금의 것을 통해 분출된다. 

이 분출되는 것은 다른 시대와 다른 기반을 가진 

매커니즘끼리 충돌하여 내는 오류들의 소리이며 

이것들을 조절하여 연주해본다.

최은진은 움직임과 신체를 기반으로 한 

공연들을 주로 만들고, 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변의 

공연예술가들과 함께 먼쓸리 퍼포먼스라는 열린 

가능성의 형태를 통해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안무작으로는 <The Scores of Spectators>(2015), 

<자가발전극장>(2015), <유용무용론>(2014), 

<신체하는 안무>(2014) 등이 있다. 

한윤미는 공연하는 사람이고 ‘공연단체 바람’의 

창작자이다. 사람, 지역과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로 

퍼포먼스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순동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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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ments. Lately, she has been involved 

in the 'monthly performance' with open 

possibilities along with performance artists. 

Among her choreographic works are The 

Scores of Spectators(2015), Self-generative 

Theatre(2015), Yuyongmuyongron: Theory 

of Useful Dance(2014) and Decoding 

Movement(2014). 

Han Yunmi is a performer as well as a 

creator of the 'Performance Group-Baram 

Company.’ She creates performances based 

on the stories of the people and the areas 

she meets and experiences. Han has staged 

performance pieces such as The Story about 

Sundong Who Moves to Incheon, Actress Kim 

in Rooftop and Dialog in Eul ji-Street and is 

currently working on a street performance, 

Sugar Candy, which tells a love story, while 

making Korean tradition sugar candy. She 

also took charge of the local  arts and cultural 

education program as well as the Saturday 

Cultural School for local kids and seniors in 

Mansu-dong, Incheon. She also provides arts 

and cultural education for students and kids at 

local kids centers and schools in Seoul, Inchoen 

and Kimcheon. She is interested in and wants 

to explore the topics, such as people, food, 

travel and love.

Moojin Brothers is a media group consisting 

of three members: Jung Mujin, Jung Hyoyoung 

and Jung Youngdon. Their work starts from 

the stories they heard from people around 

them. They focus on the new and unfamiliar 

aspects of our life by capturing unique and 

extraordinary images and senses from the 

stories of common people. Moojin Brothers 

take an array of artistic significances from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not through a realistic 

reenactment, but through the reconstruction of 

a certain part of the lives of workers, artists and 

young people, using diverse artistic techniques 

and methods. Their work does not simply 

represent today's world, but explores the 

mythological and legendary stories, the history 

of time and space as well as the reinterpretation 

of classical texts. 

Jeong Jaeuk studies photography at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Department of Plastic Art & Photography). 

He took part in the performance RUN, 2015 of 

Festival 284 : Meet Art at the Plaza, a Place 

of Beautiful, organized by the Culture Station 

Seoul 284, as a coordinator. Jeong worked as 

an assistant instructor for the video and editing 

class (lesson 2) of the 2016 NJP Saturday 

Cultural School. 

Koh Yeongrae likes to get along with 

people. She prefers to work together with 

somebody rather than by herself. And she feels 

happier with kids than with adults. She is a 

docent as well as an instructor of the exhibit-

related program at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She also works as an evaluator of the 

performance and exhibition at the Yongin 

Cultural Foundation and runs a community 

book club for kids. Koh wants to be a person 

who can feel and deliver the beauty. 

Kang jin an majored in dance at Kyung 

Hee University and continued his career as a 

dancer for the Korea National Contemporary 

Dance Company (KNCDC) and Soom 

movement, etc. Since last year, he has been 

working as a choreographer. He was awarded 

a prize for best choreography with his choi-

kang project in collaboration with Choi Min-

sun at ‘The 9th Seoul Dance Collection & 

Connection.’ He has also participated in 

the Choreography Laboratory of the Korea 

National Contemporary Dance Company and 

인천상경기>, <옥탑방 김배우>, <을지로에서의 대화> 

등의 공연을 올렸고, 현재 달고나를 만들며 사랑 

이야기를 하는 공연 <SUGAR CANDY>를 거리에서 

만들고 있다. 인천 만수동에서 아동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과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를 진행하였고, 서울, 인천, 김천의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 

중이다. 사람, 음식, 여행 그리고 사랑에 관심이 있고 

작업을 진행 하고 싶다.

정무진, 정효영, 정영돈 세 명으로 구성된 

무진형제는 미디어 그룹이다. 무진형제의 작업은 

주변 사람들이 들려준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다소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부터 낯설고 기이한 

감각과 이미지를 포착해 우리 삶의 새롭고 낯선 

지점을 조명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노동자, 작가, 

청년 등의 삶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여준 삶의 어느 한 부분을 다양한 미술적 방식으로 

재구성해 평범한 사람들의 삶으로부터 다채로운 

예술적 의미를 포착한다. 단순히 우리 시대의 

모습만 조명하는 작업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에 

깊이 감춰져 있던 신화나 전설의 이야기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역사적 탐색, 고전 텍스트의 재해석 등을 

끄집어내는 작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정재욱은 중앙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학과에서 

사진을 전공하고 있다. 2015년 문화역서울 284에서 

진행한 «페스티벌284 – 미친광장美親狂場» 

퍼포먼스 <달리기(RUN), 2015>의 코디네이터로 

참여했고, 이번 2016 NJP 토요문화학교 2강에서는 

영상 촬영 및 편집 수업에 보조강사로 참여했다.

고영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좋아한다. 

혼자 하는 일보다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보태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그 일이 어른보다 아이들과 함께일 

때 더 행복해한다. 백남준아트센터 도슨트로 활동 

중이며 전시연계 프로그램에서 교육 강사를 하고 

있다. 용인문화재단의 공연 전시 평가단으로 활동 

중이며 동네에서는 아이들과 독서모임을 하고 있다.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싶어 한다.

강진안은 경희대 무용과를 졸업하고 

국립현대무용단 ,숨무브먼트 등 무용수로 활동했으며 

작년부터 최민선과 함께 최강프로젝트로 안무활동 

시작하여 서울 댄스컬렉션 안무상 수상를 했으며 

국립현대무용단 «안무랩», 유망지원사업 '닻'에 

선정되는 등 활발히 작업 하는 중이다.

임정하는 움직이는 사람이다. 자유롭기를 원하고 

또 자유로움을 추구한다. 많은 걸 느끼고 보길 

원하지만, 아직 많이 겪지 못했다. 앞으로 쭉 진행될 

예정이다. 많은 사람이 보고싶어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박희정은 응용 미술학을 전공하고 광고, 출판 등 

그래픽 디자이너와 동화 일러스트로 활동하였으며, 

경기문화재단 COP(플럭서스 연구)에 참여하였다. 

현재 백남준아트센터 전시연계교육프로그램 

및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 강사로 활동 

중이며, 교육학 석사 과정 중에 있다.  교육공학적 

측면으로서의 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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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ot' project, an arts support program. 

LimJungHa is a person who moves. He 

wants to be free and seeks for freedom. He has 

a goal feeling and experiencing as many things 

as possible, but hasn't achieved such it yet. But 

he will keep pursuing this goal. Lim whishes to 

be a person to be fondly remembered by many 

people. 

Park Hee Jeong studied applied art and 

has worked as a graphic designer in the fields 

of advertisement and publication as well as an 

illustrator for children’s story books. She was 

also engaged in the Community of Practice 

(Fluxus research) project led by the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She is currently working 

as an art instructor of the Kumdarak Saturday 

Cultural School as well as the exhibit-related 

education programs at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Park is also working toward a master’s 

degree in education and is interested in not 

only the research on arts education programs 

in the aspect of educational technology but 

the cultural and arts education as a lifelong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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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Bora

Nam June Paik Art Center

Objective and comprehensive evaluations and reviews might be more desirable, but it is difficult 

to know everybody's opinion. It is impossible to share every moment, either. In this epilogue, I 

would like to write my personal feelings as a person who has joined each class and has reviewed 

the curriculums, proceedings, pictures and videos so far for their completion.

 Conversation and Collaboration
We always ran out of time in lesson 1, even though the time for a class (time for a lecture apart 

from a workshop) given to the artists (instructors) was less than 20 minutes. In fact, the class 

didn't take the form of a one-way lecture, so we didn't have enough time. Participants who had 

been accustomed to (only) listening and learning, had to express what they thought, and wanted 

to say. During the course of the workshop with artists in the manners of discussion-creation-

sharing, participants practiced to find their own or proper way as well as language to explain to 

and persuade others. Artists and participants having conversations with one another were the 

most common scenes throughout the period of ten weeks. Each class required them to coordinate 

with one another among various relations. Participants learned to find their own language, listen 

to others, and harmonize different opinions through conversations and collaborations.

 To Respect-To Be Respected
For all the participants (both participants and mediators), spending time together was as 

important as learning itself, especially in lesson 2, which is an education program for families. 

In the case of family programs, a certain group (usually parents group) sometimes becomes 

less interested or bored in class. All family members need to have their own place and role to 

be respected as a participant. On the first day, in the class of the movement as well as in the 

course of making a video on family time, instructors gave priority to the allocation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for both parents and kids. With their own role, they come to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in a natural way. Parents ask for and listen to the opinions of their kids, while making 

sets or props for the video. Parents seemed to concentrate on the craft work with scissors and 

colored papers in their hands as happily as their kids. Kids, who have usually been the subjects 

of their parents, now take a picture of their mother and father. In this way, they exchange roles 

and get to know each other from a switched angle. They discover new aspects of their family 

members and form a new kind of relationship in a space different from their everyday life through 

conversation.

 Circulation of Learning
Both participants and instructors had a special and unusual experience in lesson 3. It was not a 

time for understanding and learning about ‘the docent defined by someone.’ Rather, participants 

김보라

백남준아트센터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이자 후기가 되어야겠지만, 모든 프로그램을 함께 했다고 해서 모두의 의견을 알 수는 

없다. 모든 순간과 교감할 수도 없다. 그저 수업 시간마다 함께 회고를 한 사람으로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 그간의 

강의계획서와 회의록, 사진, 영상들을 들추어 본 사람으로서의 개인적인 소감을 기록하고자 한다.

대화와 협업

1강은 시간이 늘 부족했다. 강사로 참여한 작가들의 (워크숍을 제외한 강의식의) 강의는 20분을 넘기지 않았음에도 

그랬다. 사실 일방적인 강의 형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다. 그동안 주로 듣(기만 하)고 익히는 입장이었을 

참가자들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찾아야 했다. 토론-창작-공유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작가들과의 워크숍 과정을 통해 타인에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적절한, 혹은 자신만의 언어와 방식을 찾는 

연습을 했다. 10주에 걸친 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모습은 작가들과 참가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는 모습이었다.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과정마다 다양한 관계들과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참가자들은 대화와 협업을 통해 

자신의 언어를 찾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식을 배웠다.

존중하기 - 존중 받기

배움만큼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다. 모든 참여자(참가자, 매개자)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었다. 2강과 같은 

가족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더욱 그렇다. 가족 프로그램의 경우 구성원 수준의 차이로 어느 한 쪽을 포기 

(주로 어른이 심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자로서 존중받기 위해서는 각자의 자리, 

역할이 있어야 한다. 첫날 움직임 수업은 물론이고 가족의 시간을 담은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강사들이 가장 

배려한 것은 부모와 자녀에게 역할을 마련해주는 것이었다. 각자의 역할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고 간다. 

영상의 주제를 정하거나, 영상에 필요한 배경이나 소품을 만들면서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자녀의 의견을 묻고 

귀를 기울인다. 오랜만에 가위와 색종이를 손에 쥔 아빠와 엄마는 아이들만큼이나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만들기에 

열중한다. 늘 부모님의 피사체였을 아이들이 이번에는 아빠 엄마의 모습을 카메라로 담는다. 그렇게 역할이 바뀌고, 

바뀐 시선으로 서로를 알아간다. 일상에서 벗어난 대화와 공간으로부터 가족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다른 

방식으로 관계 맺는다.

배움의 순환

 3강은 참가자와 강사 모두에게 특별하고 특이한 경험이었다. ‘누군가 정의한 도슨트’에 대해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 아니었다. 참가자들은 ‘도슨트를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의 전환과 관심만으로 많은 것을 스스로 

배워갔다. <도슨트의 이해> 시간에는 사전 토론활동을 하고 나니 미리 준비해둔 PPT와 강의자료가 무색해질 

정도였다. 그렇게 ‘배운’ 것은 단순히 ‘아는’ 것과는 달랐다. 참가자들은 ‘도슨트 되기’의 과정 속에서 피드백을 

나누고-고치고-연습하기를 반복하며 자신이 했던 말(배움)에 가까워지려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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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가지기 - 관찰하고 경험하며 배우기 - 서로 배운 것을 나누며 배움을 확장하기 

- 배운 것을 정리하고 연습(반영)하기 – 반복하기

참가자들은 위와 같이 각자의 배움을 발전시켰고, 각자가 느낀 것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배움을 확장했다. 

자기 안에서의 순환이자 타인과의 순환이었다. 강사의 역할이란 아이들을 주시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때에 

질문(혹은 과제)을 던지거나 아이들이 한 말을 모아 정리해주는 것뿐이었다. 무엇보다 피드백은 수용하고 

반영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걸 경험을 통해 알아가는 과정이었다.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 백남준아트센터에서 할 수 있는 예술 교육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기획의 

글(프롤로그)’에 있다. 두 번째는 참가자와 매개자, 기획자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 그 

자체에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수업도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잘 짜여진 강의구성안이나 

교안만큼이나 독특한, 유일한 교안은 참여자가 아닐까?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다면 지금-여기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배움이 된다. 참여자 모두가 존중하고 존중받는 곳에서는 누구나 가르칠 수 있고, 모두가 배울 수 있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 가르쳐주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를 바란다.

“말을 빠르게 하는 게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우리는 태어나서 처음 도슨트라는 걸 해본 거잖아요.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3강에 참가했던 

현아가 한 말이다. 도슨트 리허설을 촬영한 영상을 보며 함께 모니터링을 해주던 자리였다. 마무리라는 

나름의 모니터링을 하며 돌아보니 아쉬운 점이 많다. 하지만 현아의 말대로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매개자로 참여한 작가, 예술 강사는 물론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으므로. 함께한 모두에게 

감사를, 무엇보다 만나서 반가웠고, 함께해서 즐거웠다고 전하고 싶다.

already learned a lot by themselves with their thoughts and interest in ‘becoming a docent.’ In the 

class of <Understanding of the Docent>, I realized the presentations and lecture materials were 

not actually necessary after the pre-discussion activities. This kind of ‘learning’ was different from 

simply ‘knowing.’ In the course of ‘becoming a docent,’ participants attempted to become close 

to what they have said(learned) by repeating the process of exchanging feedback, correcting and 

practicing. 

To pay attention - To observe, experience and learn - To exchange and extend 

knowledge - To arrange and practice (reflect) what I have learned - To repeat

In this way, participants have developed and extended their own learning by sharing their feelings 

with each other. This process was both a circulation inside themselves as well as with others. 

The only roles of the instructors were to pay attention to the participants, give them proper 

questions (or assignments) and sum up their opinions. Above all, this class taught participants the 

importance of accepting and reflecting on feedback. 

What will be the arts education like, which will be provided by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the 

house where the Spirit of Nam June Paik lives on’? First, it is written in the ‘Prologue.’ Second, the 

time and space itself shared by participants, mediators and organizers are important elements. 

The same class can vary with the people participating in class. The only and unique plan for 

teaching is probably the participants themselves just like a well-organized syllabus or teaching 

plan. If one can learn from one another, a special learning, which is available right now and right 

here, takes place. When all participants can respect one another and be respected, everybody 

can teach and learn. I hope this program offered everybody an opportunity to learn from one 

another not in a manner of one-way teaching and learning. 

“Speaking fast can be both good and bad depending on the situations and the people involved. 

It is the first time for us to become a docent in our life. I think I can do better next time,” said 

Hyun-ah, a student who participated in lesson 3,on the occasion of monitoring each other while 

watching the video on the docent rehearsal. In fact, the rehearsal left us much to be desired. But 

as Hyun-ah said, we can get better. Throughout this program, not only the mediators including 

the artists and instructors but also the participants have taught me many things. I would like to 

extend my gratitude to all of them and say I had a really good time thanks t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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