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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봄맞이 새로운 체험하러 백남준아트센터로 떠나볼까요?:　
예술로 공유하고 시각을 확장해보는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토론을 통해 새로운 도시를 구성해보는 전시연계 프로그램 <모두와 그리는 마을>

▶ 백남준의 주요 작품을 감상하고 생각을 확장해보는 집중감상 프로그램 <피드백>

▶ 또래와 함께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보는 장애학생 프로그램 <옹기종기 모아보면> 

▶ 다양한 예술 경험을 위한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프로그램 <미술관 탐구생활>

제목

봄맞이 새로운 체험하러 백남준아트센터로 떠나볼까요? : 

예술로 공유하고 시각을 확장해보는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의
- 프로그램 문의: 황지아 교육연구원(t. 031-201-8512)

- 취재 문의: 강연섭 홍보 담당자(t. 031-201-8559)

자료

다운로드 링크: [ 2018 7 [보도자료] 교육 프로그램 ]

https://drive.google.com/open?id=1mpQoRwbyiuel5M2By2DfW

MxWpuf16c1n 

배포 2018.04.12. 배포 쪽수 총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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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백남준아트센터(관장 서진석)는 봄을 맞아 백남준전 《30분 이상》 및 기획전 《웅얼거리고 
일렁거리는》과 연계하여 참여자들이 주변을 새롭게 인식하고 예술로 사고를 확장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특히 학생 단체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은 전시감상에 집중한 
프로그램부터 진로탐색 프로그램까지 폭넓게 구성하였으며, 3월 27일부터 6월 22일까지 
진행된다. 

    학생단체 대상 교육 프로그램은 총 4종으로, 모둠끼리 토론을 통해 도시를 새로 구성해보며 
주변을 인식하고 고민해볼 수 있는 전시연계 창작 프로그램 <모두와 그리는 마을>, 백남준의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스스로 작품을 감상하고 사고를 확장하는 초‧중‧고등학생 단체 대상의 
집중감상 프로그램 <피드백>, 작품을 감상하고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친구와 조화롭게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보는 <옹기종기 모아보면>, 자유학기제 시행 중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미술관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통해 시각을 확장해보는 <미술관 탐구생활>이 
운영된다. 세부사항과 접수방법은 백남준아트센터 홈페이지(www.njpartcenter.kr)와 꿈길 
홈페이지(www.ggoomgi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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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상세 소개

1. 전시연계 창작 프로그램 <모두와 그리는 마을>은 기획전 《웅얼거리고 일렁거리는》의 주요작품
을 관람한 후, 모둠끼리 생각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도시를 구성해보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단체 
대상 프로그램이다. 도시를 구성하는 시스템들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모둠끼리 토
론으로 풀어가며 내가 원하는 도시를 표현해본다. 이 과정을 통해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 인식하고 고민해볼 수 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기획
전 연계 프로그램으로 6월 22일까지 운영되며, 초등학생 4~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2. 집중감상 프로그램 <피드백>은 백남준의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전시를 감상하는 초‧중‧고등학
생 단체 대상 프로그램이다. <피드백>은 관람자의 반응까지 관람의 과정으로 여긴다는 의미와 함
께, 정보를 구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킨다는 뜻의 피드(feed)와 백남준의 백(Paik)이 결합하
여 백남준의 예술세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백남준의 주요 작품 감상
을 통해 백남준의 예술세계를 이해하고, 모둠끼리 생각을 공유하며 작품의 다양한 의미를 짚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백남준전 연계 프로그램으로 6월 22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운영된다. 

3. 장애학생 단체 프로그램 <옹기종기 모아보면>은 백남준의 작품을 감상하고, 하나의 화면 위에 
신체와 여러 가지 감각을 사용하여 작품을 완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각기 다른 모습과 특징을 가
진 참여자들이 하나의 화면 위에 서로의 모습을 완성해보면서 모두가 함께 조화롭게 사는 세상을 
경험해보고, 신체와 일상의 다양한 도구, 그리고 감각을 활용해 작품을 만들어볼 수 있다. 6월 22
일까지 운영된다. 

4. 진로탐색 프로그램 <미술관 탐구생활>은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 예술이 어렵고 생소한 중학
생들에게 예술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미술관을 이루고 있는 관
람객, 예술가, 공간, 다양한 직업군을 주제로 하는 여러 가지 예술적 경험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경험하고 생각을 확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사전협의 된 중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6회 연속으로 
진행하며 3월 30일부터 6월 29일까지 금요일에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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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백남준아트센터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요 및 세부 내용

[첨부 1] 백남준아트센터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요

※ 접수방법 및 문의 : 홈페이지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edu@njpartcenter.kr / 031-201-8512, 8555)
※ 자세한 사항은 백남준아트센터 홈페이지(www.njpartcenter.kr) 참조

프로그램명 대상 일시 내용 접수 참가비

모두와 그리는 
마을

초등
4-6학년, 
중학생  

30명 이하 
단체 

3.27-
6.22,
화-금

기획전 《웅얼거리고 일렁거리
는》을 감상하고, 새로운 도시를 
구성해보며 개인과 사회와의 관
계, 그리고 참여에 대해 생각해
보기

이메일

1인당
3,000원

피드백

초·중·고등
학생

30명 이하 
단체 

3.27-
6.19,

화

백남준의 주요작품을 감상하고, 
활동지를 통한 활동으로 백남준
의 예술세계 이해하기

1인당
3,000원

옹기종기 모아보면
장애 학생 
10명 이하 

단체

3.27-
6.22,
화-금

백남준의 작품을 감상하고, 신체
와 여러 가지 감각을 활용한 작
품 완성해보기

무료

미술관 탐구생활 사전협의 
단체

3.30-
6.29,

금

자유학기제 시행 중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예술을 경험하고 다양
한 관점과 시각을 확장해보는 
프로그램

별도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