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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에 예술가에게 배우는 1박2일?

-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7월부터 ‘예술로 배워봐요’ 관련 참여 프로그램 마련

- 시인, 무용가, 디자이너, 배우 등 총 21명의 다양한 현장 예술가와 만나

- ‘스토리텔링’과 ‘힐링’을 주제로 어린이부터 온가족이 참여

- 오는 9일(수)부터 프로그램별 신청 접수 가능

□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은 일상을 문화예술로 충전하자는 문화

충전캠페인 “예술로 배워봐요”의 일환으로 여름방학에 예술가에게 배

우는 다양한 1박2일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부터

온가족을 대상으로 공예, 연극, 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가 참여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 7월부터 여름방학 동안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예술가와 1박2일(시각

예술) ▲몸으로 쓰는 시(문학, 무용) ▲으리으리한 청소년 연극투어(연

극) ▲미술관 1박2일 ‘그리다, 만들다, 몸짓하다’(미술) ▲누구나 예술가

‘그대로 멈춰라’(팝아트, 셀에니메이션) ▲관악창작공방(섬유공예) ▲다문

화가정 자녀와 함께하는 공예체험(공예) ▲나무 속 이야기(목공예) 등이

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도예가, 북아트작가, 섬유디자이너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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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무용가, 연극배우까지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가 참여하여 재능을 나

누고 시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1박2일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 이번 행사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와 시민이 직접 만나 예술로 표현하

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과 ‘힐링(healing)’을 주제로 한 것이

특징이며, 여름방학 기간 중 각 자치구별 창작공간과 시민청, 서울시

립미술관 등 서울시내 9개 공간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 신청 접수는

각 사업 일정에 따라 9일(수)부터 가능하다.

○ 무용으로 ‘나’를 드러내고 글쓰기로 ‘나’를 재탄생시키는 <몸으로 쓰는

시>는 무용과 문학을 함께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안무가 이양미(42)와

시인 김근(42), 소설가 김혜나(33)와 함께 오는 18일(금)부터 19(토)

까지 홍은예술창작센터(서대문구 홍은동)와 연희문학창작촌(서대문구 연

희동)에서 진행된다.

○ 배우들의 음성으로 희곡을 듣는 ‘낭독공연’과 나만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어 보는 <으리으리한 청소년 연극투어>는 중고등학생과 가족을 대

상으로 진행하는 체험형 연극 프로그램이며, 8월부터 서울연극센터(종로

구 명륜동)와 남산예술센터(중구 예장동)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 서울시립미술관과 함께하는 <미술관에서 1박2일 ‘그리다, 만들다, 몸

짓하다’>는 현재 기획전시에 참여하는 작가 3인이 예술교사로 워크숍을

진행한다. 소소한 일상의 순간과 그 순간의 이야기를 정물화로 표현하는

일본출신 작가 곤도 유카코(42), 아트스타코리아에서 화제의 퍼포먼스

로 시선을 집중시켰던 작가 구혜영(34), 음악과 협업을 통해 현대사회

의 오도된 정보생산의 범람을 지적하는 작가 김아영(35)이 그 주인공이

다. 이 프로그램은 미술관 관람은 물론, 작품을 만드는 체험에 전시까지

기존의 예술교육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미적체험을 경험할 수 있으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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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5일(금)과 26일(토) 이틀간 진행된다.

○ 시민청에서 진행되는 <누구나 예술가_그대로 멈춰라>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19일(일)과 20일(일) 진행되며, 예술가들에게 팝아트,

셀애니메이션(cells animation)을 배우고 직접 아티스트가 되어 작품

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완성품은 오는 8월 중 시민청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시기획전의 기회도 갖는다.

※셀 애니메이션 : 종이에 그린 그림을 투명한 셀룰로이드에 그대로 옮긴 뒤, 그 뒷

면에 채색을 한 다음 배경 위에 놓고 촬영하는 애니메이션 기법

○ <예술가와 1박2일>은 현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상상의 미래를 스토

리텔링하는 창작워크숍으로 회화, 영상, 사운드 퍼포먼스 등 다양한 기법

으로 작품기획부터 제작, 전시, 비평까지 참여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26일(토), 27(일)에 금천예술공장(금천구 독

산동)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관악구 은천동)는 어린이와 부모가 2인1조로 참

여할 수 있는 <관악창작공방>을 진행한다. 이 공방은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작가로 활동 중인 섬유디자이너 김태연(44)이 진행하며,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인 펠트와 에코백 등을 활용한 공예를 경험할 수

있다. 첫째날은 펠트로 만드는 ‘컵받침’, 둘째날은 볼록볼록 ‘발포프린트

가방’ 만들기가 진행된다. 오는 8월 6(수)일부터 7일(목)까지 진행되며

신청은 23일부터 가능하다. 참가비는 2회에 4천원이다.

※펠트공예 : 양모나 인조 섬유에 습기와 열을 가해 압축시킨 천으로 유아놀잇

감에서 생활소품에 이르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공예를 의미한다.

○ 성북예술창작센터(성북구 종암동)는 예술가와 함께하는 목공예 프로그램

<나무 속 이야기>를 21일(월), 22일(화) 양일간 운영한다. 참가자는

폐목재를 활용해 스스로 사용할 가구를 만들고, 작가와 함께 스토리텔링

과정을 통해 새로운 형태로 디자인할 수 있다. 참가자 접수는 오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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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참가비는 1일 2만원이다.

○ 신당창작아케이드(중구 신당동)는 <다문화가정 자녀와 함께하는 공예체

험>을 오는 17일(목)부터 다음달 1일(금)까지 진행한다. 신당아케이드

입주작가인 도예가 최주희(34)와 일러스트 김선경(31)이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첫째날은 ‘나만의 접시작품 만들기’, 둘째날은 ‘팝업카드로 내

마음 전하기’ 수업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 참가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

으로 진행하며 각 센터를 통해 선착순으로 참가하면 된다.

□ 서울문화재단 조선희 대표이사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학교가 아닌

현장에서 다양한 예술가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단

순히 참여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

전시하는 예술생산의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서울문화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연중 진행되는 문화예술충전캠페

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sfac.or.kr)

와 문화충전캠페인 홈페이지(http://www.sfac.or.kr/artbattery)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첨부자료

1. 7월 “예술로 배워봐요” 프로그램 목록

2. 세부 프로그램 개요

3. 관련사진

4. 프로그램 참여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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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장르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대상 접수 참가비 장소 작가 문의

1 공예 관악창작공방

 펠트 직조 컵받침 

및 발포프린트 

가방만들기

 8/6(수)

 8/7(목) 

6~13세

어린이와 

보호자 동반 

(2인1조)

7/23(수)~
4천원

2회
관악창작놀이터 김태연 871-7744

2 시각
누구나 예술가

그대로 멈춰라

팝아트 

 셀 애니메이션 수업 

 7/19(토)

 7/20(일)
초등학생 7/9(수)~ 무료 시민청 이향숙 739-5811

3 연극
으리으리한 

청소년 연극투어

낭독공연 관람 및 

대학로 연극투어 등

 8/8(금)

 8/9(토)

 8/16(토)

 8/23(토) 

중고등학생

및 가족 

7/21(월) 

10:00~

선착순

무료

서울연극센터
전현아

등 3명
758-2033

남산예술센터

4
무용

문학
몸으로 쓰는 시

무용과 문학을 통한 

자아탐색과 힐링

 7/18(금)

 7/19(토)
일반 시민

7/9(수)~

17(목)

2만원

1인당

홍은예술창작센터 이양미 304-9100

연희문학창작촌
김근,

김혜나
324-4600

5 공예

'다문화가정 

자녀와 함께하는 

공예체험

나만의 접시 작품 

만들기

팝업카드로 내 

마음전하기

 7/17목)~

8/1(금)

 매주 목,금 

7~13세 

다문화가정 

어린이와 

부모 

지역아동

센터

무료

선착순

신당창작아케이

드

최주희

김선경
2232-8834

6 목공예 나무 속 이야기
예술가와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목공예

 7/21(월)

 7/22(화)
일반 시민 7/9(수)~ 2만원/일 성북예술창작센터 정선주 943-9362

7 시각 예술가와 1박2일

입주예술가와 

함께하는 

사운드퍼포먼스, 

회화, 영상, 설치, 

설치+영상 

7/26(토)

7/27(일)
고등학생

7/9(수)~

15(화)
5천원/회 금천예술공장

위영일 등 

6명
807-4122

8 미술

미술관에서 

1박2일

‘그리다, 만들다, 

몸짓하다’

설명이 있는 전시관람

아트워크숍

7/25(금)

7/26(토)
일반 시민 7/9(수)~ 1만원/일 서울시립미술관

곤도 

유카코

구혜영

김아영

758-2013

[첨부 1] “예술로 배워봐요” 프로그램 목록

[첨부 2] 세부 프로그램 개요

1. 관악창작공방

1. 프로그램명 :  관악창작공방

2. 일시 :  8월6일(수)~8월7일(목) 16:00시 (총 2회)

3. 장소 : 관악창작놀이터

4. 참여작가 : 김태연

5. 대상 :  6~13세 어린이와 보호자 동반 (2인 1조)

6. 모집인원 : 12명

7. 참가비 : 2회 4,000원 

8. 신청 : 7월 23일(수)부터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sfac.or.kr/html/opensquare/application.asp)

9. 문의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02) 871-7400 

10. 프로그램 내용 : 펠트 직조 컵받침(8월6일), 올록볼록 발포프린트 가방 만들기(8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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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구나 예술가_그대로 멈춰라

  1. 프로그램명 : 누구나 예술가_그대로 멈춰라
  2. 일 시 : 2014년 7월 19(일)~20일(토), 일요일 16:00시
  3. 장 소 : 시민청 지하 2층 워크숍룸
  4. 강 사 : 시민청예술가 이향숙, 캐리커처 코리아 신자경, 캐리커쳐 클럽 김혜림, 캐릭터 버튼 박은경
  5. 대 상 :  초등학교 전 학년  
  6. 모집인원 : 30명 
  7. 참가비 : 무료 
  8. 신청 : 홈페이지 사전신청 - 7월 9일(수) 14:00시 부터
  9. 문의 : 시민청 (02-739-5811, 02-739-5816) 
  10.프로그램 내용
     1) 07.19(토) 첫 수업 : 팝아트/셀 애니메이션 수업 및 스케치      
       1부 16:00~16:40 : 수업 및 자기소개, 팝아트/셀 애니메이션 수업 (자료 및 방법)
       2부 16:45~17:25 : 롤지에 2인 1조로 스케치 본 그리기
       발표 및 정리 : 자리정리, 오늘 수업에 대한 감상 발표 (부모 참관)_17:25~17:35
     2) 07.20(토) 두 번째 수업 : 색칠 및 완성 본 발표
       1부 16:00~17:10 : 오늘 수업 소개, 스케치 본을 토대로 지면구성 색칠
       2부 17:15~17:35 : 자리정리, 완성 본 발표, 감상 개별 발표 (부모참관)

3. 으리으리한 청소년 연극투어

1. 프로그램명 : 으리으리한 청소년 연극투어
2. 일시 : 8월 8일(금), 9일(토), 16일(토), 23일(토)
3. 장소 : 남산예술센터
4. 참여작가 : 배우 전현아 외 2명 
5. 대상 :  중고등학생 및 가족 
6. 모집인원 : 30명 
7. 참가비 : 무료 
8. 신청 : 7월 21일(월)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e-sac.or.k)
9. 문의 :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02)758-2033
10. 프로그램 내용 
  1) 낭독공연 <남산희곡페스티벌, 네번째> 
    ‘초고를 부탁해’를 통해 선정된 국내 신진작가의 미발표 신작을 낭독공연으로 
    소개하는 남산 희곡페스티벌의 프로그램을 관람 
  2) 연극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청소년 연극투어>
    (1주차_8월9일) 연극을 몸으로 체험해보는 '연극놀이'
    (2주차_8월16일) 연극을 만나며 가족과 소통할 수 있는 '대학로 연극투어'
    (3주차_8월23일) 나만의 이야기로 직접 만들어보는 '연극무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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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몸으로 쓰는 시

 

 1. 프로그램명 : 몸으로 쓰는 시

 2. 일 시 : (1일차) 2014년 7월 18일(금), 10:00~17:00시

           (2일차) 2014년 7월 19일(토), 10:00~20:00시

           ※ 상세 시간은 프로그램 진행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장 소 : 홍은예술창작센터, 연희문학창작촌

 4. 주 최 : 홍은예술창작센터, 연희문학창작촌

 5. 참여작가 : 안무가 이양미, 시인 김근, 소설가 김혜나 

 6. 대  상 : 일반

 7. 모집인원 : 10명(사전신청자에 한함)

 8. 참 가 비 : 2만원/1인

 9. 참여조건 : 1일차와 2일차 이틀간 전 일정에 모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10.참여신청 

 11.모집기간 : 2014년  7월 9일(수) 9:00시 ~ 7월 17일(목) 14:00시 

 12.신청방법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 선착순 접수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선정확인 및 입금안내 : 개별 문자 통보

 13.문 의 : 홍은예술창작센터(02-304-9100), 연희문학창작촌(02-324-4600) 

 14.프로그램 세부 일정 및 장소

    1) 1일차 몸쓰기 워크숍 :  2014년 7월 18일(금), 홍은예술창작센터 무용연습실

    2) 2일차 시쓰기 워크숍 및 발표 : 2014년 7월 19일(토), 연희문학창작촌

5. 다문화가정 자녀와 함께하는 공예체험

1. 프로그램명 :  다문화가정 자녀와 함께 하는 공예 체험
2. 일시 : 7월17일(목)~ 8월1일(금) 16:00~17:00시 (매주 목,금 3주간)
3. 장소 : 신당창작아케이드
4. 참여작가 : 최주희, 김선경
5. 대상 : 7세~13세 다문화가정 어린이 및 부모
6. 모집인원 :  
7. 참가비 : 무료
8. 신청 :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개별 접수
9. 문의 : 신당창작아케이드 (02) 2232-8833,8834
10. 프로그램 내용
   1) 1일차  도예 - ‘나만의 접시 작품 만들기’
    2)  2일차  북아트 - ‘팝업카드로 내 마음 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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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무 속 이야기

1. 프로그램명 : 나무 속 이야기
2. 일시 : 7월 21일(월)~22일(화) 10:00~12:00시
3. 장소 : 성북예술창작센터 내 옥상공방
4. 참여작가 : 정선주  
5. 대상 :  일반 
6. 모집인원 : 6명 
7. 참가비 : 회당 2만원 총 4만원  
8. 신청 : 7월 9일(수) 14:00시 부터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sfac.or.kr)
9. 문의 : 성북예술창작센터(02-943-9300)
10.프로그램내용 
  폐목재로 새로운 오브제를 만들어 사물이 가진 각각의 이야기를 교환함으로 자신과 타  
  인이 공유할 수 있는 정서적 교감을 형성하도록 한다.  

7. 예술가와 1박2일

 1. 프로그램명 : 예술가와 1박2일 
 2. 일 시 : 2014년 7월26일(토) ∼ 7월27일(일), 2일간
 3. 장 소 : 금천예술공장 
 4. 참여작가 : 플랜비(Plan B), 위영일, 사라 목(Sarah Mock, 독일), 이수진, 옥정호, 총5팀
 5. 대 상 : 소외계층을 포함한 고등학생 
 6. 모집인원 : 30명(예정)
 7. 참가비 : 5,000원
 8. 신청방법 : 2014년 7월 9일(수) ∼ 7월 15일(화), 7일간 모집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edu_g@naver.com
              홈페이지 : 서울문화재단: www.sfac.or.kr/   금천예술공장 블로그: blog.naver.com/sas_g
 9. 문의 : 금천예술공장(02-807-4800) 
 10. 프로그램 내용

    

분류 프로그램명 내용 기획 예술가

사운드 
퍼포먼스

전기시각과 
전기청각

오브제를 활용하여 즉흥적인 소리로 이루어지는 공연을 한다. 
참여자는 공연의 각본이나 구상없이 즉흥적인 소리라는 매개
체를 통해 각자의 감각과 순발력을 발휘해본다.

플랜 비
(Plan B)

회화 모두가 하나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세계를 구성하듯 여러 학생
들의 재능들을 한데 모아 새로운 미술을 만들고자한다. 공동 
작업을 통해 공유하고 예측불가능의 결과로 이끌어 내서 참
여 학생들로 하여금 예술은 결정론적 세계가 아니라 불확정
적인 ‘가능태’라는 것을 체험하게 한다.

위영일

영상
꿈과 

비전으로의 
여행

각자 미래에 대한 현실적 또는 환상적인 꿈을 상상해본다. 꿈
을 연기하고 그 모습은 촬영되어 원하는 공간에 합성되여 비
디오 콜라주로 상영된다. 

사라 목
(Sarah Mock, 

독일)

설치 의미의 기둥들

나와 친구, 가족들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바라보며, 그 곳 한
가운데 존재하는 '나의 의미'를 일상적인 공간 이미지로 상상
하고 표현하는 자아탐구여행이다. 작고 깊은 곳에 숨겨진 나
를 표현하며 우리들만의 공간 짓는다.

이수진

설치, 
영상

루브 골드버그 
머신 만들기

주변의 물건이나 폐품을 이용해 움직이는 기계를 만들어본다. 
재료를 수집하고, 재료 각각 부분이 되어 서로 작용하는 과정
에서 재료들의 기능, 형태 변화를 생각해본다. 

옥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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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_예술가와1박2일 사진2_예술가와1박2일 사진3_예술가와1박2일

8. 미술관에서 1박2일 ‘그리다, 만들다, 몸짓하다’

1. 프로그램명 :  미술관에서 1박2일 - 그리다, 만들다, 몸짓하다.

2. 일시 :  7월 25일(금)~26(토) 10:00~15:00시 (중식12:00시~13:00시)

3. 장소 : 서울시립미술관 (전시실, 위크숍 룸, 기타)

4. 참여작가 : 곤도 유카코, 김아영, 구혜영

5. 대상 : 일반  

6. 모집인원 : 각 프로그램 별 10명

7. 참가비 : 1일 1만원 

8. 신청 : 7월 23일(수)부터 온라인접수 가능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sfac.or.kr/html/opensquare/application.asp)

9. 문의 :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팀 (02) 758-2013

10. 프로그램 내용  

  

번호 소속전시/공간 작가 작품특징 교육방향

1
유니버설 

스튜디오,서울 /1F
곤도 

유카코
회화  매일 마주하는 소소한 일상을 그리기

2
오작동 

라이브러리 /2F
김아영

오브제, 
설치,사운드

 지식,정보가 범람하는 일상에 저항하고 
해석하는 방법 만들기

3
은밀하게 

위대하게 /3F
구혜영 퍼포먼스

 노래하고, 춤추고, 수다떠는 일상을 
몸짓하기(퍼포먼스)

[첨부 3]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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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작가명 나이
(세) 주요경력 및 전시 교육의도

관악창작공방

(관악어린이
창작놀이터)

김태연 44

섬유디자이너 
2013. 대한민국미술대전 공예부문 특선
2010. 김태연 티피스트리전
2010. 베이징 국제섬유미술비엔날레 우수상
2003. 한국공예대전 특별상

섬유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신당창작아케
이드 김태연 입주작가와의 작업을 통해 예술
가와 만나보는 시간. 펠트라는 일상소재의 기
본 원리를 이해한후 직물을 교차시키는 기법
인 직조를 이용하여 생활에서 유용한 나만의 
식물과 과일 모양의 컵받침을 만들어 본다.

누구나 예술가
그대로 멈춰라

(시민청)

이향숙 34
시민청 예술가  & 서울거리아티스트
중,고등학교 캐리커처 및 애니메이션 강의

셀 애니메이션, 팝아트를 간단히 배워 본 후 
다양하게 동작을 만들면서 몸의 형태를 배우
고, 서로 그려주며 협동심을 키운다. 

으리으리한 
청소년

연극투어

(남산예술센터)
(서울연극센터)

전현아 44

배우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대학원 석사수료
SBS 공채 4시 탤런트
서울예술단 <님을 찾는 하늘소리> 아미낭자 역 데뷔
올해의 연극상 신인 연기상 수상(1998년)
동서 희곡문학 신인 작가 당선(작품: 하회의 한/1999년)
국악예고 음악 연기과 강사 역임
현 공주 영상대 연기과 겸임교수
현 극단 꼭두 단원

예술이 펼치는 상상, 놀이가 주는 즐거움이 가
득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의 문
화예술 소양 함양, 또래, 가족간 소통할 수 있
는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한다.  

엄문용 41

예술교육가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아동청소년연극 전공 졸업 
現 아동청소년연극집단 무동 단체장 (2006년부터)
現 극동대학교 연극연기학과 강사 (2012년부터)
現 신사초등학교 특수학급 연극 강사 (2010년부터)
現 청소년을 위한 도시형 대안학교 은평 씨앗학교
   연극 부문 강사(2013년부터) 

김지옥 42

예술교육가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예술전문사졸업
올리브와 찐콩 현 연구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현 강사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2004~2007)
<교육과 예술이 함께하는 연구소 Inter> 전 부소장
국립중앙 박물관 전시연계
<한 지붕 속 다문화> 프로그램 책임연구원 (2008~2010)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책 읽는 놀이터>책임연구원, 
<사서 워크샵>강사 (2005~2011)

몸으로 
쓰는 시

(홍은예술
창작센터)
(연희문학
창작촌)

이양미 42

안무가
공연예술치료연구회 라컴퍼니 대표 
공연예술치료협회 부대표 
동덕여대 대학원 표현예술치료 강사로 활동중. 
2012 여성자기치유공연 '몸굿' 연출/기획/춘천마임축제공연 •1박2일간 예술가와의 내적 소통강화를 통해 

각장르(무용,문학)를 활용한 '자아' 탐구 및 탐
색을 진행하여 시민들의 예술적 경험을 풍부
하게 하고자 한다.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나'를 발견하고 이
를 자연스럽게 드러냄으로써 예술을 통한 자
기치유및 힐링을 유도한다. 

김근 42

시인
중앙대 문예창작과 졸업
1998 문학동네 신인상 <이월> 등 5편의 시 당선. 
‘불편’ 동인으로 활동중 
시집 ‘뱀소년의 외출’, ‘구름극장에서 만나요’ 등 

김혜나 33

소설가
청주대 국문과 졸업
2013 제34회 오늘의 작가상 수상 - 장편소설 ‘제리’ 
소설집 ‘제리’, ‘정크’ 등 

다문화가정 
자녀와 함께하
는 공예체험

최주희 34

도자작가 / 신당창작아케이드 5기 입주작가
2013' 또 하나의 나를 만나다' 전시(삼청동 무봉헌)
203 헤럴드 디자인마켓 전시,판매 (삼성블루스퀘어)
2013~2014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아트존입점

손으로 직접 흙을 만져서 아이들의 흙의 질감
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도예체험시간으로,내
가 만들고 싶은 도자작품을 그려보고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본다. 

[첨부 4] 프로그램 참여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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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창작
아케이드)

김선경 31

일러스트 / 북아트작가
신당창작아케이드 5기 입주작가
2014 MilanoDesignWeek 제품전시
     -MilanoKidRoomZoom4th
2013 한국디자인진흥원디자인코리아 Top10선정전시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디자이너 40인선정, 전시

팝업카드를 오브제로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상
상속의 집을 표현해본다. 카드에 '미래의 나의 
가족, 집'이라는 주제의 집을 배경으로 아름답
게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함께 참여한 
부모 혹은 아이에게 편지를 써서 나의 마음을 
이야기해본다. 

나무 속
이야기

(성북예술
창작센터)

정선주 45

NNR그룹 대표작가  
2011~  성북예술창작센터 옥상공방 운영
2001-03 대한민국 여성미술대전(세종문화회관갤러리)
2001-03 현대미술대상전(디자인포장센터)
2002 동아미술대전(과천국립현대미술관)
      웨이브아트서울 아트페어(예술의 전당 한가람)
2002-03대한민국미술대전(과천국립현대미술관)  

폐목재를 가지고 새로운 오브제를 만들며 사
물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이야기를 교환함으
로 자신과 타인이 공유할 수 있는 정서적 교
감을 형성하도록 한다. 또한 노동을 통해 땀 
흘릴 수 있는 힐링의 기회를 갖게 한다.

예술가와
1박2일

(금천예술공장)

위영일 45

회화작가 
금천예술공장 5기 입주작가
개인전-2012 카이스 갤러리, 서울.한국
       2009 인사아트센터 .서울.한국
단체전-2013 what'son 경기창작센터,경기.한국
Portfolio Archive Lounge .사비나미술관. 서울.한국
2012 판타스틱 미술백서 
     세종문화회관.서울.한국

<모두가하나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세계를 구성
하듯 여러 학생들의 재능들을 한데 모아 새로
운 미술을 만들고자 한다. 공동작업을 통해 공
유하고 예측불가능의 결과로 이끌어내서 참여 
학생들로하여금 예술은 결정론적 세계가 아니
라 불확정적인 ‘가능태’라는것을 체험하게한다.

플랜 비
(Plan B)

류한길
40

윤지현
38

미디어작가
금천예술공장 5기 입주작가
2013 아르코 기획공모전 ‘2의공화국’, 아르코미술관
2013 도쿄 국제도서전 주제국한국관, 빅사이트,도쿄
2012 부산비엔날레특별전, 부산문화회관
2012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서울시립미술관

<전기시각과전기청각>
오브제를 활용하여 즉흥적인 소리로 이루어지
는 공연을 한다. 참여자는 공연의 각본이나 구
상없이 즉흥적인 소리라는 매개체를 통해 각
자의 감각과 순발력을발휘해본다.

사라 목
Sarah 
Mock

31

설치, 영상작가
독일출생 
금천예술공장 6기 입주작가
2014 Emy-Röder-Preis, Kunstverein Ludwigshafen
2013 Sarah Mock-Exhibition "award of the Mannheim 
Art prize of the Heinrich Vetter-foundation", Mannheim
2014 Emy-Roeder-Preis 2014(Emy-Roeder-award)

<꿈과 비전으로의 여행>
각자 미래에 대한 현실적 또는 환상적인 꿈을 
상상해본다. 꿈을 연기하고 그모습은 촬영되어 
원하는 공간에 합성되여 비디오 콜라주로 상
영된다. 

이수진 32

설치작가
금천예술공장 6기 입주작가
2013 Luminizing Sequence_빛이 되어주는 사건들,       
     예술공간 플라즈마, 서울
2012 TheDeepStay, 독산동 441-6번지, 서울
2014 건축적인조각_경계면과 잠재적 사이 
     소마미술관, 서울
2014 국제 공동창작프로그램 결과보고전, 
     문래예술공장,서울

<의미의 기둥들>
나와 친구, 가족들을 둘러싼 주변환경을 바라
보며, 그곳 한가운데 존재하는 '나의 의미'를 
일상적인 공간이미지로 상상하고 표현하는 자
아탐구 여행이다. 작고 깊은곳에 숨겨진 나를 
표현하며 우리들만의 공간을 짓는다.

옥정호 41

사진, 영상작가  
금천예술공장 6기 입주자가
2014 ‘inthefield’ ,Contemporary ArtandSprits(CAS)       
      일본 오사카 
2013 보리밭에서 -inthebarleyfield, 43inverness          
      street gallery 영국런던  
2013 Re-photography, Artspace NEMO    
2013 유머러스 humor:us, 스페이스K 대구 

<루브 골드버그 머신 만들기>
주변의 물건이나 폐품을 이용해 움직이는 기
계를 만들어본다. 재료를 수집하고, 재료 각각 
부분이 되어 서로 작용하는 과정에서 재료들
의 기능, 형태변화를 생각해본다. 

미술관에서
1박2일
‘그리다,
만들다,

몸짓하다‘

(예술교육팀)

곤도
유카코

　42

회화작가
일본출생 
오사카 예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수학.
2004년부터 한국에서 활동. 
2013 Yukako Kondo and the Remenberance of         
  Things past. Wyckoff house Museum. 뉴욕
2010 Eternal dinnerware. Art Factory. 헤이리, 서울   
2003/2001/2000 Gallery KAZE. 오사카. 일본 

<매일 마주하는 소소한 일상을 그리기>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이를 그려
봄으로써 정물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소소한 
일에서의 행복감등을 표현하고 이야기하며, 이
미지로 기록하는 기회제공

구혜영 　34
설치, 퍼포먼스작가
중앙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영국 런던 골드스미스대학 순수미술 석사

<일상을 춤추고 노래하기>
파격적 퍼포먼스로 주목받고 있는 아티스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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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살롱컨템포러리, 바지하우스, 주영한국문화원 등 
다수의 그룹전 참여
2013년 복합문화공간 에무-‘김밥의천국’ 개인전 개최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전시 ‘DeathofaStar’
김구림 개인전 ‘사라진아름다움’의 퍼포먼스에 참여
*스타일온의 예술서바이벌 ‘아트스타코리아’ 출연

유쾌한 공연퍼포먼스를 통해 무대 배우가 됬
다가 관람객이 되기도 하는 일상의 모습들을 
재연한다. 이를 통해 일상 속 다양한 군상 각
각의 입장과 사회라는 틀을 이해하는 재미있
는 시공간 체험제공

김아영 　35

미디어작가  
국민대학교 졸업. 
영국 첼시컬리지오브 아트앤디자인MA 파인아트졸업
런던 컬리지오브 커뮤니케이션BA 사진학과 졸업
독일 퀸스틀러하우스베타니엔(KünstlerhausBethanien)     
     레지던스 프로그램 올해의 작가
2014 "레일웨이 트래블러스 핸드북(씨어터프로젝트)",     
     서울역RTO, 문화역서울284
2012. "Crossings",16번지, 등 

<일상을 수집하고 분류하며 새롭게 만들기>  
 엉터리 수식에 의한 지식과 정보가 생산되는  
현실을 살펴보고, 이와 똑같이 일상적 사물의 
탄생경로를 상상만으로 유추하여 새로운 지도
를 그려 봄으로써 모순적 현실에 저항하는 즐
거운 방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