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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개괄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개최배경

2011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주간

2016 제5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가 공동 주최한 2010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성공 개최 1주년

정책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 일반 시민을 대상

2011년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주간은 한국 정부와 유네스코
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2011년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천개의시간,천개의삶’이란슬로건을내걸고 전국에서 컨퍼런스,

사회 위기 속 참여적 예술교육의 역할
유네스코와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0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바탕으

로 2011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는 ‘서울 어젠다: 문화예술교육 발전목표’를 주도적으로 발의하였
다.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3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서울 어젠다’가 만장일치로
채택되며 <2010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가 개최되었던 5월 넷째 주가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으로 선포되었다.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선포 10주년, ‘서울 어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 발의 11주년을 맞아, 한
국을 넘어 우수한 문화예술교육 사례와 행보를 공유하고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환경 속에서 예
술교육의 가능성과 가치 발견을 통해 예술교육의 중요성과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에는 특별히 사전행사를 포함해 24일부터 26일까지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가 함께 개최되었다. 각국의 다양한 학자, 예술교육가,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를 발표하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토론 및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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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거리공연 등 100여 개의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2012 제1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201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선포에 따라 대한민

국에서 2012년 5월 2일부터 26일까지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를 열었다. 또한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도 유네스코와 문
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2013 제2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
하여 2013년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서울과 전국 각지에서 세

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를 열었다.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예
술을 누릴 수 있도록 387건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국민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2014 제3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을 기념하여 2014년 5월 18일 부터 24
일까지 문화역서울 284를 거점으로 서울 및 전국 각지에 총

303개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세월호 침몰이라는 국가적 비
극을 딛고 일상을 다시 일으키는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역할

을 공유하고, 서로 위로하며 다독이는 소소한 축제의 장이 되어
국민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2015 제4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이 개최된 이래, 처음으로 수도권을 벗
어나 지역(경상권)을 중심으로 개최하여 지역과 지역민의 호응

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2015년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부
산을 거점으로 부산 원도심(중구)을 비롯해 해운대에 이르기까

지 지역 전반을 아울러 경상권은 물론 기타 지역의 적극적인 관
심과 참여까지 이루어 냈다.

2016년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상암동 디지털시티 일대에서
으로 한 한국문화예술교육의 가치 확산을 도모했다. 또한 다양
한 층위의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을 도입해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의 의미를 공유하고 행사
의 지속성 및 인지도를 강화했다.

2017 제6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6번째 맞이하는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는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DDP)와 블루스퀘어 일대에서 2017년 5월 24일부터 27
일까지 개최되었다.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및 전문가, 예비인력

을 중심으로 한 전문성이 강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문화
예술교육의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문화예술교
육 주체의 참여를 이끌었다.

2018 제7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제7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는 2018년 5월 23일부터 27

일까지 ‘4차 산업혁명, 문화예술교육의 재발견’을 주제로 서울

문화비축기지를 중심으로 개최되었다. 변화하는 시대에 문화
예술교육의 가능성과 새로운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국제심

포지엄을 시작으로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문화예술교육 해커
톤, 유관학회 세미나 등 5일 간 다채로운 교류·학습·경험의 장을
열었다.

2019 제8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국내외 전문가 및 관계자가 모여 어린이 문화예술교육의 무한

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발견하는 국제심포지엄 및 포럼, 해외전

문가 워크숍, 유관학회 세미나 등 다채로운 교류, 학습, 경험의
장을 펼쳤다.

2020 제9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학습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고, 교육 환경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문화예술교육에 있어 온라인 교수-학습의
접근 관점과 현황을 살펴보고, 문화예술교육 방법론의 적용 방
향과 실천 모델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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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주제 및 E.I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명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장소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홈페이지

일시
대상
주최
주관

홈페이지

2021.5.24(월)~30일(일)

행사주제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슬로건

사회 위기 속 참여적 예술교육의 역할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가 함께 개최되었다. 각국의 다양
한 학자, 예술교육가,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를 발표하고 서로의 의견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전문가 및 일반 시민 등

공유할 수 있는 토론 및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www.arteweek.kr

이번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에는 특별히 사전행사를 포함해 24일-26일

핵심가치
추진방향

Event Identity

국제사회 리더십 강화, 예술교육 가치 확산, 연구분야 국제교류 강화

문화예술
교육 옹호

국제사회
협력 과제
도출

국내 현장
공감대 형성

국내 연구자
국제교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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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프로그램별 행사 일정
www.arteweek.kr

www.arteweek.kr/unitwin2021

DAY 1 - 05.24 (MON)

DAY 2 - 05.25 (TUE)

DAY 3 - 05.26 (WED)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개막식 및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사전행사
GMT -4
NY(EDT)

시간
GMT

프로그램

GMT +9
Seoul(KST)

시간

연사

00:00- 04:0000:15
04:15

13:00- 오프닝 공연
13:15

00:1500:25

04:1504:25

13:1513:25

환영사

00:2500:27

04:2504:27

13:2513:27

해외축사

00:2700:30

04:2704:30

13:2713:30

00:30- 04:3000:47 04:47

13:3013:47

00:4701:13

04:4705:13

13:4714:13

2

01:1301:25

05:1305:25

14:1314:25

3

01:2501:30

05:2505:30

14:2514:30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GMT -4
NY(EDT)

<원형하는 몸 : round1>

00:0000:40

차진엽 (collective A 예술감독, 대한민국)

GMT

GMT +9
Seoul(KST)

04:0004:40

13:0013:40

프로그램
기조발제 1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한민국)

박신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대한민국)
에르네스토 오토네 (유네스코 문화 사무총장보, 칠레)

00:4002:25

04:4006:25

13:4015:25

래리 오패럴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

세션 1 :
현장사례연구 1

기조발제

1

벤 트위스트 (크리에이티브 카본 스코틀랜드 대표, 스코틀랜드)

“자신의 예술에 책임지는 일”

<모두의 목소리 - 위기의 시대 속에서도 예술을 통해 삶의 희망을

창의적인 온라인 워크숍 만들기

발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02:2503:55

06:2507:55

15:2516:55

이원철, 문향영 (대구영상미디어센터, 노인영상미디어 참여자, 대한민국)

세션 2 :

예술 치유

김복순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연극반 참여자, 대한민국)

모더레이터 박신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대한민국)
성지수 (콜렉티브 뒹굴 대표, 대한민국)

강진숙 (광명 업사이클아트센터장, 대한민국)

• 사회자 : 홍유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 본부장, 대한민국)

박진희 (상상창고 숨 대표, 대한민국)

사회적&문화적

05.28 (FRI) - 06.05 (SAT)

포용

항목

한국예술교육학회
한국문화교육학회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한국조형교육학회

주제

퍼포먼스로서의 비대면 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은 미래사회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포스트팬데믹 시대의 사회적 참여와 소통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연결하는 미술교육: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비대면 미술수업 사례

개최 일시
5. 28.(금)
13:30 ~ 16:30
5. 29.(토)
9:30~13:00
5. 29.(토)
9:30~13:15
5. 29.(토)
9:30~17:00

위기의 시대, 행동하는 예술교육

5. 29.(토)
10:00~18:00

변혁과 위기의 시대를 유영하는 문화예술교육

5. 29.(토)
13:00~15:00

한국음악교육공학회

위기의 시대, 기회의 음악교육공학

5. 29.(토)
14:00~17:30

대중음악콘텐츠학회

비대면 음악예술교육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

6. 2.(수)
14:00~17:00

한국무용학회

변혁의 시대, 무용인의 길을 묻다.

6. 5.(토)
10:00~13:30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사)한국사진교육학회,
현대사진영상학회

녹화 후 업로드

녹화 후 업로드
(유튜브, 줌)

16:5518:10

실시간 송출 (유튜브)

세션 4 :

서울 어젠다

팬데믹과 관계없이 비대면 예술교육이 필요한

(유튜브, 줌)

실시간 송출 (줌)

세션 5 :

교실 속의 예술

뉘른베르크 대학교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체어 의장,
독일)

모더레이터 벤저민 볼든 (퀸스 대학교 부교수, 캐나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케냐 대학 학생들의 발산, 완화, 성찰, 그리고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미술 치료 사용

02:1003:40

06:2507:55

15:1016:40

세션 6 :

예술 참여

사냐 크르노마노비츠 타시치

모더레이터 신혜선 (위컬쳐 리서치&컨설팅 대표, 대한민국)

세션 7 :

다양성&문화적

((사)한국임상미술치료협회 회장, 대한민국)

대의

난장

예술교육을 위한 지속 가능한 비전: 

16:4018:25

세션 8 :

현장사례연구 2

야라 도크래트

(퀸스 대학교 석사과정생, 캐나다)

글로컬 맥락
18:1019:10

온라인 만남의 광장

포용적 문화예술교육의 실천: 책누나프로젝트의 기후위기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18:2519:25

폐회세션

모더레이터 장웅조 (홍익대학교 부교수, 대한민국)

토론자 박신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대한민국)

숀 코르코란 (퀸스 대학교 박사과정생, 캐나다)
벤저민 볼든 (퀸스 대학교 부교수, 캐나다)
장수혜

(책누나프로젝트 대표, 대한민국)
(프리랜서 문화예술교육사, 대한민국)

이현정

(지아정원 대표 /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생, 대한민국)

배성종

과도기를 이어주다: 예술교육이 성인으로 가기 전의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09:1010:10

(홍익대학교 조교수, 대한민국)

김유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생, 대한민국)
박소정 (이화여자대학교 조교수, 대한민국)

공윤지

위기 속에서 탄생한 새로운 예술교육 장르 소개

05:2506:25

제프 풀린

(크리에이티브 제너레이션 전무이사, 미국)

호주)

모더레이터 홍유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 본부장, 대한민국)

주는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대한민국)

심지영

아이 코브 유

치후 럼 (난양 공과대학교 부교수, 싱가포르)
젠 테 (환경예술가 및 교육자, 싱가포르)

대한민국)

루스 렌츠러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교수,

위기 속의 예술: 불평등 사례

뉴 노멀 청소년에게 그림책으로 질문던지기

벤저민 볼든 (퀸스 대학교 부교수, 캐나다)
네릴 지네렛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호주)

캐서린 콜먼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호주)
마크 셀크리그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호주)
애비 맥도널드 (태즈매니아 대학교 부교수, 호주)

모더레이터 치후 럼 (난양 공과대학교 부교수, 싱가포르)

조용한 무대: 캐나다 엘 시스테마(El Sistema)가 코로나에 응답하다
07:5509:10

에밀리 윌슨 (멜버른 대학교 조교수, 호주)
네릴 지네렛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호주)

제환정

현상학적 연구

03:4005:25

(브리검 영 대학교 부교수, 미국)

팬데믹 이후의 온라인 문화예술교육은 어떻게 예술교육가의 정체성을

남한 청소년과 탈북 청소년의 공존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미술 프로젝트의

샬린 라헨드란

홍지혜

정혜연 (홍익대학교 조교수, 대한민국)
성효진 (홍익대학교 석사과정생 / 국제 갤러리 전시팀,

LGBTQ의 역사를 옹호하는 박물관들

김태희

(케냐 공과대학교 학과장, 케냐)

온라인 관람 시대에 참여와 공유를 실천하는 박물관/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창의 세대(Creative Generation)와 2020년 위기 속 예술교육의 혁신

김채연

메리 클레어 키덴다

레베카 칸 (난양 예술 아카데미 부총장, 싱가포르)
푸 세이 밍 (난양 예술 아카데미 학장, 싱가포르)
탄 젱 수안 (난양 예술 아카데미 조교, 싱가포르)

재구성하는가

엠시 베트만

예술교육 연구 정회원 /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에를랑겐-

(퀸스 대학교 석사과정생, 캐나다)

서비스러닝의 내러티브: 난양 예술 아카데미 사례 연구

티나 쿠코넌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에밀리 맥밀런

포용적 실천을 위한 인형극의 마술 같은 힘

모더레이터 김인설 (가톨릭대학교 부교수, 대한민국)

세계를 이어주고, 풀어주고, 지속하며, 키워주는 
09:1010:10

이보람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부교수, 대한민국)

(모내시 대학교 박사과정생, 중국)

젠 테: 과정과 교육학적 가능성 탐구

05:1006:10

(경성대학교 조교수, 대한민국)

다양성과 평등에 대한 창의적 대응

시각예술교육: 지연의 연속과 불확실한 시간 속에서

실시간 송출 

모더레이터 타냐 클레패키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에를랑겐-뉘른베르크 대학교 유네스코

2020년,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디지털 예술로 협업하기

바탕으로 한 다양성 이야기

실시간 송출 (유튜브)
실시간 송출 (유튜브)

베냐민 외리센

: 문화적 지속가능성 교육론을 위한 회복 개념에 대한 범위와 한계

김수연

(난양 공과대학교 조교수, 싱가포르)

실시간 송출

녹화 후 업로드

예술교육의 과제로서의 “문화적 회복력”과 “미적 회복력”

음악 교실에서 다양성과 문화적 대의의 필요성: 실용적인 전략과 그 실행

세계 아이들에 대한 고찰

환경 예술가와의 대화, 

(시스코, 웨벡스)

발제자

김소원

(바라예술성장연구소 소장, 대한민국)

가치, 도전, 가능성

녹화 후 업로드

13:4015:10

모더레이터 네릴 지네렛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호주)

예술 활용 다중사례연구
07:5509:10

00:40- 04:4002:10
06:25

(성북문화재단 학예연구사, 대한민국)

퍼포먼스 교육학

학생을 위한 정서적 자기 조절을 촉진하기 위한
03:5505:10

주제

문화예술교육 체어 선임 연구원, 독일)

(국립현대미술관 주무관, 대한민국)

(남아프리카 대학교 조교수,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의력 및/또는 과잉 활동 장애가 있는 4-8학년

녹화 후 업로드

기조발제 2

이은수

(국제연극교육협회(IDEA) 이사장, 세르비아)

무용과 언어 교육의 결합: 위기의 시대 사회적

송출방법

정용성

연극 교육과 예술교육의 중요성

다름의 세상에서 성장하기: 싱가포르의 삶을

문화예술교육 유관학회 온라인 세미나

00:00- 04:00- 13:00 00:40 04:40 13:40

(국립극단 팀장, 대한민국)

증거 자료와 예술교육실천가를 위한 가이드

팬데믹 시대 미술치료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세션 3 :

프로그램

GMT +9
Seoul(KST)

예술교육 연구 명예회원 / 뮌헨 미술원 선임연구원,

(퀸스 대학교 박사과정생, 캐나다)

6학년 창의 예술 수업 내 생활 기술 개발을 위한 

모상미 (모이다아트협동조합 대표, 대한민국)

GMT

(후안 코르파스 대학재단 및 보고타 지역 대학교 유네스코 체어, 콜롬비아)

급변하는 세계 속 사회적 안정의 원천으로서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지금, 기후위기-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바라본 기후위기>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시간
GMT -4
NY(EDT)

모더레이터 글로리아 자파타

예술을 통한 청년 및 청소년들의 심리 지원: 

김나예 (예술교육 생명나무 예술가 교사, 대한민국)

국제 학술대회 사전행사

모더레이터 홍기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대한민국)

수상한 식탁

요조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 싱어송라이터 / 작가, 대한민국)

박재현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사회복지사, 대한민국)

14:3015:40

독일)

위기 대처: 성북 ‘예술순환로’ 프로젝트 사례 중심

피터 셀러스 (연출가 / UCLA 교수, 미국)

김인규 (작가, 대한민국)

05:3006:40

모더레이터 치후 럼 (난양 공과대학교 부교수, 싱가포르)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구축을 통한 선제적 

“창조적 교육학의 친절함, 보살핌 그리고 치유성”

윤주아 (구로문화재단 ‘꿈의 오케스트라 구로’, 대한민국)

01:3002:40

에른스트 바그너

팬데믹 시기, 예술의 변화

“문화와 기후변화”

개막 영상

예술교육 2.0에서의 다양성

극장은 ‘작은 지구’입니다

명예회원 / 퀸스 대학교 명예교수, 캐나다)

발제자

주제

(예술 강사, 대한민국)

최영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미래교육팀 팀장, 대한민국)

홍유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 본부장, 대한민국)

김인설 (가톨릭대학교 부교수, 대한민국)

신혜선 (위컬쳐 리서치&컨설팅 대표, 대한민국)

에밀리 아치엥 아쿠노 (케냐 공과대학교 교수, 케냐)

랠프 벅 (오클랜드 대학교 학과장, 뉴질랜드)

쉬프라 숀만 (하이파 대학교 명예교수, 이스라엘)

보와 렁 (홍콩 교육 대학교 교수,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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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개괄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15

2021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프로그램별 행사 일정

05.24 (MON) - 05.30 (SUN)

05.28 (FRI) - 06.05 (SAT)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주제 연계 아트 프로젝트

문화예술교육 유관학회 온라인 세미나

작가명

케플러49
페이퍼컴퍼니 어반
져스트 프로젝트
허윤경
디구루
송호준
최승준

워크숍

팝업북, <모두의 숲>
둠 드로잉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쓰레기를 남긴다

6.2.(수)

녹화 후 업로드

한국예술교육학회

퍼포먼스로서의 비대면 예술교육

실시간 송출

한국문화교육학회

문화예술교육은 미래사회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5.27.(목)

5.21.(금)
5.22.(토)

몸과 몸의 연결로 기억하는 나와 우리
우주의 사운드 : 일상소리수집

5.14.(금)
5.18.(화)
5.20.(목)

친환경 바다 예술 코인 발행하기
호기심 렌즈

주제

진행 방식

5.20.(목)
5.22.(토)
5.29.(토)

이제는 육지를 떠날 때 : 

항목

개최 일시

5.8.(토) 5.10.(월)
5.20.(목) 5.21.(금)

(줌)

오프라인 진행
오프라인 진행
실시간 송출
(줌)

실시간 송출 
(유튜브)

실시간 송출
(줌)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포스트팬데믹 시대의 사회적 참여와
소통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개최 일시

송출방법

5. 28.(금)
13:30 ~ 16:30

녹화 후 업로드

5. 29.(토)
9:30~13:00

녹화 후 업로드

5. 29.(토)
9:30~13:15

녹화 후 업로드
(유튜브, 줌)

한국조형교육학회

연결하는 미술교육: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비대면 미술수업 사례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위기의 시대, 행동하는 예술교육

5. 29.(토)
10:00~18:00

(사)한국사진교육학회,
현대사진 영상학회

변혁과 위기의 시대를 유영하는
문화예술교육

5. 29.(토)
13:00~15:00

실시간 송출 (유튜브)
녹화 후 업로드

한국음악교육공학회

위기의 시대, 기회의 음악교육공학

5. 29.(토)
14:00~17:30

실시간 송출 (유튜브)

대중음악콘텐츠학회

비대면 음악예술교육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

6. 2.(수)
14:00~17:00

실시간 송출 
(유튜브, 줌)

한국무용학회

변혁의 시대, 무용인의 길을 묻다.

6. 5.(토)
10:00~13:30

실시간 송출 (줌)

5. 29.(토)
9:30~17:00

실시간 송출 (유튜브)
녹화 후 업로드
실시간 송출
(시스코, 웨벡스)

2. 추진 과정 및 성과
01. 추진체계

02. 추진 성과 및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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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과정 및 성과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추진체계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언론홍보

아이디어랩

총괄

국제협력팀

▪국내

국·내외 협력

-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조직위원회

-문
 화예술교육 유관학회

▪국외
- 문화예술교육 관련 유관기관
(유네스코, 세계예술교육연맹 등)

실무 운영

▪프럼에이(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및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운영)

▪피이그(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주제 연계
아트 프로젝트 운영)

2021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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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성과 및 개선과제

주요 프로그램 별
참가자 수

일자

구분

세부 프로그램/주제

조회수* / 참가자수
*
6월 2일 기준

5.24
(월)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개막식 및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사전행사

사회 위기 속 
참여적 예술교육의 역할

3,497회 / 266명

기조발제 1 : 
예술교육 2.0에서의 다양성

776회 / 128명

세션1 : 현장사례연구 1

679회 / 96명

세션2 : 예술 치유

644회 / 70명

세션3 : 사회적 & 문화적 포용

452회 / 42명

세션4 : 서울 어젠다

411회 / 64명

온라인 만남의 광장

비송출 / 13명

기조 발제 2 : 
예술교육의 과제로서의 
"문화적 회복력"과 "미적 회복력": 
문화적 지속가능성 교육론을 위한 
회복 개념에 대한 범위와 한계

371회 / 59명

세션5 : 교실 속의 예술

447회 / 76명

세션6 : 예술 참여

332회 / 48명

세션7 : 다양성 & 문화적 대의

386회 / 34명

세션8 : 현장사례연구2

831회 / 84명

폐회세션

285회 / 32명

5.25
(화)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5.26
(수)

일자

5.1.
(토)
5.30.
(일)

구분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제 연계 아트 프로젝트 
“상호작용”

※ 온라인 전시 : http://arteweek-artproject.kr/

세부 프로그램/주제

조회수* / 참가자수
*
6월 2일 기준

케플러49(정혜경/팝업엔지니어링)
팝업북, <모두의 숲>

60여명

페이퍼컴퍼니 어반
(나하나, 김탕, 달라라/문화기획자)
둠 드로잉

70여명

져스트 프로젝트
(이영언/업사이클링 실천 활동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
은 죽어서 쓰레기를 남긴다

17명

허윤경(현대 무용가)
몸과 몸의 연결로 기억하는 나와 우리

25명

디구루
(일렉트릭 사운드 아트 프로듀서)
우주의 사운드 : 일상소리수집

7명

송호준(미디어 아티스트)
이제는 육지를 떠날 때 : 친환경 바다
예술 코인 발행하기

1064회
(유튜브 송출)

최승준(미디어 아티스트)
호기심 렌즈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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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성과 및 개선과제

추진 성과

국제사회 리더십 강화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및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는 2020년

‘서울어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 발의 11주년 ‧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10주년을 맞
아, 문화예술교육 핵심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우수한 문화예술교

육 사례 및 행보를 알림으로써 국제적 리더십을 공고화하였다. 39개국에서 총 575여
명이 행사의 사전 신청을 등록하였으며,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 온라인으로
4,169명이 방문하였고 32,039회의 홈페이지 접속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예술교육 가치 확산

팬데믹 등 문화예술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예술교육의 가능성과 가치 발견

을 통해 국제사회 ‧ 국내에 예술교육의 중요성과 그 가치에 대한 인식 공유 및 확산
을 도모하였다.

행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가자의 행사 만족도의 긍정 응답이 97%, 모더레이터 및
발제자의 긍정 응답이 89%를 나타내었다. 또한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개막
행사>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와 경험은 무엇이었습니까?"라는 질의에

"코로나 이후 예술교육에 대해 다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또 해
외연구자들의 현장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문화예술교육과 기후변
화라는 서로 연관 짓기 어려운 주제가 참신했습니다.", "예술을 통해 사람들을 돕고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심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 매우

보람찼습니다.". "긍정된 문화는 교육으로부터 변화하기에 기후변화와 함께 문화예술
계에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또한 교육에 바탕을 두어야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와 같은 의미 있는 의견들을 받을 수 있었다.
연구분야 국제교류 강화

"국내에서 국외로 보다 확장된 시야를 가질 수 있을 듯하다.", "유사한 관심을 가진 교
육자/학자/실천가들이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위로와 힘이
되었다." 등 기존의 국내에 한정된 시각에서 국제적으로 확장될 수 있었다는 참가자

와 발제자의 의견뿐 아니라 앞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한국과 파트너십을 맺
어서 진행하겠다고 응답한 해외 발제자도 있었다. 이를 통해 현장과 연구를 연계하는

국제 문화예술교육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내외 연구자들의 교류 활로를
마련하고자 한 본 행사의 목적이 잘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개선 과제

국내/해외 채널 이원화 필요

해외 참가자에서는 의견이 없었으나 국내 참가자의 경우 동시통역과 자막이 불편하
다는 의견과 두개의 채널(한국어 채널과 영어 채널)로 이원화하여 진행했으면 좋겠다
는 의견이 있었다.

본 행사가 국제 행사이지만 국내 참가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
하여 다음에는 언어에 따라 이원화하여 송출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3. 프로그램별 추진 결과
01. 주요 프로그램

1.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개막식

2.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3. 문화예술교육 유관학회 온라인 세미나

02.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주제 연계
아트 프로젝트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사회 위기 속
참여적 예술교육의 역할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위기의 시대,
행동하는 예술교육

01
주요 프로그램
1.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2.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3. 문화예술교육 유관학회 온라인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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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개막식

사회 위기 속 참여적 예술교육의 역할
The Social Role of Arts Education In
and Through a Time of Crisis
일시 : 2021.5.24(월)

장소 :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홈페이지

대상 :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전문가 및 일반 시민 등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선포 10주년, ‘서울 어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 발의 11주년을 맞아, 한
국을 넘어 우수한 문화예술교육 사례와 행보를 공유하고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환경 속에서 예

술교육의 가능성과 가치 발견을 통해 예술교육의 중요성과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번 2021년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은 ‘사회 위기 속 참여적 예술교육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문화예술 현장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소셜 아

티스트들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당면해있는 평등의 의미를 되짚었다.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문
제로 받아들이고, 전 지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 모색 과정을 통한 소통·희망·도전
이 담긴 목소리를 퍼뜨렸다.

지속가능한 미래로 향하기 위한 목소리와 팬데믹 시대의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치유와 회복, 예

시간
GMT -4
NY(EDT)

GMT

프로그램

GMT +9
Seoul(KST)

00:00- 04:0000:15
04:15

13:0013:15

오프닝 공연

00:1500:25

13:1513:25

환영사

04:1504:25

연사

<원형하는 몸 : round1>

차진엽 (collective A 예술감독, 대한민국)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한민국)
박신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대한민국)

00:2500:27

04:2504:27

13:2513:27

00:2700:30

04:2704:30

13:2713:30

00:30- 04:3000:47 04:47

13:3013:47

00:4701:13

04:4705:13

01:1301:25

01:2501:30

해외축사

에르네스토 오토네 (유네스코 문화 사무총장보, 칠레)
래리 오패럴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
명예회원 / 퀸스 대학교 명예교수, 캐나다)

기조발제

1

“문화와 기후변화”

13:4714:13

2

“창조적 교육학의 친절함, 보살핌 그리고 치유성”

05:1305:25

14:1314:25

3

“자신의 예술에 책임지는 일”

05:2505:30

14:2514:30

개막 영상

<모두의 목소리 - 위기의 시대 속에서도 예술을 통해 삶의 희망을

김인규 (작가, 대한민국)

박재현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사회복지사, 대한민국)

이원철, 문향영 (대구영상미디어센터, 노인영상미디어 참여자, 대한민국)
김나예 (예술교육 생명나무 예술가 교사, 대한민국)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개막식 이후에 이어진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요조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 싱어송라이터 / 작가, 대한민국)

윤주아 (구로문화재단 ‘꿈의 오케스트라 구로’, 대한민국)

대 속에서도 예술을 통해 삶의 희망을 발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또한 놓치지 않고 청취했다.

를 나누고 토론을 통해 학술대회의 주제와 연결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간 행사에 포함되는 

피터 셀러스 (연출가 / UCLA 교수, 미국)

발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술가가 지구에 사는 개인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책임에 대한 기조발제가 이어졌으며 위기의 시

사전행사에서는 위기의 시대 속 예술의 사회 참여를 보여주는 한국 예술가 그룹 및 지역사례

벤 트위스트 (크리에이티브 카본 스코틀랜드 대표, 스코틀랜드)

김복순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연극반 참여자, 대한민국)
01:3002:40

05:3006:40

14:3015:40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사전행사

<지금, 기후위기-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바라본 기후위기>

모더레이터 박신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대한민국)
성지수 (콜렉티브 뒹굴 대표, 대한민국)

모상미 (모이다아트협동조합 대표, 대한민국)

강진숙 (광명 업사이클아트센터장, 대한민국)
박진희 (상상창고 숨 대표, 대한민국)

• 사회자 : 홍유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 본부장,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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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공연

원형하는 몸 : round1
Body-Go-Round
“우리가 말하고자하는 회귀, 제자리는 과거로 ‘되돌아가기’ 혹은 그 자리에 ‘머물러있기’가 
아닌 순환의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자신의 본모습. 원형의 상태로 돌아옴으로써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
차진엽 / Jinyeob Cha

collective A 예술감독, 대한민국

Director, collective A, Republic of Korea

2012년 창단한 크리에이티브 아트그룹 ‘collective A’는 기존 공연예술이 가진 형식의 개념을

벗어나 예술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모색하며 확장해 나가고 있다. 공간과 장르, 형식과 매체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창작 작업을 통해 경계 없는 예술을 지향하며 예술이 가진 입체적인 가

치를 탐구 중이다. 예술감독인 차진엽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안무감독을 역임하였다.

환영사

코로나19가 일으킨 세계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역할과 가치를 조명할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에 대한 기대와 국내외 참여자를 위한 환영사를 전했다.

“다양성과 평등의 가치가 새삼 강조되고 ‘회복’과 ‘창조’라는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입니다.”

황희 / Hee Hwang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한민국

Minister,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Republic of Korea

“팬데믹 상황에서도 문화예술교육의 국제 교류와 가치 확산을 위한 
실천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신의 / Shin-Eui Park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대한민국

Chairperson,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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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사

서울 어젠다의 목표3의 전략으로 예술교육을 통해 전 지구적 위기를 극복 하자는 메세지와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열정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이야기를 전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루고 모두를 포용하기 위해, 
우리는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합니다.”

에르네스토 오토네 / Ernesto Ottone R.
유네스코 문화 사무총장보, 칠레

Assistant Director-General for Culture of UNESCO, Chile

“코로나19 범유행은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이며, 서울 어젠다는 이의 회복에 있어 
예술교육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래리 오패럴 / Larry O’ Farrell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 명예회원 / 
퀸스 대학교 명예교수, 캐나다
Honorary member of

“UNITWIN – Arts Education Research for Cultural Divers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Professor Emeritus, Queen’s University, Canada

기조발제1

문화와 기후변화
Culture and Climate Change
벤 트위스트 박사는 예술이 기후 변화의 위기에 어떻게, 왜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
야기 했다. 예술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획기

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하며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로 예술가들이
기후변화를 더 직간접적으로 다루는 작품을 제작하고, 둘째로 대규모의 관객층과 소통하며 기
후 변화 위기에 대한 목소리를 함께 내고, 셋째로 한 공간에 모인 공동의 존재로 문제에 접근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다. 벤 트위스트 박사는 개인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조직과 전체
사회 구조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벤 트위스트 / Ben Twist

크리에이티브 카본 스코틀랜드 대표, 스코틀랜드
Director, Creative Carbon Scotland, Scotland

벤 트위스트 박사는 지난 2011년부터 크리에이티브 카본 스코틀랜드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으
며, 크리에이티브 카본 스코틀랜드를 탄소 관리와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영향력 있는 문화 조직
의 선두 주자로 발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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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2

창조적 교육학의 친절함, 보살핌 그리고 치유성
Creative Pedagogies of Kindness, Care, and Repair

기조발제3

자신의 예술에 책임지는 일
Taking Responsibility for Your Own Art

피터 셀러스는 개인의 성취보다는 집단적 지지와 상호 지원, 공동체의 지혜와 공동체가 주는 사

싱어송라이터이자 작가인 요조는 지구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생활

다고 주장했다. 음악과 춤, 시각예술, 연극 등 예술을 통해 치유를 이뤄내고 공동체와 문화의 회

술가들이 이 세상과 동떨어진 거창한 예술이 아닌,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를 외면하지 않

랑과 치유의 힘이라고 이야기하며, 기후 위기와 팬데믹을 통해 지구를 대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
복으로 나아가야 함을 설명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예술가들에게 정의, 환경, 공정함의
문제에 대해 다룸으로써 변화의 주역이 되어주기를 당부했다.
피터 셀러스 / Peter Sellars

연출가 / UCLA 교수, 미국

Director / Professor, UCLA, USA

피터 셀러스는 1988년부터 미국 UCLA 세계예술문화 및 무용부의 저명한 교수로서, 작품을 통
해 인종, 전쟁, 빈곤, 국제난민위기 등 도전적인 문제를 탐구하고 알리고 있다.

속 실천을 공유하고, 역사 속에서 예술가들이 혼돈의 시대에 절망을 이겨낸 사례를 언급하며 예
는 용기와 책임의 예술로 지구를 아끼는데 함께 힘써주기를 바라는 메세지를 나누었다.
요조 / Yozoh

싱어송라이터, 작가/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 대한민국

Singer-songwriter, Writer/MAGICSTRAWBERRY SOUND, Republic of Korea

싱어송라이터 요조는 뮤지션으로서 본인의 작업 외 드라마, 게임, 영화, 광고 등의 참여 및 OST
작곡은 물론, 주류와 비주류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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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사전행사

모두의 목소리 - 위기의 시대 속에서도 예술을 통해
삶의 희망을 발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OUR VOICES

지금, 기후위기-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바라본 기후위기
Climate Crisis and Arts Education

‘사회 위기 속 참여적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술교육자와 시민들의

위기의 시대 속 예술의 사회 참여를 보여주는 한국 예술가 그룹 및 지역사회 사례를 현장 스튜

인터뷰를 통해 '모두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주제영상

연사

윤주아 (구로문화재단 ‘꿈의 오케스트라 구로’, 대한민국)
김인규 (작가, 대한민국)

디오에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며, 학술대회의 주제와 시작을 알리는 학술대회의 사전행사 학
술대회의 주제와 연결하는 사전행사
주제

연사

모더레이터 박신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대한민국)

박재현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사회복지사, 대한민국)

<기후위기가 시급하기에 우리는 더 작업한다>

성지수 (콜렉티브 뒹굴 대표, 대한민국)

이원철, 문향영 (대구영상미디어센터, 노인영상미디어 참여자, 대한민국)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바다>

모상미 (모이다아트협동조합 대표, 대한민국)

김나예 (예술교육 생명나무 예술가 교사, 대한민국)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업사이클 예술교육>

강진숙 (광명 업사이클아트센터장, 대한민국)

김복순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연극반 참여자, 대한민국)

<당신은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박진희 (상상창고 숨 대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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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시간
GMT

GMT +9
Seoul(KST)

00:00- 04:00- 13:0000:40 04:40 13:40

프로그램
기조발제 1

발제자

주제

예술교육 2.0에서의 다양성
모더레이터 치
 후 럼 (난양 공과대학교 부교수,

Arts Education in and through a Time of Crisis :

싱가포르)

00:40- 04:40- 13:4002:25 06:25 15:25

세션 1 :
현장사례연
구1

How arts education can contribute to resolving today’s challenges

대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경을 넘어 지식을 이전하는 대학 간 협력을 독려하는 유니트윈은
유네스코의 모든 역량 분야에서 연구, 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을 진전시키는 방법을 고민한다.
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기존 대학 프로그램을 유익하게 만드는 데 일조한다.

사회적

현재 134개국의 850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는 69개의 유니트윈 네트워크(UNITWIN Network)

&문화적
포용

가 있으며 이 중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는 유네스코 산

(Asia- Pacific Arts Education Hub)의 회원들이 모여 2017년에 결속한 연구회이다.

유네스코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과 ‘서울 어젠다’의 예술교육 발전목표에 대한 연구 과제들을

엠시 베트만

03:55- 07:55- 16:55- 세션 4 :
05:10 09:10 18:10 서울 어젠다

02:10- 06:25- 15:1003:40 07:55 16:40

온라인 관람 시대에 참여와 공유를 실천하는
박물관/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팬데믹 이후의 온라인 문화예술교육은 어떻게
예술교육가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가

난장

(모내시 대학교 박사과정생, 중국)

03:40- 07:55- 16:4005:25 09:10 18:25

세션 8 :
현장사례
연구 2

속에서 세계를 이어주고, 풀어주고, 지속하며,

고, 위기의 시대 속에서 예술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가치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키워주는 글로컬 맥락
05:10- 09:10- 18:1006:10 10:10 19:10

온라인 만남의 광장

마크 셀크리그 (멜버른 대학교 부

교수, 호주)

애비 맥도널드 (태즈매니아 대학교

부교수, 호주)

루스 렌츠러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교수, 호주)

심지영

(홍익대학교 조교수, 대한민국)

숀 코르코란 (퀸스 대학교 박사과정

생, 캐나다)

벤저민 볼든 (퀸스 대학교 부교수, 캐
나다)

모더레이터 홍유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 본부장, 대한민국)
포용적 문화예술교육의 실천: 책누나
프로젝트의 기후위기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뉴 노멀 청소년에게 그림책으로 질문던지기
아이 코브 유

장수혜 (책누나프로젝트 대표, 대한민
국)

공윤지 (프리랜서 문화예술교육사, 대

한민국)

이현정 (지아정원 대표 / 이화여자대학

교 박사과정생, 대한민국)

위기 속에서 탄생한 새로운 예술교육 장르 소개 배성종 (예술 강사, 대한민국)

 도기를 이어주다: 예술교육이 성인으로 가기 최영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미래
과
교육팀 팀장, 대한민국)
전의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는가

(환경예술가 및 교육자, 싱가포르)

국이 2011년 발의하였던 ‘서울 어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의 11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성찰하

LGBTQ의 역사를 옹호하는 박물관들

조용한 무대: 캐나다 엘 시스테마(El
Sistema)가 코로나에 응답하다

(퀸스 대학교 석사과정생, 캐나다)

수, 호주)

대한민국)

민국)

야라 도크래트

캐서린 콜먼 (멜버른 대학교 부교

갤러리 전시팀, 대한민국)

제환정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김유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생,
남한 청소년과 탈북 청소년의 공존을 위한
대한민국)
지역사회 기반 미술 프로젝트의 현상학적 연구 박소정 (이화여자대학교 조교수, 대한

(난양 공과대학교 조교수, 싱가포르)

벤저민 볼든 

시각예술교육: 지연의 연속과 불확실한 시간

싱가포르)

정혜연 (홍익대학교 조교수, 대한민국)
성효진 (홍익대학교 석사과정생 / 국제

위기 속의 예술: 불평등 사례

대의

환경 예술가와의 대화, 젠 테: 과정과 교육학적 가포르)
가능성 탐구
젠테

정회원으로서,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하였다. 대한민

싱가포르)

탄 젱 수안 (난양 예술 아카데미 조교,

모더레이터 치후 럼 (난양 공과대학교 부교수, 싱가포르)

치후 럼 (난양 공과대학교 부교수, 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의

레베카 칸 (난양 예술 아카데미 부총

장, 싱가포르)

푸 세이 밍 (난양 예술 아카데미 학장,

다양성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호주)

논의를 확장하고, 실행방안을 공유하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네릴 지네렛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호주)

세션 7 :
&문화적

(바라예술성장연구소 소장, 대한민국)

모더레이터 김
 인설 (가톨릭대학교 부교수, 대한민국)

에밀리 윌슨 (멜버른 대학교 조교수,

호주)

창의 세대(Creative Generation)와 2020년 제프 풀린 (크리에이티브 제너레이션
전무이사, 미국)
위기 속 예술교육의 혁신

회장, 대한민국)

무용과 언어 교육의 결합: 위기의 시대 사회적

에밀리 맥밀런

(퀸스 대학교 석사과정생, 캐나다)

모더레이터 신혜선 (위컬쳐 리서치&컨설팅 대표, 대한민국)

예술 참여

김채연 ((사)한국임상미술치료협회

샬린 라헨드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케냐 대학 학생들의
메리 클레어 키덴다
발산, 완화, 성찰, 그리고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케냐 공과대학교 학과장, 케냐)
미술 치료 사용

서비스러닝의 내러티브: 난양 예술 아카데미
사례 연구

예술교육을 위한 지속 가능한 비전: 가치, 도전, (퀸스 대학교 부교수, 캐나다)
가능성
네릴 지네렛 

함께 나누며, 전 세계에 있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관계자들이 예술교육에 대한 연구를 공유하고,

세션 6 :

(남아프리카 대학교 조교수, 남아프리
카 공화국)

다름의 세상에서 성장하기: 싱가포르의 삶을

촉진하기 위한 예술 활용 다중사례연구

정회원 /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모더레이터 벤저민 볼든 (퀸스 대학교 부교수, 캐나다)

2020년,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디지털 예술로 협업하기

(국제연극교육협회(IDEA) 이사장, 세
르비아)

김태희

4-8학년 학생을 위한 정서적 자기 조절을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

에를랑겐-뉘른베르크 대학교 유네스코

음악 교실에서 다양성과 문화적 대의의 필요성: 홍지혜 (브리검 영 대학교 부교수, 미
국)
실용적인 전략과 그 실행

(퀸스 대학교 박사과정생, 캐나다)

팬데믹과 관계없이 비대면 예술교육이 필요한
세계 아이들에 대한 고찰

: 문화적 지속가능성 교육론을 위한 회복 개념에 대한
범위와 한계

포용적 실천을 위한 인형극의 마술 같은 힘

모더레이터 네릴 지네렛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호주)

주의력 및/또는 과잉 활동 장애가 있는

Observatories in the Field of Arts and Cultural education), 아시아-태평양 예술교육 허브

학교 부교수, 대한민국)

6학년 창의 예술 수업 내 생활 기술 개발을

다양성과 평등에 대한 창의적 대응

Research in Arts Education), 유럽 문화예술교육분야 관측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예술

이보람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

사냐 크르노마노비츠 타시치

바탕으로 한 다양성 이야기

하 대학과 연구기관들의 네트워크로, 국제 예술교육 연구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f

교실 속의

김소원

급변하는 세계 속 사회적 안정의 원천으로서

팬데믹 시대 미술치료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세션 3 :

세션 5 :

(성북문화재단 학예연구사, 대한민국)

티나 쿠코넌

위한 퍼포먼스 교육학

이를 통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연구와 성찰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문화

00:40- 04:40- 13:4002:10 06:25 15:10

(국립현대미술관 주무관, 대한민국)

예술을 통한 청년 및 청소년들의 심리 지원:

연극 교육과 예술교육의 중요성

예술교육의 과제로서의 “문화적 회복력”과 베냐민 외리센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미적 회복력”

모더레이터 타냐 클레패키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문화예술교육 체어 의장, 독일)

체어, 콜롬비아)

증거 자료와 예술교육실천가를 위한 가이드

발제자

주제

에를랑겐-뉘른베르크 대학교 유네스코

모더레이터 글로리아 자파타 (후안 코르파스 대학재단 및 보고타 지역 대학교 유네스코

예술 치유

스코 이상 실현을 위해 설립되었다.

00:00- 04:00- 13:00 - 기조발제 2
00:40 04:40 13:40

(경성대학교 조교수, 대한민국)

창의적인 온라인 워크숍 만들기

육기관이 유네스코와 연합하여 활동하는 협력사업으로, 교육과 연구를 통한 역량 강화 및 유네

프로그램

김수연

수상한 식탁

세션 2 :

GMT +9
Seoul(KST)

이은수

중심

02:25- 06:25- 15:2503:55 07:55 16:55

GMT

문화예술교육 체어 선임 연구원, 독일)
(국립극단 팀장, 대한민국)

위기 대처: 성북 ‘예술순환로’ 프로젝트 사례

대상 :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전문가 및 일반 시민 등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
명예회원 / 뮌헨 미술원 선임연구원,
독일)

정용성

극장은 ‘작은 지구’입니다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구축을 통한 선제적

장소 :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홈페이지

에른스트 바그너

시간
GMT -4
NY(EDT)

모더레이터 홍기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대한민국)

팬데믹 시기, 예술의 변화

일시 : 2021.5.24(월)~26일(수)

유니트윈(UNITWIN, University Twining and Networking)이란 두 개 이상의 대학 및 고등교

DAY 3 - 05.26 (WED)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GMT -4
NY(EDT)

위기의 시대, 행동하는 예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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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09:10- 18:2506:25 10:10 19:25

폐회세션

모더레이터 장웅조 (홍익대학교 부교수, 대한민국)

토론자 박신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대한민국)
홍유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 본부장, 대한민국)
김인설 (가톨릭대학교 부교수, 대한민국)
신혜선 (위컬쳐 리서치&컨설팅 대표, 대한민국)
쉬프라 숀만 (하이파 대학교 명예교수, 이스라엘)
보와 렁 (홍콩 교육 대학교 교수, 홍콩)
에밀리 아치엥 아쿠노 (케냐 공과대학교 교수, 케냐)
랠프 벅 (오클랜드 대학교 학과장,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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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별 추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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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 1

예술교육 2.0에서의 다양성
Diversity In Arts Education 2.0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문화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예술교육을 통해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고 문화적 대화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에른스트 바그너 / Ernst Wagner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 명예회원 /
뮌헨 미술원 선임연구원, 독일

Honorary member of “UNITWIN – Arts Education Research for Cultural Divers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Senior Researcher, Academy of Fine Arts Munich, Germany

세션 1

현장사례연구 1
Arts and Education in the Field 1
한국 문화예술교육 실천가·교육가·기관별 사례를 통해 예술교육의 위기를 창조적으로 
돌파하는 방법과 사회 위기 해결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프로그램
세션 1 :

현장사례
연구 1

주제
모더레이터 홍기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대한민국)

극장은 ‘작은 지구’입니다

에른스트 바그너는 독일 뮌헨 예술 아카데미에 강사 및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시각 문화 탐구”

팬데믹 시기, 예술의 변화

한 국제협력,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과 관련한 역량 모델이다. 뮌헨 예술 아카데미를 졸

성북 ‘예술순환로’ 프로젝트 사례 중심

프로젝트(www.explore-vc.org)를 진행하고 있다. 주 연구분야는 예술교육, 탈식민화교육을 위

업했으며, 그의 작업은 독일과 미국에서 전시된 바 있다. 이후, 뮌헨 루트비히 막시밀리안 대학
교에서 미술사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학교교육평가연구원(Institute for School Quality and

Research in Education)에서 재직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는 에를랑겐 뉘른베르크 대학

교 내 유네스코 문화예술 석좌프로그램의 선임 코디네이터로 활동했다. 현재 예술아카데미를
비롯해 뮌헨, 에를랑겐 뉘른베르크, 힐데스하임, 인스브루크 등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구축을 통한 선제적 위기 대처: 
수상한 식탁
창의적인 온라인 워크숍 만들기

발제자
정용성

(국립극단 팀장, 대한민국)

이은수

(국립현대미술관 주무관, 대한민국)

김소원

(성북문화재단 학예연구사, 대한민국)

김수연

(경성대학교 조교수, 대한민국)

이보람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부교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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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예술 치유
Arts for Healing

세션 3

현대 사회가 유발하고 있는 많은 심리적·정신적 질병에서도 자아를 새롭게 발견하고, 사회와 건
강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개입하는 예술적 치유방법론을 모색하였다.

프로그램
세션 2 :

예술 치유

주제

예술교육실천가를 위한 가이드

급변하는 세계 속 사회적 안정의 원천으로서 연극 교육과

발제자
티나 쿠코넌

(퀸스 대학교 박사과정생, 캐나다)

사냐 크르노마노비츠 타시치

예술교육의 중요성

(국제연극교육협회(IDEA) 이사장, 세르비아)

교육학

(남아프리카 대학교 조교수, 남아프리카 공화국)

6학년 창의 예술 수업 내 생활 기술 개발을 위한 퍼포먼스

엠시 베트만

팬데믹 시대 미술치료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김채연

전 세계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평등·다문화·고립 등 사회적 도전 과제에 대해 예술교육이 창조

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더욱 포용적인 사회와 문화를 건설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모더레이터 글로리아 자파타 (후안 코르파스 대학재단 및 보고타 지역 대학교 유네스코 체어, 콜롬비아)

예술을 통한 청년 및 청소년들의 심리 지원: 증거 자료와

사회적 & 문화적 포용
Social & Cultural Inclusiveness

((사)한국임상미술치료협회 회장, 대한민국)

프로그램
세션 3 :

사회적&
문화적
포용

주제

발제자

모더레이터 네릴 지네렛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호주)

팬데믹과 관계없이 비대면 예술교육이 필요한 세계 아이들에

김태희

다름의 세상에서 성장하기: 

샬린 라헨드란

대한 고찰

싱가포르의 삶을 바탕으로 한 다양성 이야기
무용과 언어 교육의 결합: 

위기의 시대 사회적 다양성과 평등에 대한 창의적 대응

주의력 및/또는 과잉 활동 장애가 있는 4-8학년 학생을 위한
정서적 자기 조절을 촉진하기 위한 예술 활용 다중사례연구

(바라예술성장연구소 소장, 대한민국)
(난양 공과대학교 조교수, 싱가포르)

난장

(모내시 대학교 박사과정생, 중국)

야라 도크래트

(퀸스 대학교 석사과정생,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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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4

서울 어젠다
Seoul Agenda

BYOB

<서울 어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가 천명하고 있는 것처럼, 예술교육의 중요성과 가치가 
오늘날 현대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모색하였다.

프로그램
세션 4 :

서울 어젠다

주제
모더레이터 김인설 (가톨릭대학교 부교수, 대한민국)

예술교육을 위한 지속 가능한 비전: 가치, 도전, 가능성
환경 예술가와의 대화, 젠 테: 과정과 교육학적 가능성 탐구
시각예술교육: 지연의 연속과 불확실한 시간 속에서 세계를
이어주고, 풀어주고, 지속하며, 키워주는 글로컬 맥락

온라인 만남의 광장
BYOB (Bring Your Own Bottle)
온라인 만남의 광장(Bring Your Own Bottle)은 학술대회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학술대회 주제
와 참가자의 관심사에 대해 나누는 네트워킹 세션입니다. 키워드에 따라 온라인 방이 개설되고,
각 방마다 진행자의 사회를 통해 서로를 소개하고 관심사에 대해 나누었다.

발제자
벤저민 볼든 (퀸스 대학교 부교수, 캐나다)
네릴 지네렛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호주)

치후 럼 (난양 공과대학교 부교수, 싱가포르)
젠 테 (환경예술가 및 교육자, 싱가포르)

캐서린 콜먼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호주)
마크 셀크리그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호주)
애비 맥도널드 (태즈매니아 대학교 부교수, 호주)

프로그램
온라인
만남의 광장

주제
교실 속 예술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
예술 치유 및 참여

Arts Education or Arts in Education
Arts in Society

(Diversity, Inclusiveness, Healing, Engagement)

발제자

홍유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 본부장, 대한
민국)
김소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제협력팀 팀장, 대한민
국)
박신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대한민국)
장웅조 (홍익대학교 부교수, 대한민국)
김인설 (가톨릭대학교 부교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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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 2

예술교육의 과제로서의 “문화적 회복력”과 “미적 회복력”:
문화적 지속가능성 교육론을 위한 회복 개념에 대한 범위와 한계

“Cultural Resilience” and “Aesthetic Resilience”
as a Task of Arts Education?: Scope and Limits of
the Resilience Concept for a Pedagogy of Cultural
Sustainability
문화예술교육의 세계를 새롭게 이해하고 만들어가는 능력과 창조적으로 대안적 시각을 정립

하는 힘은 세계가 회복되는 데 필수적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이 회복에 기여하는 방안을 그 고
유한 가능성으로부터 모색하였다.

베냐민 외리센 / Benjamin Jörissen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 정회원 /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에를랑겐-뉘른베르크 대학교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체어 의장, 독일

Signatory member, “UNITWIN – Arts Education Research for Cultural Divers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Chairholder, UNESCO Chair in Arts and Culture in Education at the FriedrichAlexander-Universität Erlangen-Nürnberg, Germany

베냐민은 문화와 미학을 중점으로 교육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에를랑겐뉘른베르크 대학교에서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체어 의장을 맡고 있다. 또한 베냐민은 유럽 과

학 예술 아카데미와 독일 예술 문화 교육 협회의 회원이다. 그의 연구는 특히 유네스코와 관련
된 문제들과 포스트 디지털 문화에서의 교육의 변혁과 관련하여, 교육 이론과 문화, 예술, 미

학 교육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베냐민은 독일 연방교육연구부의 자금 지
원을 받는 메타 프로젝트 “예술과 문화 교육의 디지털화”와 같은 예술교육의 디지털화에 관
한 몇 가지 주요 경험적 연구에 기반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최근 출판된 책과 향후 출판될

책은 『변환 스펙트럼: 예술교육연구와 문화역학(2018), 『문화교육의 디지털화에 관한 연구
(2019)』(공저), 『변혁의 미학. 예술교육연구와 문화적 지속가능성의 도전』(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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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5

교실 속의 예술
Arts in the Classroom

세션 6

팬데믹 상황 속에서 위기에 놓인 학교 및 학생들이 예술교육을 통해 회복되고, 다양한 예술 
분과 교육들이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프로그램
세션 5 :

교실 속의
예술

주제

발제자

모더레이터 벤저민 볼든 (퀸스 대학교 부교수, 캐나다)

메리 클레어 키덴다

포용적 실천을 위한 인형극의 마술 같은 힘

에밀리 맥밀런 (퀸스 대학교 석사과정생, 캐나다)

음악 교실에서 다양성과 문화적 대의의 필요성: 실용적인
전략과 그 실행

2020년,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디지털 예술로
협업하기

예술교육이 오늘날의 위기에 대항하여 지역 사회가 창조적으로 대응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프로그램
세션 6 :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케냐 대학 학생들의 발산,

완화, 성찰, 그리고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미술 치료 사용

예술 참여
Arts Engagement

(케냐 공과대학교 학과장, 케냐)

홍지혜 (브리검 영 대학교 부교수, 미국)
에밀리 윌슨 (멜버른 대학교 조교수, 호주)
네릴 지네렛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호주)

예술 참여

주제
모더레이터 신혜선 (위컬쳐 리서치&컨설팅 대표, 대한민국)

서비스러닝의 내러티브: 난양 예술 아카데미 사례 연구
온라인 관람 시대에 참여와 공유를 실천하는 
박물관/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팬데믹 이후의 온라인 문화예술교육은 

어떻게 예술교육가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가
창의 세대(Creative Generation)와 2
020년 위기 속 예술교육의 혁신

발제자
레베카 칸 (난양 예술 아카데미 부총장, 싱가포르)
푸 세이 밍 (난양 예술 아카데미 학장, 싱가포르)
탄 젱 수안 (난양 예술 아카데미 조교, 싱가포르)

정혜연 (홍익대학교 조교수, 대한민국)
성효진 (홍익대학교 석사과정생 / 국제 갤러리 전시팀,
대한민국)

제환정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대한민국)
제프 풀린 (크리에이티브 제너레이션 전무이사, 미국)

52

3. 프로그램별 추진 결과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53

2021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세션 7

다양성 & 문화적 대의
Diversity & Cultural Representation

세션 8

예술교육을 통해 사회에서 소외된 주체들을 드러내고 이들의 목소리를 발굴하며, 이 과정을 
통해 사회를 더욱 다양하고 포용적인 공동체로 이루는 과정을 모색하였다.
프로그램
세션 7 :

다양성&
문화적
대의

주제

발제자

모더레이터 치후 럼 (난양 공과대학교 부교수, 싱가포르)

현장사례연구2
Arts and Education in the Field 2
한국 문화예술교육 실천가‧교육가‧기관별 사례를 통해 예술교육의 위기를 창조적으로 
돌파하는 방법과 사회 위기 해결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프로그램
세션 8 :

 장사례
현
연구 2

주제
모더레이터 홍유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 본부장, 대한민국)

포용적 문화예술교육의 실천: 

위기 속의 예술: 불평등 사례

루스 렌츠러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교수, 호주)

LGBTQ의 역사를 옹호하는 박물관들

심지영 (홍익대학교 조교수, 대한민국)

뉴 노멀 청소년에게 그림책으로 질문던지기

남한 청소년과 탈북 청소년의 공존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김유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생, 대한민국)
박소정 (이화여자대학교 조교수, 대한민국)

아이 코브 유

미술 프로젝트의 현상학적 연구
조용한 무대: 

캐나다 엘 시스테마(El Sistema)가 코로나에 응답하다

숀 코르코란 (퀸스 대학교 박사과정생, 캐나다)
벤저민 볼든 (퀸스 대학교 부교수, 캐나다)

발제자

책누나프로젝트의 기후위기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장수혜 (책누나프로젝트 대표, 대한민국)
공윤지 (프리랜서 문화예술교육사, 대한민국)
이현정 (지아정원 대표 /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생,
대한민국)

위기 속에서 탄생한 새로운 예술교육 장르 소개

배성종 (예술 강사, 대한민국)

과도기를 이어주다: 예술교육이 성인으로 가기 전의

최영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미래교육팀 팀장,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는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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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세션

폐회세션
Closing Ceremony
국내 예술교육 연구자 및 유니트윈 회원들이 모여 학술대회 세션에 대해 리뷰하고, 예술교육의
방향성을 탐색하였다.
프로그램
폐회세션

모더레이터 및 토론자
모더레이터
토론자

장웅조 (홍익대학교 부교수, 대한민국)

박신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대한민국)

홍유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 본부장, 대한민국)
김인설 (가톨릭대학교 부교수, 대한민국)

신혜선 (위컬쳐 리서치&컨설팅 대표, 대한민국)

쉬프라 숀만 (하이파 대학교 명예교수, 이스라엘)
보와 렁 (홍콩 교육 대학교 교수, 홍콩)

에밀리 아치엥 아쿠노 (케냐 공과대학교 교수, 케냐)
랠프 벅 (오클랜드 대학교 학과장, 뉴질랜드)

2021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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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문화예술교육 유관학회 온라인 세미나>는 현 시대 문화예술교육의 기초, 콘텐츠, 사례연
구 등 학술연구의 공유를 통해 추후 문화예술교육의 연구 과제, 정책 발굴에 기여하고자 추진되

<2021 문화예술교육 유관학회 온라인 세미나> 개요
학회명

일시

주제

한국예술교육학회

5. 28.(금)

퍼포먼스로서의 비대면 예술교육

주목하였다.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예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5. 29.(토)

포스트팬데믹 시대의 사회적 참여와 
소통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정책/방향’ 연구발표가 20건으로 진행되었다. ‘위기의 시대, 행동하는 예술교육’이라는 세미나

한국문화교육학회

5. 29.(토)

문화예술교육은 미래사회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국조형교육학회

5. 29.(토)

연결하는 미술교육 :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비대면 미술수업 사례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5. 29.(토)

위기의 시대, 행동하는 예술교육

(사)한국사진교육학회, 
현대사진영상학회

5. 29.(토)

변혁과 위기의 시대를 유영하는 문화예술교육

한국음악교육공학회

5. 29.(토)

위기의 시대, 기회의 음악교육공학

대중음악콘텐츠학회

6. 2.(수)

비대면 음악예술교육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

한국무용학회

6. 5.(토)

변혁의 시대, 무용인의 길을 묻다

었다. 총 9개 학회가 온라인을 통해 미술, 음악, 연극, 사진 등 장르를 넘어 의학 분야와의 연계
성, 온라인 문화예술교육의 법적 쟁점 등이 함께 논의되며 보다 넓은 학술 담론의 장으로 펼쳐
졌다.

특히 코로나-19로 발현되어 다변화 되는 교육 환경과 기후 위기, 복지, 기술 발전 등에도 새롭게
비 교원, 문화예술교육사 등 인력 양성을 위한 발표들도 진행하였다.

주제에 맞추어 문화예술교육의 위기의 진단과 해결책에 대한 고민이 발표되었다. 주로 문화예

술교육 정책의 대안과 제도 재정비에 대한 요구가 주를 이었다. 이는 ‘온라인’, ‘원격’ 등의 이슈
들로 인한 법적 쟁점, 지원 사업, 예술인 복지제도 등과 관한 연구 발표들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정책에 대한 구체적 요구사항과 제도 재정비의 필요성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뜨거운 관심과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사례연구’와 발표도 20건 진행되었다. 특히 ‘원격, 온라인, 비대면 수업’과 관련한 연구뿐 아니라
‘의학, 공공 미술, 장애 교육, 해외 사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

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평등, 혐오’ 등의 이슈가 등장함에 따라 예술이 이를 해소할 ‘공동체,
공공, 포용’ 등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 교육의 관점에서 초·중·고교,

대학의 비대면, 원격교육에 대한 사례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박물관/미술관 프로그램의
사례연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방향과 역할들을 바라볼 수 있었다.

‘교수학습법’과 ‘프로그램 개발’은 각각 6건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
인, 비대면 교수학습법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발표가 진행되었다. 특히 ‘환경’과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와 같은 새로운 경향성과 함께 담론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과 사회적 현안이 어떻게 맞물리고 있고, 해결지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
문과 해답이 시작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 <2021 문화예술교육 유관학회 온라인 세미나> 전체 영상은 아르떼 라이브러리,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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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
교육학회

퍼포먼스로서의 비대면 예술교육
(Online(Touchless) Art Education as Performance

구분

1부

발표주제

진행자(소속)

개회사 / 축사

학회장 김석범(수원대학교)

개막 주제공연

일시 : 2021.5.28(금)

프레임(Frame) 퍼포먼스 그룹 ‘꾼’
마임이스트 김준영, 윤효원, 임연지

한국예술교육학회는 언택트 시대 학회원들과 연구자들의 연구능력을 배양하고, 새로운 온라인

예술교육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퍼포먼스 공연과 함
께 인공지능, 퍼포먼스, VR이라는 예술교육의 미래 화두를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 발표들을 진

제 1발표

행했다. 추후 본 세미나를 통해 비대면 융·복합 예술교육의 성숙과 확장을 위한 인력양성과 온

발표자 김은주(양산초등학교)
토론자 김현미(국민대학교)

미래 사회의 예술 교육을 위한 
교사의 수업 역량 탐색

라인 학습을 위한 기술 발전과 예술, 기술 융합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발판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부

사회자 최종한(세명대학교)

제 2발표

4차산업의 창의력 토대 구성을 위한 
로그라인 설정 프로그램 개발
제 3발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예술교육 방향 : 
인공지능시대에 필요한 
배우의 연기훈련을 중심으로

발표자 김의준(서경대학교)
토론자 장민용(서경대학교)

발표자 하경화(청주대학교)
토론자 김혜주(동서울대학교)

중간 휴식
특별상영

마카오 Rollout Dance Film Festival
3부

2021 수상작 상영

‘Navigation’ (Marlene Millar 감독, 캐나다)

종합토론
폐회사

사회자 장민용(서경대학교)

라운드 테이블

학회장 김석범(수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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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
미술교육학회

포스트팬데믹 시대의 사회적 참여와
소통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구분

팬데믹 위기에 대응하는 
해외 문화예술교육 사례

일시 : 2021.5.29(토)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는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 현재 직면한 위기상황 속에서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가?

· 대면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문화예술교육은 어떻게 커뮤니티의 유대감을 존속, 증폭시킬 수

발표주제

1부

있는가?

·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가?

· 코로나19 상황에서 극대화되는 문화예술교육 학습효과의 격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발제자 Dr. Olivia Gude

제 2발표

발제자 Dr. Max Frieder

참여의 공공미술 : 올리비아 구디의 
공동체 기반 예술 실천 사례

팬데믹 위기에 대응하는 
국내 문화예술교육 사례
제 3발표

2부

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시민역량 강화
제 4발표

온라인 관람 시대에 참여와 공유를 
실천하는 박물관/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제 5발표

안양 지역 거점의 시니어 문화예술 
프로젝트 사례: 디지털 초연결 사회 
(고령) 어르신들의 자리는 존재할까요?
특강

사회자심지영 (홍익대학교)

제 1 발표

포스트팬데믹 시대의 공동체기반 공공예
술교육가 양성: 로힝야, 남부 수단, 시리아
난민 캠프 사례

위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다.

진행자(소속)

연구윤리 특강

(Art Institute of Chicago)

토론자 이은지(경남대학교)

(Artolution 난민 벽화운동 단체
공동설립자 및 총괄운영자)

토론자 이은지(경남대학교)
사회자 이부연(한양대학교)

발제자 김형숙(서울대학교)
토론자 안인기(춘천교육대학교)

발제자 정혜연(홍익대학교)
토론자 정연희(공주대학교)
발제자 이미화

(이웃상회/이모저모 도모소)

토론자 이재영(한국교원대학교)
특강자 이재영

(한국교원대학교/학술지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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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
교육학회

문화예술교육은 미래사회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구분

발표주제

진행자(소속)

사회자 박정현(경인교육대학교)

일시 : 2021.5.29(토)
한국문화교육학회는 급변하고 있는 미래사회의 구성요소를 분야별로 논의하여 시민들에게 필

요한 역량을 탐색한다. 동시에 이러한 역량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였다.

1부

제 1발표

지속가능성의 위기시대의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제 2발표

시각영상문화 범람의 시대, 
VCAE 기반 문화예술교육 방안

발제자 이병준(부산대학교)
토론자 양지연(동덕여자대학교)

발제자 김향미(숙명여자대학교)
토론자 김해경(경인교육대학교)

사회자 안지언 (숭실대학교)

제 3발표

2부

숭고와 시뮬라르크 : 
인공지능과 기술복제시대 
미학과 예술교육
제 4발표

Anonymous Picturebook : 
코로나로 격리되어 있는 
누군가와 함께 하는 그림책

발제자 정옥희(목원대학교)
토론자 강주희(목원대학교)

발제자 신혜은(경동대학교)
토론자 이유리(부산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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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형
교육학회

연결하는 미술교육:
Covid-19 Pandemic 시기의 비대면 미술수업 사례

구분

개회사

제 1 발표

전쟁기념관 온라인 교육 실천 사례

한국조형교육학회는 공교육 현장과 사회문화교육 기관들이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행했던 온라
업의 장점과 문제점, 학생들의 참여와 반응 등을 공유하였다. 초, 중, 고등학교 현장의 교사와 미

진행자(소속)

학회장 심영옥(경희대학교)

일시 : 2021.5.29(토)
인 수업 사례를 공유하며 미술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1년간 온라인 미술수

발표주제

제 2 발표

1부

술관, 박물관, 예비교사 교육기관 등 다양한 현장에 종사하는 예술교육가들의 현장 사례를 공유

온라인 미술관교육 실천 사례
제 3 발표

온라인 환경에서의 예술교육 연수방법
: 2021 아르떼 지역연계 학교문화예술교
육 연수 운영 사례

하고, 그들의 수업 방식에서 앞으로 미술교육이 나아가야 할 변화를 모색해 보았다.

제 4 발표

초등학교의 비대면 미술수업 사례
제 5 발표
제 6 발표

"북스토랑" 
: 고등학교의 비대면 미술수업 사례
제 7 발표

미술 융합교육 온라인 미술수업 사례
제 8 발표

창의적인 미술표현 비대면 수업 사례
제 9 발표

진로교육을 위한 온라인 수업 사례
종합토론

발표자 이주연(전쟁기념관)
발표자 강미미(정읍시립미술관)
발표자 이소현(블랜디드러닝)
발표자 이민철(서울신정초등학교)

사회자 박진희(한양대학교)

학교 미술교육에서 
온라인 교수·학습 방법 탐색

2부

사회자 서제희(홍익대학교)

- 미술관.박물관교육
- 초, 중학교 교육 
- 고등학교 교육

발표자 고황경(도당중학교)
발표자 강지수(서울용산고등학교)
발표자 김지은(효자고등학교)
발표자 김
 병욱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발표자 이수정(경희대학교)
- 토론자 박진희(한양대)
- 토론자 류지영(춘천교대)
- 토론자 서제희(홍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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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
교육학회

위기의 시대, 행동하는 예술교육

구분

돈이 장기화되면서 예술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모색과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시의

진행자(소속)

제 1 발표

발표자 정재형(동국대학교)

위기의 시대, 
행동하는 예술교육

일시 : 2021.5.29(토)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피로감과 시스템의 혼

발표주제

제 2 발표

1부

발표자 박선우(이화여자대학교)

위드코로나시대, 
예술교육의 필요성과 역할
제 3 발표

비대면시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원격수업 지원 현황과 과제

에 적합한 예술교육의 방향을 논의해 보았다.

제 4 발표

발표자 안지언(숭실대학교)

예술교육자의 변화지점과 방향성
제 5 발표

2부

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는 
행동하는 예술교육

발표자 오세준(성균관대학교)

비대면 양방향 소통을 위한 
음악 문해력 검증 시스템 개발

발표자 조홍기(코다이 연구소)

제 6 발표
제 7 발표

발표자 고병정(동양대학교)

뉴미디어를 활용한 예술교육
제 8 발표

발표자 오세곤(극단 노을)

예술 감상과 체험의 안정화 조건
제 9 발표

3부

발표자 김광중(예술연구소)

예술교육의 확장성
-프랑스,한국의 영화교육을 중심으로

발표자 이용주(국민대학교)

언택트시대 대학 연기예술교육의 
변화 및 나아갈 방향

발표자 강양은(청운대학교)

제 10발표
제 11발표

예술교육에서의 의학교육
: 왜 예술이어야 하는가?

발표자 한민서(순천향대학교)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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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진
교육학회·
현대사진
영상학회

변혁과 위기의 시대를 유영하는 문화예술교육

구분

발표주제

제 1 발표

일시 : 2021.5.29(토)

현장연구 발표

한국사진교육학회와 현대사진영상학회는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진행자(소속)

발표자 김민웅(한국사진교육학회)

환경, 사회, 예술과 교육의 문제 둥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특히,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 혐오와

차별의 문제, 펜데믹과 비대면 교육의 문제, 예술과 미술관 교육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문제를

제 2 발표

중심으로 다루었다. 또한, 예비 문화예술교육사의 참여를 활성화 하여 미래 문화예술교육의 현
장의 모습을 모색하고 대비하고자 하였다.

1부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는 
사진미술관 교육의 역할과 방향

제 3 발표

위기의 시대 혐오와 차별을 넘는 
문화예술교육
: 장애교육을 중심으로
토론
제 4 발표

비대면으로 찐하게 만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2부

제 5 발표

환경위기의 시대, 
지구를 생각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토론

발표자 현혜연(중부대학교)

발표자 박지은(중앙대학교)

토론자 유기상(청운대학교)

발표자 김
 희찬(경일대학교)
조희수(경일대학교)

발표자 이
 다빈(중부대학교)
나혜림(중부대학교)

토론자 정재한(영남이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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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
교육공학회

위기의 시대, 기회의 음악교육공학

구분

발표주제

1부

위기의 시대, 
음악과 교육의 내용과 과제

일시 : 2021.5.29(토)
한국음악교육공학회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존재하는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교육부의 ‘미래

제 1 발표

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와 맥을 같이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음악교육과 음악교육공

학 분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디딤돌’로서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변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 과정 둥 위기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엿보고 다양한 담론과 해

1부

결점들을 발표하였다.

중고교와 대학에서의 
음악 원격수업의 내용과 과제
제 2 발표

국악 교육 키워드 유튜브 콘텐츠 
내용 분석과 과제
특별강연

위기의 시대, 
기회의 음악교육공학
2부

기회의 시대, 
음악교육공학의 행동 방향
제 3 발표

2부

기회의 시대, 
AI를 통한 보편적 음악교육
제 4 발표

예비교원 실기역량 강화를 위한 
블렌디드 러닝 프로그램 개발
종합토론

진행자(소속)

사회자 김미숙(상명대)

발표자 권수미(한국교원대학교)

발표자 김경태(국악고등학교)

발표자 임원수(영주제일고)

사회자 주성희(단국대학교)

발표자 윤지훈(한국구화학교)

발표자 김서희(뮤직서커스)

토론자 장기범(서울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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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유관학회 온라인 세미나

대중음악
콘텐츠학회

비대면 음악예술교육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

구분

제 1 발표

가상융합 음악교육 솔루션
‘메타밴드’

일시 : 2021.6.2(수)
한국대중음악콘텐츠학회는 비대면 음악예술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

서 온라인 예술교육에 관련한 정책수립의 토대와 자료로 활용되고, 교육종사자의 향상된 양질
의 교육콘텐츠 창출을 위한 과제들을 탐구한다.

발표주제

1부

제 2 발표

애니메이션 음악 및 사운드 제작 관련 
수업의 비대면 교육방법에 관하여

토론

제 3 발표

보육교사의 비대면 뮤지컬 교육 
만족도에 관하여

2부

제 4 발표

신산업분야를 활용한 
비대면 문화 예술 교육방법의 필요성

토론

진행자(소속)

발표자 유현식(컬쳐커넥션)

발표자 이상윤(동서대학교)

토론자 이
 일용(상명대학교)
신지혜(목원대학교)
김진선(대중음악콘텐츠학회)

발표자 조성범(명지대학교)

발표자 이창구(상명대학교)

토론자 최
 영신(수원여자대학교)
민경록(대중음악콘텐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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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유관학회 온라인 세미나

한국무용학회

변혁의 시대, 무용인의 길을 묻다

구분

발표주제

기조강연

포스트 코로나, 
문화예술정책의 재정향

일시 : 2021.6.5(토)
한국무용학회는 본 세미나를 통해 역동적 변화를 뜻하는 ‘변혁’을 큰 주제로 현 시대 혼란의 중심

제 1 발표

에 서 있는 무용인들의 삶 속에 들어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다양한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무용인을 위한 예술인복지제도의 
현재와 미래

무용계의 현실을 탐색하고 이슈를 포착하여 미래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진행자(소속)

강연자 임도빈(서울대학교)

발표자 강동현(예술인복지재단)

1부

제 2 발표

코로나시대 공연예술의 패러다임 전환
: 비대면 환경의 쟁점과 새로운 담론들

토론

제 3 발표

뉴노멀 시대, 
무용의 영상화에서 법적 쟁점

2부

제 4 발표

한국 무용계의 환경변화와 전망

토론

발표자 장지영(국민일보)

토론자 이
 해준(한양대학교)
최은용(단국대학교)

발표자 김재진(변호사)

발표자 김예림(한국예술종합학교)

토론자 김
 지영(상명대학교)
강경모(국민대학교)

02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주제 연계 아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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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주제 연계
아트 프로젝트 “상호작용”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을 맞이하여 진행된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주제 연계 아트
프로젝트는 ‘사회 위기 속 참여적 예술교육의 역할’이라는 주제와 연계하여 메시지를 감각적으
로 느끼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아트 프로젝트 워크숍과
관련 홍보캠페인을 기획·운영하였다.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조차 취약한 인간은 이제 인간 중심이 아닌 동식물, 사물을 포함

작가명

워크숍

개최 일시

진행 방식

케플러49

팝업북, <모두의 숲>

4.21.(수) 6.2.(수)

그림 취합 및 
팝업북 제작

페이퍼컴퍼니 어반

둠 드로잉

5.27.(목)

실시간 송출
(줌)

져스트 프로젝트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쓰레기를 남긴다

5.22.(토)

허윤경

몸과 몸의 연결로 기억하는 나와 우리

5.20.(목)
5.22.(토)
5.29.(토)

오프라인 진행

디구루

우주의 사운드 : 일상소리수집

5.14.(금)
5.18.(화)
5.20.(목)

온라인 진행
(줌)

송호준

이제는 육지를 떠날 때 : 
친환경 바다 예술 코인 발행하기

최승준

호기심 렌즈

한 모든 타자와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각자의 행동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지
하는 과정과 감각으로서의 ‘상호작용’을 주제로 하였다. 전자음악·무용·시각예술·매체예술(미디
어아트) 등 7명의 예술가들은 사람과 사람, 동식물, 환경, 사물 사이의 상호작용을 각자의 방식
으로 탐구하는 동시에 온라인으로 시민과 함께 작품을 창작하여 그 과정과 이야기, 결과물이 누
리집(www.arteweek-artproject.kr)을 통해 전시된다.

운영기간 : 2021년5월~6월 / ※온라인 전시는 누리집에서 2021년 12월까지 공개
운영방식 : 온오프라인 워크숍 및 전시, 과정 및 결과물을 통해 메시지 확산
참여대상 : 예술가, 일반시민

참여예술가 : 케플러49(정혜경/팝업엔지니어링)

페이퍼컴퍼니 어반(나하나, 김탕, 달라라/문화기획자)
져스트 프로젝트(이영언/업사이클링 실천 활동가)
허윤경(현대 무용가)

디구루(일렉트릭 사운드 아트 프로듀서)
송호준(미디어 아티스트)
최승준(미디어 아티스트)

5.21.(금)

5.8.(토) 5.10.(월)

5.20.(목) 5.21.(금)

오프라인 진행

온라인 진행
(유튜브·라이브
방송)

실시간 송출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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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팝업북, <모두의 숲>

주제
내용
목적
워크숍 방법
워크숍 모집
참여자 발표
참여 인원

워크숍 기간
전시 방식

동식물과 반려인간의 상호작용
[팝업북, <모두의 숲>]

참가자들이 제공한 주제와 관련된 글, 동물, 곤충 그림으로 작가가 팝업북 제작하여 온라인 전시
동물을 해치지 않는 반려인간이 되려면 우선 인간 이외의 생명체 살펴보기. 많은 참여객들이 
동네 공원, 산속, 숲속의 곤충, 새, 물고기를 비롯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혹은 상상 속 동물을 
그린 후 사진을 찍어 작가에게 보냈고, 세상에 단 한 권 밖에 없는 팝업 북이 만들어졌다.
사진 및 영상으로 촬영 후, 홈페이지 공개

1. 메일로 참여자들이 그린 그림과 글 취합
2. 완성된 팝업북은 영상으로 촬영하여 <아트 프로젝트> 홈페이지 내 공개

워크숍 모집

팝업북 샘플 작업

결과물 전시

메일을 통해 
글&그림 모집

참여자들의 
그림을 취합하여 
샘플 작업 진행

완성된 팝업북은 
사진&영상으로 촬영하여
<아트 프로젝트> 
홈페이지 내 전시

참여자 작품

그림 모집 : 4/21 (수) - 5/9 (일)
-

총 60여명

영상 오픈 : 6/2(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전시

http://arteweek-artproject.kr/kepler49

참여자 소감
▪반 아이들과 컴퓨터 합성 작업으로 ‘신종생물’ 만들기를 했다. 아이들이 각자 지구 환경, 동물 실험 등의 문제점을 
생각하며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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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둠 드로잉

주제

동식물과 반려인간의 상호작용

내용

온라인에 모여 식물 키우기에 대한 짧은 대화후 각자 죽어가는 식물을 그리고 서로 그린 그림을
화면으로 공유 (수상작 선정하여 상품 제공)

목적

워크숍 방법
워크숍 모집
참여자 발표
참여 인원

워크숍 기간
전시 방식

둠 드로잉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플랜테리어(식물 Plant + 인테리어 Interior)란 말이 생길
정도로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그런데, 그 식물들 아직 살아있나? 각자의 집에 죽
은 식물 혹은 시들어가는 식물을 온라인에서 만나 함께 그려보고, 드로잉을 하면서 식물이 살기
에도, 사람이 살기에도 좋은 생활환경은 어때야 할까를 생각해봤다.
온라인 Zoom

구글폼을 통해 사전 신청자 취합
워크숍 당일, 작가별로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참여자들과 함께 죽은 식물을 그려보고 이야기를 나눔
참여작 중 추첨을 통하여 상품 발송

워크숍 모집

워크숍 모집

팝업북 샘플 작업

결과물 전시

구글폼을 활용하여 
참여자 모집 진행
선정된 참여자 개별 연락

온라인 ZOOM에 모여 
워크숍 진행

<아트 프로젝트>
홈페이지 내 전시

참여자 중 수상자 
선정하여 상품 발송

참여자 작품

5/1(토) - 5/20(목)

5/21(금) - 5/23(일)
총 70여명

5/27(목) 20:00 - 21:00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전시

http://arteweek-artproject.kr/papercompany_urban

참여자 소감
▪그림을 통해 식물하고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어 덜 미안하다. 원래 생명인데 이제야 내 주변의 생명을 발견한 듯 하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로 삶이 단절된 듯한 우울감이 있었는데, 새롭게 삶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새로운 관점에서 살아있는 식물과 공존하는 의식을 깨워주는 것 같아서 신선하고 재미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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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쓰레기를 남긴다
주제
내용
목적

워크숍 방법
워크숍 모집
참여자 발표
참여 인원

워크숍 기간
전시 방식

사물과의 상호작용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쓰레기를 남긴다]

사물에 대해 자신의 연대기를 만들어 보고 차후 글과 함께 오프라인에서 전시 된다.

펜데믹, 쓰레기문제. 이 모든 것은 ‘과잉’으로부터 왔다. 넘쳐나는 물건들과 광고, 소비, 폐기의 시
대에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물건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누군가에게는 쓰레기
로 보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보물같은 물건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가 존
재하지 않을까.

워크숍 모집

워크숍 모집

팝업북 샘플 작업

결과물 전시

구글폼을 활용하여 
참여자 모집 진행
선정된 참여자 개별 연락

오프라인에 모여 
워크숍 진행

오프라인으로 
전시 진행

<아트 프로젝트> 
홈페이지 내 사진 전시

오프라인 @져스트 프로젝트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참여자가 작가에게 누군가에게는 쓰레기, 자신에게는 보물같은 물건 전달
워크숍 당일, 참여자 앞에 랜덤으로 놓인 물건 주인의 삶을 회고해보고, 가장 추도문 작성
참여자의 물건과 추도문 등은 워크숍 종료 후, 오프라인에서 전시 진행
4/30(금) - 5/16(일)
5/17(월)
총 17명

5/21 (금) 1회차 : 19:30 - 21:00
5/22 (토) 1회차 : 13:00 - 14:30 | 2회차 : 17:00 - 18:30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전시

http://arteweek-artproject.kr/justproject

참여자 소감
▪얼굴과 이름도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는 타인이 꼭 20년 이상을 나와 함께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의
입을 통해 내 물건의 스토리와 가치, 소중함을 간접적으로 들으니 뭉클했다.

▪지금은 쓰레기지만, 그 물건이 한 때는 누군가의 소중한 보물이었다는 메세지는 어쩌면 너무 당연해서 잘 와닿지 않기도
하는데, 워크숍을 통해서 그 메세지를 크게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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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몸과 몸의 연결로 기억하는 나와 우리

주제

몸과 몸의 상호작용

내용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아티스트가 참여자들과 함께 춤 시연을 하고, 워크숍이 끝난후 다 같이 감
상을 공유. 서울/통영/대전 세 곳의 다른 장소에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며 진행.

목적

워크숍 방법
워크숍 모집
참여자 발표
참여 인원

워크숍 기간
전시 방식

몸과 몸의 연결로 기억하는 나와 우리

나를 둘러싼 세계와 관계맺는 통로이자, 타자과 공감하는 토대가 되는 기본단위인 신체를 돌아
보는 시간.
참여자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화두를 나누며 움직여봤다.
1) 신체의 내부와 외부,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 사이 인식해보기
2) 신체의 경험을 진술하고 나누기, 움직임을 통해 다시 위치시키기
3) '서로 떨어져 있지만 만져지는 것
온/오프라인 병행

워크숍 모집

워크숍 진행

결과물 전시

구글폼을 활용하여 
참여자 모집 진행
선정된 참여자 개별 연락

서울, 통영, 대전에서
온라인 Zoom과 
오프라인으로 워크숍 진행

<아트 프로젝트> 
홈페이지 내
영상과 사진으로 전시

참여자 소감

구글폼을 통해 사전 신청자 취합 안무가의 지시에 따라 온라인/오프라인 참여자들이 움직여보
는 작업 진행

▪화면 너머에서 들리는 안무가의 목소리에 따라 움직여보면서 서로 닿을 수 없는 시기에 새롭게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5/17(월)

▪평소 한정된 공간 안에서 움직임이 적은 시간을 보내다보니 내 몸이 긴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4/29(목) - 5/16(일)
총 25명

5/20 (목) 서울 15:00 - 17:30 | 5/22 (토) 통영 15:00 - 17:30 | 5/29 (토) 대전 15:00 - 17:30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전시

http://arteweek-artproject.kr/yunkyunghur

찾은 것 같았다.

▪서로 접촉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을 관찰하며 움직여보라는 말에 따라하다보니 상대방과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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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우주의 사운드 : 일상소리수집

주제
내용
목적

워크숍 방법
워크숍 모집
참여자 발표
참여 인원

워크숍 기간
전시 방식

지구, 우주의 소리와 상호작용

[우주의 사운드 : 일상소리수집]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활용하여 참가자들이 채집한 일상의 소리들로 하나의 음원을 만들어본다.
휴대폰등의 녹음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주변에서 취할 수 있는 각종 사운드들을 채집, 취합하여
하나의 트랙을 만들어본다. 참여자들은 사운드를 채집하는 동안 자신이 놓인 환경을 다른 각도
로 바라보게 되고 그를 통해 우리의 환경이 얼만큼 어떻게 변화했는지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온라인 Zoom

워크숍 모집

워크숍 진행

결과물 전시

구글폼을 활용하여 
참여자 모집 진행
선정된 참여자 개별 연락

온라인 ZOOM에 모여 
워크숍 진행

<아트 프로젝트> 
홈페이지 내 음원 전시

참여자 작품

구글폼을 통해 사전 신청자 취합
선정된 참여자들은 휴대폰 녹음 기능을 통하여 주변의 소리를 녹음
3일간의 워크숍 기간동안 자신이 녹음한 소리로 하나의 음악을 제작
4/29(목) - 5/10(월)
5/11(화)
총 7명

5/14(금), 5/18(화), 5/20(목) 18:00 - 19:30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전시

PRIMA LEE

MI YOUNG

하정민

박주연

송윤아

홍섬화

한문순

DGURU

눅진했던 축제의 숨결이 정화된다. 
소리로 빚어진 공간, 도시 정글 속 
너와 나, 우리.

일주일간 집안에서의 일상과 주말 나
들이가 담겼다. 세탁기 돌려놓고 소
파에 앉아 책을 읽고, 친구들과 바다
여행에서 무인도를 산책했던 기억들.

http://arteweek-artproject.kr/dguru

새벽까지 작업에 열중인 한 사람. 
어느새 키보드, 마우스, 전자기기가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자신들을 혹사
시키는 주인을 처리하기 시작한다.

자, 지금 무엇이 보이나요? 새파란 들판에
누워 있어요. 풀이 흔들리는 소리가 꼭 파
도 소리 같아요. 저 멀리 성당에서 누군가
저를 불러요. 그가 신경 쓰여요. 저를 멀리
데려갈 것 같아요. 눈을 뜨고 싶어요.

따가운 햇빛만큼 새침한 발걸음. 
강한 소다의 맛에 푸르게 물든 
혓바닥엔 별 뜻이 없다.
누구보다 커다랗게 불어낸 풍선에 
어깨가 으쓱하다.

최초로 물을 떠나 육지에 발을 디뎠다는 틱타
알릭. 그가 물을 떠난 이유가 육상에 대한 동
경 때문인지, 물에 대한 회의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물에 대한 편안함과 공포가 공존하
는 아이러니는 나의 DNA 속에 각인된 그의 존
재로부터 유래되었을 터이다.

창백한 푸른 점에 살고 있는 우리는 미지의 우주를
상상한다. 저 너머에 있는 우주는 무질서한 혼돈의
공간이며 동시에 질서적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무질서를 향해 가는 여정을 떠난다. 이러한 우주
가 내는 공간의 소리와 함께 우주가 내뱉는 숨소리.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그 우주의 숨소리와 분위기를
상상하여 곡에 담아보았다.

워크숍 참가자들의 소리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느낀 감정을 
표현해보았습니다.

참여자 소감
▪녹음 할 때마다 어떤 소리인지 기록을 했는데, 그러다보니 누가 내 생활을 대신 기록해준 느낌이었다. 
내 생각 을 내가 직접 쓴게 아니라 소리가 대신 ‘넌 이렇게 살고 있었어’ 라고 알려주는 것 같았고, 
나를 제3자인 녹음기를 통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내가 생각보다 많은 소리들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리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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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이제는 육지를 떠날 때 : 친환경 바다 예술 코인 발행하기

주제

이제는 육지를 떠날 때 : 친환경 바다 예술 코인 발행하기

내용

배를 띄워 3박 4일간 고립된 상황에서 승선인원들과 몇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상황을 영
상으로 생중계한다. 참가자들은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고, 이야기 만들기에 참여한다.

목적

[이제는 육지를 떠날 때 : 친환경 바다 예술 코인 발행하기]

육지를 떠나 사는 삶을 이야기할 때 꼭 이야기되어야 할 지점 중 하나는 바다에서 어떻게 경제생
활을 영위할 것인가이다. 가장 적게 쓰고 적게 버릴 수 있는 한정된 공간인 배에서 특히 요트에서
생활하며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바람과 전기만으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며 떠도는 삶의 형태를
유지하기에 적합한 경제 방식을 생각해본다.육지를 떠나 사는 삶을 이야기할 때 꼭 이야기되어
야 할 지점 중 하나는 바다에서 어떻게 경제생활을 영위할 것인가이다. 가장 적게 쓰고 적게 버릴
수 있는 한정된 공간인 배에서 특히 요트에서 생활하며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바람과 전기만으
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며 떠도는 삶의 형태를 유지하기에 적합한 경제 방식을 생각해본다.
온라인 @송호준 작가 유튜브 채널

워크숍 방법

워크숍 모집
참여자 발표
참여 인원

워크숍 기간

전시 방식

작가와 승선인원이 서해바다 위 요트에서 유튜브 스트리밍 진행
요트 안의 사람들과 참여자들은 댓글로 질문과 답변을 하며 소통
요트 안에서 나눈 대화들이 작가가 만든 별도 채널에서 전시
-

VIEW 1,064회 (6/14 기준)
5/8 (토) - 5/10 (월)
<유튜브 생중계 일정>
5/9(일) 16:00 - 21:00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전시

http://arteweek-artproject.kr/hojunsong

참여자 소감
▪육지를 떠나 무동력 요트에서 사는 삶이 아직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적 선택지로 여겨지진 않지만, 완전히 자연 안
에서 지내면서 가능한 적게 쓰고 적게 버리는 방식을 체득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바다 요트 네트워크가 진짜 잘 모인다면, 환경단체의 시민 patrol과 같은 역할도 할수 있을 것 같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의미있는 일도 하면서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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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호기심 렌즈

주제
내용

목적

미디어, 기계와의 상호작용
[호기심 렌즈]

호기심 렌즈 웹사이트를 사용하여 완성된 이미지들을 온라인 전시

스마트폰을 통해 만나는 세계 속 사물의 일부분을 찍고, 부분과 부분을 엮어 하나의 콜라
주를 만드는 작업. 단순한 원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현상에 관심을 두고 있는 최승
준 미디어 아티스트가 만든 호기심 렌즈 웹앱으로 부분이 전체가 되는 경험을 해본다.

워크숍 모집

워크숍 진행

결과물 전시

구글폼을 활용하여 
참여자 모집 진행
선정된 참여자 개별 연락

온라인 ZOOM에 모여 
워크숍 진행

<아트 프로젝트> 
홈페이지 내 참여자 
작품 전시

참여자 작품

온라인 Zoom
워크숍 방법

워크숍 모집
참여자 발표
참여 인원

워크숍 기간
전시 방식

구글폼을 통해 사전 신청자 취합

선정된 참여자들은 ‘호기심 렌즈’ 웹앱을 통해 일상의 사진을 촬영하여 콜라주 제작
구글 잼보드를 활용하여 참여자들끼리 의견을 나누는 작업 진행
4/29(목) - 5/13(목)
5/14(금)
총 10명

5/20 (목) - 5/21 (금)
19:30 - 21:30

원하는 나

내 책상 위 동물과 식물들

출근길

낮은 달

애벌레의 하루

꾸르르르

my morning routine

밤의 착갈피

취향집集

지금 여기

나는 머리는 좀 가벼웠으면
좋겠고, 몸은 튼튼하고 강했
현재 사무실에서 함께 하고 출근길에 제가 보는 것을 시 출근길에 제가 보는 것을 시 애벌레가 뾰족뾰족한 풀잎
으면 좋겠고, 팔과 손은 누군
있는, 책상에서 발견한 동/ 간에 따라 머리카락으로 설 간에 따라 머리카락으로 설 들 사이에서 무엇인가를 찾
가를 힐링을 해 줄 수 있으면
식물들입니다.
명했습니다.
명했습니다.
고 있어요!
하고, 다리는 어디든 빠르게
갈 수 있었으면 한다.

호기심 산수

평소 자주 접하는 사물들을
가까이서 촬영해보았어요.
호기심렌즈로 꼴라주를 해
보니 생 경하고 재미있는 이
미지가 되었네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전시

http://arteweek-artproject.kr/seungjoonchoi

자연답고 자연스러운 거짓
소리

호기심렌즈를 통해 매일 아
침 나의 아침습관을 기록해 봤습니다.

지금 책상 위에서 나를 중심
좋은 거 옆에 예쁜거, 예쁜거
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
옆에 좋은 거.
들.

참여자 소감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워크숍이 늘어나면서 진행 방식이 비슷한 경우가 많았는데, 
잼보드(Jamboard)나 호기심 렌즈를 활용하는 방식이 기존의 워크숍과 달리 참신했다.
▪온라인 수업이 레시피화 되고 일방향적인 소통 방식이 많은데, ‘카메라’라는 기본적인 기술을 가지고 
쌍방향 소통을 경험할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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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외홍보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언론홍보

주요내용

게재일

2021.5.17

기간

분류

사전

행사 중
사후

2021.5.17
2021.5.17
구분

방송 1건, 지면 2건, 온라인 26건
지면 3건, 온라인 3건
온라인 7건

총계

게재 건수

29
6
7

42

2021.5.17

자료 및 지면, 방송 광고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20일부터는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
대회에 대한 안내 기사 및 홍보를 진행했다.

온라인

통일신문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24~30일 온라인서 열린다

이데일리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24일 온라인 개막식

이뉴스투데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시대, 문화예술교육 역할은?

온라인

국내외전문가, 사회위기 속 문화예술교육 역할 논한다

온라인

연합뉴스
뉴시스

파이낸셜 뉴스
한국강사신문
경상일보

세계일보

2021.5.20

스포츠경향

2021.5.20

국제뉴스

싱글리스트
헤럴드경제

2021.5.20

파이낸셜뉴스

2021.5.22

중앙SUNDAY

2021.5.25

매일경제

2021.5.25

2021.5.25

2021.5.26

뉴스토마토
뉴시스

서울경제

동아일보

2021.5.26

스포츠경향

2021.6.4

데일리경제

2021.6.4

잡포스트

2021.5.26
2021.6.4

2021.6.4
2021.6.4

2021.6.4
2021.6.4

온라인

온라인

아주경제

2021.5.20

온라인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24~30일 온라인으로 개최

2021.5.17

2021.5.20

온라인

아시아투데이

아시아경제

2021.5.20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2021.5.17

2021.5.18

온라인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24일 개막…온라인 개최

오마이뉴스

2021.5.18

김해시, 치매예방 위한 음악예술 치유프로그램 첫 걸음

온라인

뉴스1

2021.5.17

2021.5.17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온라인 개최

디스커버리뉴스 문체부, 5. 24~30.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온라인으로 개최

독서신문

2021.5.17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예술의 역할은?

미디어리퍼블릭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24~30일 온라인 개최

2021.5.17

2021.5.18

5월 17일과 18일에는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에 대한 주제 및 행사 정보를 전달하는 보도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온라인 개최

KTV 국민방송

2021.5.17

주요내용

테크월드

2021.5.17
2021.5.17

비고

온라인

매일안전신문

2021.5.17

기사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운영

2021.5.17
2021.5.17

홍보실적 | 총 42건

월간오디오

환경과조경

2021.5.17

| 2021.5.17(월)-6.4(금)

매체

2021.5.17

2021.5.17

보도시기별
게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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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24~30일 온라인 개최

문체부, 24일부터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온라인 개최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24~30일 온라인으로 개최

온라인
온라인

문체부,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온라인으로 개최

온라인

문체부,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온라인으로 개최

사회 위기 속 문화예술교육 역할 논의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온라인으...

문체부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24~30일 온라인 개최
기후변화 대응 문화예술 역할 모색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지면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개최 ‘위기의 시대, 행동하는 예술교...

온라인

제 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개최

온라인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24일 서울 개최

온라인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위기의 시대, 문화예술교육으로 극복”

온라인

팬데믹 시대의 예술교육…'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온라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제 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개최

코로나 위기의 시대, 온라인 참여로 해법 찾는 예술 교육

온라인
지면

"기후 위기 근본 해법은 사람…예술가들, 해법 찾아야"

온라인

"인간과 자연의 균형 깨질 때, 예술이 문제 제기해야죠"

지면

팬데믹 치유한 문화예술교육…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개막
기후변화-팬데믹-전쟁… 치유하는 예술을 말하다

온라인
지면

요조 “용기와 책임의 예술이 필요하다”…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온라인

제10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아트 프로젝트 예술가와 시민 협업' 작품 온...

온라인

제10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아트 프로젝트' 예술가와 시민 협업 작품...

온라인

"발레 배워 볼까요" 집콕 아이들 춤추기 시작했다

10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아트 프로젝트' 예술가와 시민 협업 작품 온라...

뉴스렙

「제10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아트 프로젝트' 예술가와 시민 협업 작품...

일간리더스경제 「제10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 아트 프로젝트 ] 예술가와 시민 협업 작...
뉴데일리

온라인

문체부, 24~30일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온라인으로 개최

SR타임스

국제뉴스

방송

제10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아트 프로젝트 온라인 전시
예술가·시민 협업 '아트 프로젝트', 6월 온라인 전시

지면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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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홍보

주요 보도 기사
- 기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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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도 기사
- 기획기사

서울경제 / 2021.5.25(화)

주요 보도 기사
- 단순기사

중앙선데이 / 2021.5.22(토)

매일경제 / 2021.5.26(수)

동아일보 / 2021.5.26(수)

세계일보 / 2021.5.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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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홍보

주요 보도 기사
- 온라인 보도

연합뉴스 / 2021.5.17(월)

뉴시스 / 2021.5.25(화)

스포츠경향 / 2021.5.26(수)

헤럴드경제 / 2021.5.20(목)

데일리경제 / 2021.6.4(금)

국제뉴스 / 2021.6.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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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홍보

온라인 홍보
콘텐츠 게재현황

게재건수
분류

사전

아르떼 365,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유관기관

총계

-

31

5

5

23

80

9

81

3

-

행사 중
사후

총계

주요내용

7

2

45
5

13

-

23

아르떼365,
블로그
주요 게시글

행사 프리뷰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주제 연계
아트 프로젝트 소개

행사 리뷰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주제 연계
아트 프로젝트 결과 온라인 전시

36

10

126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행사에 대한 개요 및 행사 추진 배경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기관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채널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

추진하였으며, 네이버 블로그 콘텐츠는 네이버 모바일과 PC 메인 화면에 다수 노출시켜 콘텐츠
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국내 유관기관뿐 아니라 32개국의 문화원, 해외 유관기관 등 국내외 기관 홍보를 진행하

였다. 시리즈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SNS 채널을 기반으로 노출·확산하였으며, 인스타그램 스토
리를 통해서 현장 소식을 전했다.

온라인 모객 플랫폼을 통해 사전 신청을 진행하였으며 기관 유튜브 채널과 행사 누리집을 통해
서 실시간 송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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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홍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주요 게시글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개요

홈페이지 오픈 안내

개막식 안내

현장스케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주요 게시글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프로그램 개요 및 기조발제자 소개

현장스케치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주제 연계 아트 프로젝트 “상호작용”
아트 프로젝트 위크숍 안내

아트 프로젝트 소개

현장스케치

아트 프로젝트 결과 온라인 전시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제4회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개요

사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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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홍보

유튜브
주요 게시물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홍보 영상

https://youtu.be/1X4uQrMe5_Q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오프닝 공연

https://youtu.be/gQa8q-mQHhA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개막 영상

https://youtu.be/vMmDRM_DRAE

유튜브
주요 게시물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홍보 영상

https://youtu.be/-RF-Zgb8XNY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주제 연계 아트 프로젝트 홍보 영상

https://url.kr/nkbmw2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주제 연계 아트 프로젝트 다시보기 영상

https://youtu.be/Cswbx_toWhg

107

108

4. 대외홍보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2021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메인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홈페이지
메인

세부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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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메인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홈페이지
메인

세부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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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외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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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메인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주제 연계 아트 프로젝트

세부 페이지

2021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홈페이지
메인

세부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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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제작

홍보영상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홍보 영상

홍보영상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홍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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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외홍보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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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제작

유관기관
홍보

유관기관
홍보

해외 온라인 플랫폼 및 해외 유관기관

Creative Unite

문화원 누리집

유관기관 재단 누리집 홍보 및 관련학과 대학교·대학원 홍보

ASIA-EUROPE FOUNDATION Culture360

유관기관 SNS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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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제작

포스터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주제 연계
아트 프로젝트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웹플라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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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제작

리플렛

기념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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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및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학술대회 
프로그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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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 사전신청자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현재 활동분야를 선택해주십시오.
▪Please select your current field.
예술계
문화예술교육
연구 기관 및 학계
예술지원기관

박물관
문화예술경영 전공학생
기타

4%
2%
4%

8%

▪해당분야에서의 경력을 선택해주십시오.
▪Please select your career in this field.
입문 예정자
1년 이상 3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22%

15%

36%

16%

13%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개막행사>
참여동기를 선택해주십시오.
▪Please select the participation motivation of <Opening

Ceremony of the 2021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관심 있는 주제
기조 발제자에 대한 관심
문화예술교육 동향 파악
11%

업무(학업)관련 필요
주변권유

11%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찾아보면 퇴근 후나 주말에 참여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Ceremony of the 2021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28%

3%

31%

38%

7(매우 만족)

▪가장 의미 깊었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주세요
(중복체크 가능)
▪Please select the meaningful program.(multi-select)
기조 발제2
기조 발제3

14%
17%
23%

기조발제 2 "창조적 교육학의 친절함, 보살핌 그리고 치유성"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술이 사람들과
사회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매우 공감이 가는 방식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전세계 이슈인 기후변화와 문화를 함께 생각한 점.
너무 방대해서 좀 집중이 안됐어요

기획부터 프로그램 모두 다 좋았습니다
모두의 목소리.

Cilture and climate change since nowaday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and we
are not giving the attention it deserves, we can face it through arts.

14%

개막공연
기조 발제1

유익했다

기조발제1: 환경변화에 따라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

43%

14%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개막행사>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어떠십니까?
▪What is your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Opening
3(보통 이하)
6(만족)

뉴스레터/메일링
SNS/Youtube/블로그/포스트
지인추천

27%

3%

2(불만족)
5(보통 이상)

피터 셀러스

of the 2021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20%

35%

기조발제-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개막행사>
유입경로를 선택해주십시오.
▪Please select the inflow route to the <Opening Ceremony

24%

Please let us know what programs you would like to share with your culture
and art education colleagues and why.

모두의 목소리/ 우린 전문가가 아니여도 예술을 사랑하니까

10%

홈페이지 및 SNS
언론보도
내부공지(학교, 기관, 학회)

문화예술교육 동료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이유를 함께 알려주세요.

자신의 예술에 책임지는 일

5%
21%

44%

1(매우 불만족)
4(보통)

1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0년 이상

참여자 의견

개막영상

1. Culture and Climate Change 2. Creative Pedagogies of Kindness, Care, and Repair 3. Taking
Responsibility for Your Own Art. I have learnt that art and arts education is an agent of change
in all aspects of life. I want my colleagues to learn and take responsibility of bringing change
around them and offering solutions to the problems in the society. Change begins with one
person and the more I share the more others will take the challenge and, in tur, influence a lager
area.
Theatre Arts education
Culture and Climate

Civic responsibility of the artist - the artist can help to push for changes in society.
Keynote Speakers 2 - Creative Pedagogies of Kindness, Care, and Repair

17%

Taking Responsibility for Your Own Art, very meaningful insights
29%

Integration of arts education and music education in a cultural & diversity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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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 사전신청자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원 국제 학술대회> 
참여동기를 선택해주십시오.
▪Please select the participation motivation of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The 4th UNESCO-UNITWIN SYMPOSIUM>
관심 있는 주제
문화예술교육 동향 파악
업무(학업)관련 필요

발제자에 대한 관심
국제 네트워킹에 대한 관심
주변권유

4%

12%

10%

기조발제 1
세션 2
세션 5
세션 8

13%

<The 4th UNESCO-UNITWIN SYMPOSIUM>?
1(매우 불만족)
5(보통 이상)

2(불만족)
6(만족)
11%

3%
3%

39%

3(보통 이하)
7(매우 만족)

4(보통)

39%

7%

8%

11%

세션 1
세션 4
세션 7

10%

1(매우 불만족)
5(보통 이상)

2(불만족)
6(만족)

6%

36%

22%

문화예술교육과 기후변화라는 서로 연관짓기 어려운 주제가 참신했습니다
펜더믹시대 문화예술교육 향방 및 대처 치유경험
현시대에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 공유

예술을 통해 사람들을 돕고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심을 다시 한 번 생
각할 수 있어 매우 보람찼습니다.
온라인의 공연 참신성, 회의 참석 가능성 높아짐
다양성

긍정된 문화는 교육으로부터 변화하기에 기후변화와 함께 문화예술계에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또한 교육에 바탕을 두어야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되었습니다.

47%

42%

경험적 창의성

문화예술의 현재와 미래 가능성

love to the field and commitment

4(보통)

▪각 온라인 세션의 진행시간은 
적당했습니까?
▪Was the time appropriate for each session?
1(매우 불만족)
5(보통 이상)

3%

2(불만족)
6(만족)

8%

19%
31%

What were the values and experiences you could get from the opening ceremony of
<Opening Ceremony of 2021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코로나 이후 예술교육에 대해 다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또 해외연구자들
의 현장 이야기도 들을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19%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주제 및 발표자료 확인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는 편의성
댓글 등을 통한 소통의 원활함
기타
3%

12%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개막행사>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와 경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찰과 반성

UNITWIN SYMPOSIUM> conducted online?

11%

3(보통 이하)
7(매우 만족)

6%

참여자 의견

코로나 시대에 인사이트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
원 국제 학술대회>의 장점은 무엇이었나요?
▪What was the advantage of the <The 4th UNESCO-

10%
9%

33%

8%

▪온라인 세션 진행은 기술적으로 
원활 했습니까?
▪Was the online session technically smooth?

3%
3%
3%

11%

기조 발제 2
세션 3
세션 6

뉴스레터/메일링
SNS(Youtube/블로그/포스트)
지인추천

20%

13%

(multi-select)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원 국제 학술대회>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어떠십니까?
▪What is your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홈페이지 및 SNS
언론보도
내부공지(학교, 기관, 학회)

9%

▪가장 의미 깊었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주세요(중복체크 가능)
▪Please select the meaningful program.

9%

<The 4th UNESCO-UNITWIN SYMPOSIUM>

35%

27%

12%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원 국제 학술대회> 
유입 경로를 선택해주십시오.
▪Please select the inflow route to the 

14%

3(보통 이하)
7(매우 만족)

22%

31%

4(보통)

Responsibility, emphaty, solidarity

Love for others, embracing uniqueness, unity, collaboration, communication, being
sighted, creativity, being considerate, problem solving and many more.
Art is serious business and shapes our thoughts in the society
commitment to the network
A sense of calm.

Insights, indicatives, inspiration

Act of being responsible as an individual on this planet

To respect each culture and integrating diversity into the arts and culture into
teaching pedagogies in a creative way. Climate change matters. Getting through this
covid pandemic together as a worl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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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의견

문화예술교육 동료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이유를 함께 알려주세요.
Please let us know what programs you would like to share with your culture and art
education colleagues and why.
서울어젠다
예술치유
서울 어젠다 / 미래
세션2, 예술치유에 대한 관심
세션 7 _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문화의 다양성 사례를 볼 수 있어 좋았고, 우리나라
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세션인 것 같았다.
세션1-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현장사례: 이론상이 아닌 실제 경험했던 현장의 사례는 알 수 있어서 좋았다
현장사례연구 ㅡ 다양한 시각과 실험성
세션 2 예술 치유입니다. 미술 치료나 음악 치료 등이 사람들의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데 큰
기여를 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기조발제 1 - 예술교육 2.0에서의 다양성, 교육의 다변화 가능성
현장사례
서울 어젠다
모두
few ideas from selected sessions
Arts for healing, we require arts in our lives to live in peace.
All. This is because they all make sense in my context. There is so much to learn and apply in
terms of education and curriculum and living meaningfully by embracing others; Being able to
help others develop resilience 'muscles'.'
Art and society. Because it defines the whole essence of the arts
Art for curating and Diversity and cultural representation, since I think they are necessary topics
due to the current situation both in my country and worldwide, it is necessary to know the
scope of our work and how we can contribute from art.
the plenary sessions
Arts in the classroom - to hear the diversity of presentations
Arts and social change - the arts can push for positive change in society.
Session 2: Arts for Healing Plenary Session 2 :"Cultural Resilience" and "Aesthetic Resilience" as
a Task of Arts Education?: Scope and Limits of the Resilience Concept for a Pedagogy of Cultural
Sustainability
Theatre in gallery tours, different ways of getting participation
I´d like access all programs about art and educatin, culture and diversity becuase, in Brasil, we
need a lot of inofrmation about art and education in order to justificate the importance of art in
schools.
To engage into Cultural resilience in the pedagogy sustainability

참여자 의견

참여하신 세션과 세션 내 발표와 토론을 통해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What did you get from the sessions you participated in and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within the sessions?
관련 인사이트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예술 교육자들과도 교류하고 협업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반성과 확인
예술치유의 확장성
세션주제에 대한 문화예술교육계의 연구과제
예술의 역할
찾아보기 어려운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볼 수 있어 좋았다.
현재 예술교육 동향을 파악할수 있었습니다.
현재 국내 문화예술교육의 동향
예술교육의 치유성
사례분석
공통된 관심사
유익했다
예술경험의중요성
예술교육의 과제
a sense of deep responsibility to the work
Awareness about the importance of arts in education.
I and keen on education and what we teach and how we teach. Therefore, apart from engaging
the community through art and art education, I have been enlightened on what to include in
school curriculum in terms of music therapy, diversity of cultur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mong others.
The need to take art education seriously as a launch pad to social understanding
I found the research that emerged from covid-19 to be very interesting because it
was approached from different perspectives.
inspiration, new ways of thinking
Insights from educators from around the world
Knowledge about certain arts projects around the world.
Inspiration and support
got to know many passionate people and their research/professionalism
From the lectures I saw, I found the teachers' work processes important,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difficulties related to the moment the planet is going through, related to the pandemic. The
importance of resilience and hope.
Lots of new insights, interesting and knowledgeable information that are useful for
m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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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 사전신청자

참여자 의견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의 경험이 추후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 및 연구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How will the experience of <Opening Ceremony of 2021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 <The 4th UNESCO-UNITWIN SYMPOSIUM> affect future
activities and research related to culture and arts education?
충분합니다
다양한 관점 경험
온라인 토론의 원활함을 높인다면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혼용한 전세계 동시대 동일한 연구
과제 수행과 참여율을 이끌 것
참고자료 및 지식바탕
동향파악
국내에서 국외로 보다 확장된 시야를 가질 수 있을 듯 하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나중에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문화예술교육 관련 담론이 형성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의 스펙트럼이 넓어질 것이다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획하고자 하는 일들에 좀더 강한 동기부여를 얻음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예술 교육의 적극적 실천
발전적 영향
현장에서 일하는 예술 교육자들과의 소통을 더 강화할 듯합니다.
문화 예술 기획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별 다양성의 수용
i dont know yet
I will be able to teach through a different mindset and I will understand the arts in a better
way.
My eyes have been opened to a wide range of grey areas in my context. There are
very many ways in which art can be used to solve problems in the society.
Helped me network
It seems to me that they will promote more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and their artists.
deeper understanding of the diverse approaches worldwide
Technology must help, not hinder. If there are glitches, many participants would not
want to attend virtual sessions.
In many ways
possibility of interaction without physical borders
I am a member of IDEA. I hope that I can keep in touch with the professional organizers of this
Symposium. I would like to have access to the lectures for longer so that I can watch them
completely. Could I get a listener certificate at this symposium? Grateful.
It gives deep impact and thoughts for researching into a deeper meaning of diversity,
resilience, sustainability in engaging culture and arts education for the benefits of researchers
and future generation.

참여자 의견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개막행사>
&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에 대한
자유의견(좋았던 점, 보완이 필요한 점 등)
Free opinion(good points, supplementary points, etc) about <Opening Ceremony
of the 2021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 <The 4th UNESCO-UNITWIN
SYMPOSIUM>
동시통역 듣기가 불편했습니다
깔끔한 영상미
참여자가 부족하여 아쉬웠습니다.
국내 발표자 내용의 자막이 있었으면...
영상을 한국어, 영어의 두 언어로 각각 송출하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생생한 정보를 들을수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학술대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송출에 어려움이 없었고, 동시 번역 또한 빨라 좋았다 :)
한국어로 발제할때는 한국인들이 직접들을수 있게 영어번역 음성을 선택할수 있게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자막이 보기 불편했습니다
국내 발표자 세션의 경우 한 박자 늦고 오류가 많은 자막,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인 발표자의 화면,
영어 통역 음성이 뒤섞여 듣는데 아주 피곤했습니다. 국제 학술대회라 어쩔 수 없다는 공지를 봤습
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건가요?
한국인 발표사례의 경우 한국어와 동시통역이 동시에 들려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좀더 집중하
기 좋을것 같음
동시통역 더빙으로 듣기 불편함. 온라인 개최시 영상을 두개 채널(원어, 동시통역)로 하면 좋겠습니다
1. 피터 셀러스 강좌
2. 줌미팅 소그룹방 토론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듣기에는 무리가 있는듯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접근
현장사례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섹션이 있었으면 좋겠다.
needs more performances
It is a good way to show how important are the arts in every single field. We need to learn
and tanke into account the arts.
I am really impressed and enriched by this symposium. It is immense knowledge, and
skill displayed in art and arts education. But, I must admit that it was a bit challenging to
maneuver to the next session at first, which delayed me unnecessarily. I am experienced
now.
I would like to integrate more topics related to cinematography, the time in some occasions
seemed to me very short because not all the speakers finished their presentation 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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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 사전신청자

참여자 의견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개막행사> &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에 대한
자유의견(좋았던 점, 보완이 필요한 점 등)
Free opinion(good points, supplementary points, etc)
about <Opening Ceremony of the 2021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 <The 4th UNESCO-UNITWIN SYMPOSIUM>

Thank you, KACES, and thank you, Korea, for your ongoing support to arts education
worldwide. This is very much appreciated.
Thank you for organising this!
It was a most important Symposium that was most inspiring!
the translation interspersed with the korean language was a tad distracting during
the translation
I liked so much the "Creative Pedagogies of Kindness, Care, and Repair."
Peter Sellars (Opera‧Theater Director / Professor, UCLA, USA) Presentation.
Great environmental friendly background for symposium. Looking forward to the
next one.

2021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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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 모더레이터 및 발제자

참여자 의견

▪현재 활동분야를 선택해주십시오.
▪Please select your current field.
예술계
연구 기관 및 학계
기타

▪온라인으로 진행된 심포지엄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주요한 요인이 된 기능을 선택해주세요.
▪Please select the key features that contribute to your

문화예술교육
예술지원기관

satisfaction with the symposium held online.
 라인 플랫폼을 통한 주제 및 발표자료 확인
온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는 편의성
참가자들과 소통의 원활함

9%

15%

45%

15%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개막행사>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어떠십니까?
▪What is your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Opening
Ceremony of the 2021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2(불만족)
5(보통 이상)

3(보통 이하)
6(만족)

7(매우 만족)

13%
50%

▪온라인 세션 진행 및 운영지원에 만족하십니까?
▪Are you satisfied with online session progress and
operation support?

2(불만족)
6(만족)

3(보통 이하)
7(매우 만족)

4(보통)

1(매우 불만족)
5(보통 이상)

2(불만족)
6(만족)

13%
38%
13%

7(매우 만족)

기존의 시각에 대한 확장 및 확신에 기여

Many thought provoking inputs that will have - at least to some extend - influence on
my ways of thinking and perceiving!
I will look for partnerships with S Korea for research projects due to the good ideas
that came forward.
topics and network established during the symposium.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개막행사> &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에 대한
자유의견(좋았던 점, 보완이 필요한 점 등)

▪온라인 세션 진행은 기술적으로 원활 했습니까?
▪Was the online session technically smooth?

13%

25%

3(보통 이하)
6(만족)

63%

13%

25%

13%

유사한 관심을 가진 교육자/학자/실천가들이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 위로와 힘이 되었다.

25%

13%

1(매우 불만족)
5(보통 이상)

수업의 방향성이 다각화될 것 같다.

31%

with <The 4th UNESCO-UNITWIN SYMPOSIUM>?
2(불만족)
5(보통 이상)

How will the experience of <2021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affect
future activities and research related to culture and arts education?

기후문제와 사회적이슈등을 고민해보는 계기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원 국제 학술대회>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What is your overall satisfaction 
1(매우 불만족)
4(보통)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에서의 경험이
추후 문화예술교육 연구 접근 방식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디지털환경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에 접근 가능성을 열것이다

23%

15%

45%

1(매우 불만족)
4(보통)

편리한 접근성
기타

참여자 의견

25%

13%

3(보통 이하)
7(매우 만족)

25%

25%

4(보통)

Free opinion(good points, supplementary points, etc)
about <Opening Ceremony of the 2021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 <The
4th UNESCO-UNITWIN SYMPOSIUM>
기술적인 측면에서 송출된 학술대회가 국문과 영문 이원화로 운영되지 않은 점. 만약 어쩔 수
없었다면 자막과 통역에 더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내용 전달의 미흡함을 줄였어야 함.

Thank you very much for the organization of this huge and highly appreciated event!
It was very well organised. The content was interesting. The presenters were
professional, well-prepared for the most part and made a contribution to knowledge
devleopment
Many thanks for precision organisation, care and thought into digital engagements.
More could be done in English for BY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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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 05.24 (MON)

DAY 2 - 05.25 (TUE)

DAY 3 - 05.26 (WED)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개막식 및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사전행사
GMT -4
NY(EDT)

시간
GMT

프로그램

GMT +9
Seoul(KST)

00:00- 04:0000:15
04:15

13:00- 오프닝 공연
13:15

00:1500:25

04:1504:25

13:1513:25

환영사

00:2500:27

04:2504:27

13:2513:27

해외축사

00:2700:30

04:2704:30

13:2713:30

00:30- 04:3000:47 04:47

13:3013:47

00:4701:13

04:4705:13

01:1301:25
01:2501:30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시간

연사

GMT -4
NY(EDT)

<원형하는 몸 : round1>

00:0000:40

차진엽 (collective A 예술감독, 대한민국)

GMT

GMT +9
Seoul(KST)

04:0004:40

13:0013:40

프로그램
기조발제 1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한민국)

박신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대한민국)
에르네스토 오토네 (유네스코 문화 사무총장보, 칠레)

00:4002:25

04:4006:25

13:4015:25

래리 오패럴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

세션 1 :
현장사례연구 1

기조발제

1

“문화와 기후변화”

13:4714:13

2

“창조적 교육학의 친절함, 보살핌 그리고 치유성”

05:1305:25

14:1314:25

3

05:2505:30

14:2514:30

“자신의 예술에 책임지는 일”

<모두의 목소리 - 위기의 시대 속에서도 예술을 통해 삶의 희망을

02:2503:55

06:2507:55

15:2516:55

이원철, 문향영 (대구영상미디어센터, 노인영상미디어 참여자, 대한민국)

세션 2 :

예술 치유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지금, 기후위기-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바라본 기후위기>

모더레이터 박신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대한민국)
모상미 (모이다아트협동조합 대표, 대한민국)
강진숙 (광명 업사이클아트센터장, 대한민국)

사회적&문화적

05.28 (FRI) - 06.05 (SAT)

포용

문화예술교육 유관학회 온라인 세미나
항목

한국예술교육학회
한국문화교육학회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한국조형교육학회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퍼포먼스로서의 비대면 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은 미래사회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포스트팬데믹 시대의 사회적 참여와 소통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연결하는 미술교육: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비대면 미술수업 사례

개최 일시

녹화 후 업로드

5. 29.(토)
9:30~13:00

녹화 후 업로드

5. 29.(토)
9:30~13:15
5. 29.(토)
9:30~17:00

위기의 시대, 행동하는 예술교육
변혁과 위기의 시대를 유영하는 문화예술교육

5. 29.(토)
13:00~15:00

한국음악교육공학회

위기의 시대, 기회의 음악교육공학

5. 29.(토)
14:00~17:30

대중음악콘텐츠학회

비대면 음악예술교육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

6. 2.(수)
14:00~17:00

한국무용학회

변혁의 시대, 무용인의 길을 묻다.

6. 5.(토)
10:00~13:30

현대사진영상학회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송출방법

녹화 후 업로드

팬데믹과 관계없이 비대면 예술교육이 필요한
세계 아이들에 대한 고찰

(유튜브, 줌)

실시간 송출 (유튜브)

서울 어젠다

예술교육을 위한 지속 가능한 비전: 
환경 예술가와의 대화, 

실시간 송출 (유튜브)

시각예술교육: 지연의 연속과 불확실한 시간 속에서

젠 테: 과정과 교육학적 가능성 탐구

녹화 후 업로드

실시간 송출 (유튜브)
실시간 송출 
(유튜브, 줌)

실시간 송출 (줌)

세계를 이어주고, 풀어주고, 지속하며, 키워주는 
글로컬 맥락
05:1006:10

09:1010:10

세션 5 :

교실 속의 예술

베냐민 외리센

모더레이터 타냐 클레패키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에를랑겐-뉘른베르크 대학교 유네스코

뉘른베르크 대학교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체어 의장,
독일)

: 문화적 지속가능성 교육론을 위한 회복 개념에 대한 범위와 한계

모더레이터 벤저민 볼든 (퀸스 대학교 부교수, 캐나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케냐 대학 학생들의 발산, 완화, 성찰, 그리고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미술 치료 사용

2020년,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디지털 예술로 협업하기

이보람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부교수, 대한민국)

02:1003:40

06:2507:55

15:1016:40

세션 6 :

예술 참여

모더레이터 신혜선 (위컬쳐 리서치&컨설팅 대표, 대한민국)

(퀸스 대학교 박사과정생, 캐나다)

세션 7 :

김채연

다양성&문화적

((사)한국임상미술치료협회 회장, 대한민국)

대의

(바라예술성장연구소 소장, 대한민국)

(모내시 대학교 박사과정생, 중국)

07:5509:10

16:4018:25

세션 8 :

현장사례연구 2

(퀸스 대학교 석사과정생, 캐나다)

18:1019:10

온라인 만남의 광장

모더레이터 홍유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 본부장, 대한민국)
포용적 문화예술교육의 실천: 책누나프로젝트의 기후위기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09:1010:10

18:2519:25

폐회세션

모더레이터 장웅조 (홍익대학교 부교수, 대한민국)

토론자 박신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대한민국)

김유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생, 대한민국)
박소정 (이화여자대학교 조교수, 대한민국)

숀 코르코란 (퀸스 대학교 박사과정생, 캐나다)
벤저민 볼든 (퀸스 대학교 부교수, 캐나다)
장수혜

(책누나프로젝트 대표, 대한민국)
(프리랜서 문화예술교육사, 대한민국)

이현정

(지아정원 대표 /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생, 대한민국)

배성종

과도기를 이어주다: 예술교육이 성인으로 가기 전의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05:2506:25

(홍익대학교 조교수, 대한민국)

공윤지

위기 속에서 탄생한 새로운 예술교육 장르 소개
주는가

제프 풀린

(크리에이티브 제너레이션 전무이사, 미국)

심지영

아이 코브 유

치후 럼 (난양 공과대학교 부교수, 싱가포르)
젠 테 (환경예술가 및 교육자, 싱가포르)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대한민국)

호주)

뉴 노멀 청소년에게 그림책으로 질문던지기

벤저민 볼든 (퀸스 대학교 부교수, 캐나다)
네릴 지네렛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호주)

대한민국)

루스 렌츠러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교수,

위기 속의 예술: 불평등 사례

조용한 무대: 캐나다 엘 시스테마(El Sistema)가 코로나에 응답하다

야라 도크래트

캐서린 콜먼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호주)
마크 셀크리그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호주)
애비 맥도널드 (태즈매니아 대학교 부교수, 호주)

모더레이터 치후 럼 (난양 공과대학교 부교수, 싱가포르)

현상학적 연구

03:4005:25

에밀리 윌슨 (멜버른 대학교 조교수, 호주)
네릴 지네렛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호주)

제환정

남한 청소년과 탈북 청소년의 공존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미술 프로젝트의

(난양 공과대학교 조교수, 싱가포르)

(브리검 영 대학교 부교수, 미국)

팬데믹 이후의 온라인 문화예술교육은 어떻게 예술교육가의 정체성을

LGBTQ의 역사를 옹호하는 박물관들

김태희

홍지혜

정혜연 (홍익대학교 조교수, 대한민국)
성효진 (홍익대학교 석사과정생 / 국제 갤러리 전시팀,

창의 세대(Creative Generation)와 2020년 위기 속 예술교육의 혁신

(남아프리카 대학교 조교수,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냐 공과대학교 학과장, 케냐)

온라인 관람 시대에 참여와 공유를 실천하는 박물관/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재구성하는가

(국제연극교육협회(IDEA) 이사장, 세르비아)

메리 클레어 키덴다

레베카 칸 (난양 예술 아카데미 부총장, 싱가포르)
푸 세이 밍 (난양 예술 아카데미 학장, 싱가포르)
탄 젱 수안 (난양 예술 아카데미 조교, 싱가포르)

서비스러닝의 내러티브: 난양 예술 아카데미 사례 연구

티나 쿠코넌

예술교육 연구 정회원 /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에를랑겐-

(퀸스 대학교 석사과정생, 캐나다)

김수연

(경성대학교 조교수, 대한민국)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에밀리 맥밀런

포용적 실천을 위한 인형극의 마술 같은 힘

모더레이터 김인설 (가톨릭대학교 부교수, 대한민국)

실시간 송출

(시스코, 웨벡스)

예술교육의 과제로서의 “문화적 회복력”과 “미적 회복력”

음악 교실에서 다양성과 문화적 대의의 필요성: 실용적인 전략과 그 실행

난장

가치, 도전, 가능성

녹화 후 업로드

13:4015:10

(성북문화재단 학예연구사, 대한민국)

무용과 언어 교육의 결합: 위기의 시대 사회적

예술 활용 다중사례연구
세션 4 :

발제자

김소원

샬린 라헨드란

학생을 위한 정서적 자기 조절을 촉진하기 위한
16:5518:10

00:40- 04:4002:10
06:25

(국립현대미술관 주무관, 대한민국)

다름의 세상에서 성장하기: 싱가포르의 삶을

주의력 및/또는 과잉 활동 장애가 있는 4-8학년

07:5509:10

주제

문화예술교육 체어 선임 연구원, 독일)

모더레이터 네릴 지네렛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호주)

다양성과 평등에 대한 창의적 대응

03:5505:10

기조발제 2

이은수

엠시 베트만

바탕으로 한 다양성 이야기

5. 28.(금)
13:30 ~ 16:30

5. 29.(토)
10:00~18:00

(사)한국사진교육학회,

4

주제

00:00- 04:00- 13:00 00:40 04:40 13:40

(국립극단 팀장, 대한민국)

6학년 창의 예술 수업 내 생활 기술 개발을 위한 
팬데믹 시대 미술치료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세션 3 :

정용성

사냐 크르노마노비츠 타시치

퍼포먼스 교육학

박진희 (상상창고 숨 대표, 대한민국)

프로그램

GMT +9
Seoul(KST)

예술교육 연구 명예회원 / 뮌헨 미술원 선임연구원,

급변하는 세계 속 사회적 안정의 원천으로서 
연극 교육과 예술교육의 중요성

성지수 (콜렉티브 뒹굴 대표, 대한민국)

GMT

(후안 코르파스 대학재단 및 보고타 지역 대학교 유네스코 체어, 콜롬비아)

증거 자료와 예술교육실천가를 위한 가이드

김복순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연극반 참여자, 대한민국)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시간
GMT -4
NY(EDT)

모더레이터 글로리아 자파타

예술을 통한 청년 및 청소년들의 심리 지원: 

김나예 (예술교육 생명나무 예술가 교사, 대한민국)

• 사회자 : 홍유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 본부장, 대한민국)

모더레이터 홍기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대한민국)

창의적인 온라인 워크숍 만들기

발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국제 학술대회 사전행사

독일)

수상한 식탁

요조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 싱어송라이터 / 작가, 대한민국)

박재현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사회복지사, 대한민국)

14:3015:40

모더레이터 치후 럼 (난양 공과대학교 부교수, 싱가포르)

위기 대처: 성북 ‘예술순환로’ 프로젝트 사례 중심

김인규 (작가, 대한민국)

05:3006:40

에른스트 바그너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구축을 통한 선제적 

피터 셀러스 (연출가 / UCLA 교수, 미국)

개막 영상

예술교육 2.0에서의 다양성

팬데믹 시기, 예술의 변화

벤 트위스트 (크리에이티브 카본 스코틀랜드 대표, 스코틀랜드)

발제자

주제

극장은 ‘작은 지구’입니다

명예회원 / 퀸스 대학교 명예교수, 캐나다)

윤주아 (구로문화재단 ‘꿈의 오케스트라 구로’, 대한민국)

01:3002:40

국제 학술대회

(예술 강사, 대한민국)

최영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미래교육팀 팀장, 대한민국)

홍유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 본부장, 대한민국)



김인설 (가톨릭대학교 부교수, 대한민국)

신혜선 (위컬쳐 리서치&컨설팅 대표, 대한민국)



에밀리 아치엥 아쿠노 (케냐 공과대학교 교수, 케냐)

랠프 벅 (오클랜드 대학교 학과장, 뉴질랜드)



쉬프라 숀만 (하이파 대학교 명예교수, 이스라엘)

보와 렁 (홍콩 교육 대학교 교수,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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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개막식 및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사전행사

(월)

13:00~15:40

DAY 1

• 사회자 : 홍유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 본부장, 대한민국)

시간

프로그램

13:0013:15

오프닝 공연

13:1513:25

환영사

성공 개최를 바탕으로 2011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는 ‘서울 어젠다:

13:2513:27

해외축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3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서울 어젠다’가

13:2713:30

5월 넷째 주가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으로 선포되었습니다.

13:3013:47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유네스코와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0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의
문화예술교육 발전목표’를 주도적으로 발의하였습니다. 프랑스 파리
만장일치로 채택되며 <2010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가 개최되었던 

<원형하는 몸 : round1>

연사

차진엽 (collective A 예술감독, 대한민국)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한민국)
박신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대한민국)
에르네스토 오토네 (유네스코 문화 사무총장보, 칠레)
래리 오패럴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 명예회원 /
퀸스 대학교 명예교수, 캐나다)

1

“문화와 기후변화”

13:4714:13

2

“창조적 교육학의 친절함, 보살핌 그리고 치유성”

발의 11주년을 맞아, 한국을 넘어 우수한 문화예술교육 사례와 행보를

14:1314:25

3

“자신의 예술에 책임지는 일”

가치 발견을 통해 예술교육의 중요성과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킬 수

14:2514:30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선포 10주년, ‘서울 어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
공유하려 합니다.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환경 속에서 예술교육의 가능성과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에는 특별히 사전행사를 포함해

기조발제

개막 영상

<모두의 목소리 - 위기의 시대 속에서도 예술을 통해 삶의 희망을
발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박재현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사회복지사, 대한민국)

이원철, 문향영 (대구영상미디어센터, 노인영상미디어 참여자, 대한민국)

모여 연구를 발표하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토론과 만남의 장을

#방향성 #대전환 #국제학술대회 #행동하는 #문화예술교육

요조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 싱어송라이터 / 작가, 대한민국)

김인규 (작가, 대한민국)

개최될 예정입니다. 각 국의 다양한 학자, 예술교육가, 현장전문가들이

#비대면 #언택트 #포스트코로나 #온라인콘텐츠 #정책 #공론화 #미래

피터 셀러스 (연출가 / UCLA 교수, 미국)

윤주아 (구로문화재단 ‘꿈의 오케스트라 구로’ 대한민국)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가
마련하고자 합니다.

벤 트위스트 (크리에이티브 카본 스코틀랜드 대표, 스코틀랜드)

김나예 (예술교육 생명나무 예술가 교사, 대한민국)

김복순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연극반 참여자, 대한민국)
14:3015:40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사전행사

<지금, 기후위기-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바라본 기후위기>
모더레이터 박신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대한민국)

성지수 (콜렉티브 뒹굴 대표, 대한민국)

모상미 (모이다아트협동조합 대표, 대한민국)

강진숙 (광명 업사이클아트센터장, 대한민국)
박진희 (상상창고 숨 대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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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개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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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

개막식 &
오프닝 공연

사회 위기 속
참여적 예술교육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문화예술 현장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소셜 아티스트들의 이야기로

사회자

홍유진 (Yujin Hong)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 본부장,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KACES)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 및 조사분석, 정책 및 기관 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추진해왔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학(문화사회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에서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에 관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의 교육기반본부장으로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 연수, 국제협력
등을 총괄하며,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추진단TF 팀장을 겸하고 있다.

우리에게 당면해있는 평등의 의미를 되짚어봅니다.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전 지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 모색 과정을 소통·희망·도전이 담긴

모두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예술이 우리의 일상에 힘차게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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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하는 몸 : round1>

차진엽 (Jinyeob Cha)

오프닝
공연

collective A 예술감독, 대한민국

2012년 창단한 크리에이티브 아트그룹 ‘collective A’는 기존 공연예술이
가진 형식의 개념을 벗어나 예술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모색하며 확장해
나가고 있다. 공간과 장르, 형식과 매체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창작
작업을 통해 경계 없는 예술을 지향하며 예술이 가진 입체적인 가치를
탐구 중이다. 예술감독인 차진엽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안무감독을
역임하였다.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개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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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

환영사 & 해외축사
환영사

문화와 기후변화

황희 (Hee Hwang)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한민국

코로나19가 일으킨 세계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역할과 가치를 조명할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에 대한 기대와
국내외 참여자를 위한 환영사를 전한다.

박신의 (Shin-Eui Park)

벤 트위스트 (Ben Twist)
크리에이티브 카본 스코틀랜드 대표, 스코틀랜드

지속 가능한 미래로 향하기 위한 예술과 문화의 필수적 역할과
문화 단체의 탄소 발생을 낮춤으로써 기후 변화를 해결하는
문화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기조발제를 진행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대한민국

팬데믹 시대에 우리에게 닥친 기후위기 상황 속에도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확산과 실천을 멈출 수 없으며,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는 담론 제시의 목소리를 전한다.

창조적 교육학의 친절함, 보살핌
그리고 치유성
피터 셀러스 (Peter Sellars)
연출가 / UCLA 교수, 미국

해외축사

에르네스토 오토네 (Ernesto Ottone R.)

피터 셀러스는 인종, 전쟁, 빈곤 및 국제 난민 위기와 같은 도전적인
도덕적 문제를 다룬 작품을 바탕으로 위기의 시대 예술교육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유네스코 문화 사무총장보, 칠레

자신의 예술에 책임지는 일
래리 오패럴 (Larry O’ Farrell)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 명예회원 /
퀸스 대학교 명예교수, 캐나다

<2010 유네스코 세계예술교육대회>의 국제 자문위원회 위원이자 
총 보고관으로서 ‘서울 어젠다’를 준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래리 오패럴이 전하는 축하의 메세지를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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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조 (Yozoh)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 싱어송라이터 / 작가, 대한민국

뮤지션으로서 본인의 작업 외에 탄소 배출을 낮추는 
생태적 삶을 실천하며 새로운 문화의 한 영역을 차지하는 
요조의 생태적 삶과 예술가의 책임에 대한 기조발제를 진행한다.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개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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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 영상

모두의 목소리
위기의 시대 속에서도 예술을 통해 삶의 희망을
발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이원철 (Lee Won Cheol) & 문향영 (Moon Hyang Young)
대구영상미디어센터 노인영상미디어 참여자

박재현 (Park Jae Hyun)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사회복지사

“문화예술은 아이들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을
마련하고 되찾아 가는 과정입니다.”

재단법인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의 아동보호치료시설 ‘돈보스코 오라토리오’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 및 대안교육 기관이다. 박재현은 사회복지사로,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진행 및 운영, 행정을 전담하는 교육팀 팀장으로
활동 중이며, 아이들에게 바리스타 교육과 제빵을 가르치고 있다.

“비록 저의 목소리가 작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잔잔한 감동과 공명을 주고 싶습니다.”
공무원 정년퇴직후 미디어를 통해 삶을 즐기고 있다. 영상으로 사회의 다양한 소식을
담아내는 다큐멘터리 제작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시니어 영상제작단의
막내로서 촬영과 편집을 담당하고 있다. -이원철-

시니어 영상제작단 창단 멤버로, 시니어 뉴스 제작 교육에 참여한 이후 미디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현재 회장직을 맡아 이끌어가고 있으며, 제작단이 만든 단편영화에서 주
인공으로 생애 첫 연기에 도전하기도 했다. 또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공모전 수상을 하
기도 했다. 단순한 관심에서 시작한 미디어 활동은 생활에 활력소가 되는 문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향영-

김나예 (Kim Naye)
윤주아 (Yoon Jua)
구로문화재단 '꿈의 오케스트라 구로'

“오케스트라 연습은 늘 설레고 신이 나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재즈클럽에서 연주해보고 싶어요!”

윤주아 단원은 구로문화재단 ‘꿈의 오케스트라 구로’에서 5년간 콘트라베이스를 
맡으며 정기 연주회의 사회자 및 협연 연주자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1년이 꿈의오케스트라 마지막 시기이기에 하루하루 더 즐겁고 알차게 보내고 있다.

김인규 (Kim In Gyu)
작가

“문화예술은 모두가 본연의 삶을 누리고 즐기는 것입니다.”

30년 가까이 미술 교사로 지내오면서 학교밖에서 미술과 관련된 사회적 활동을 함께
해왔다. 현재는 개인작업과 동시에 발달장애 아이들과 지역사회 미술 활동을 10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예술은 삶 속의 모든 과정임을 느끼고,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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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교육 생명나무 예술가 교사

“사람의 내면을 위로하는 예술가, 예술강사로서 저의 꿈과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

청년예술가 교사로 활동 중인 김나예는 영등포여자고등학교의 연극동아리 <온새미로> 를
통해 예술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교육 연극을 통해 자신과 마주하고, 일상의 환기가
되는 경험을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었다. 막연한
꿈을 교육 연극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현재 <예술교육연구소 생명나무>에 소속된
예술가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상원초등학교, 난우중학교, 선유중학교, 영등포여자고등학교
등에서 수업을 이어왔다.

김복순 (Kim Bok Soon)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연극반 참여자

“연극하며 대사를 하는 동안 내가 주인이 되어,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연극은 내 삶의 즐거움입니다.”
2019년 JTBC '눈이 부시게'에도 출연하여 극중의 역할을 진심을 다해 도전했었다.
캐릭터에 몰두하여 극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연극의 즐거움을 깨닫고 삶의 활력을 
되찾고 있다. 그 활력으로 앞으로도 연극을 통해 계속 나이를 잊고 마음을 되돌아보는, 
영혼이 빛나는 삶을 이어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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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5/24(월)

14:15~15:35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사전행사

모더레이터

박신의 (Shin-Eui Park)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대한민국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이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이다.
주요 연구 주제는 ‘예술의 사회적 영향’, ‘예술치유’, ‘예술기업가정신’, ‘박물관 경영’,
‘문화정책’ 등이다.

성지수 (Jisoo Sung)
콜렉티브 뒹굴 대표, 대한민국

성지수는 한국의 축제 기획자이자 공연예술 연출가, 연구자, 기후위기 활동가다. 
요즘은 기후정의 창작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콜렉티브 뒹굴은 신체성과 공간성과 의미와 본질을 만나기 위해 다원적인 예술
언어를 기반으로 ‘노는’ 존재들이다. 2020년 <기후정의 창작집단 선언>을 했다.
성장, 개발, ‘먹고사니즘’이 0순위인 세상에서 예술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부터
이미 신자유주의 시스템의 하자이자 균열이었으니, 더 신나게 “성장을 빙자한
착취를 그만두라”고 말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 기후위기 -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바라본 기후위기

강진숙 (Suzy Jinsuk Gang)
광명 업사이클아트센터장, 대한민국

강진숙은 문화예술 경영 정책 분야를 전공하고 공공 예술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예술이 사회와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과 그 효과에 관심을 기울이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런던 유학 시절 산업사회 이후 문화예술적 도시재생의 역할과 
그 영역들에 대해 연구하면서 한국에 적용하는 실제적 방법을 고민했다. 
그리고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를 건립하고 조성하면서 그 실제 사례를 보여주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업사이클을 주제로 하는 전문공간을 운영하면서 그 개념을 시민과
관람객에게 쉽게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실생활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시민교육의
공간으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다. 
국내 최초이자 최고의 업사이클 공간으로 유럽에까지 진출하는 업사이클의 선두주자인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를 이끌면서 이제 그는 업사이클을 넘어 친환경 에코디자인 산업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창업 보육센터까지 운영 중이다.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는 광명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폐자원을 예술로
재탄생시키는 국내 최초의 업사이클 문화예술 공간이다.
사용하지 않는 유휴공간을 업사이클 주제의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켰으며,
2015년 6월 12일 개관했다. 업사이클을 주제로 작품 전시, 공모전, 체험교육, 청소년
행사, 공연, 예술시장, 지역기부 프로젝트 등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진희 (Jinhee Park)
상상창고 숨 대표, 대한민국

모상미 (Sang-Mi Mo)
모이다아트협동조합 대표, 대한민국

모상미는 시각예술인 단체 모이다아트협동조합 대표로 활동 중이다. 2001년부터
'금속공예공방', '한국문화예술진흥회', '국제미술의거리', '부산기념품10선협의회' 등에서
활동하며 부산의 예술가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고민하고 예술가의 시각에서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는 작업 활동을 하고 있다.
모이다아트협동조합은 부산지역 내 문화예술 확산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시각예술인들의 단체로 지역과 문화예술을 잇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단체이다. 시각예술인들과 함께 부산 바다를 배경으로 펼치는 아트마켓과
해양도시 부산을 담은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및 바다환경을 테마로 하는 비치코밍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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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는 현재 탐라미술인협회, 제주여민회, 상상창고 숨 대표로 활동 중이다. 1995년부터
미술모임 ‘우리’, ‘미술읽기’, ‘청년미술’, ‘숨 조형연구소’에서 활동하면서 예술가들과
많은 질문과 토론, 그리고 현장 작업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하였다.
2013년 번아웃의 위기감과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을 위해 제주도로 자발적 유배를 떠나와
여행자의 삶을 꿈꾸어 보기도 하였다. 현재는 제주의 작은마을 모퉁이에 문화공간을
마련하여 예술로 일상을 넘나드는 작업에 몰입하고 있다.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 나답게, 우리 함께 사는 삶을 위해 좋은 질문을 만들어 가고 감각의 씨앗을 뿌리고
키워내는 커뮤니티아티스트로 살아가고 있다.
상상창고 숨은 ‘삶 닮다 예술, 예술 닮다 삶’ 슬로건을 가지고 삶을 담아내고 닮아가는
예술, 예술을 닮아가고, 삶을 담아내는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가 그룹이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을 잇고 시간과 공간을 잇는 관계의 감각을 키워간다.
좋은 질문을 만들어가고 스스로 사유하며 삶에 작동되는 호기심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키워가는 예술 감수성은 섬세한 감각으로 삶의 곳곳에서 틈을 포착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나눈다. 무엇인가 함부로 하지 않는 시선을 장착해가며 가치
있는 것들을 공감하는 예술교육을 지향하며, 누구에겐가 비빌 기지가 되어 줄 수 있는
함께 사는 삶을 항상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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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화)

DAY 2

GMT -4
NY(EDT)

시간

GMT

00:0000:40

04:0004:40

00:4002:25

04:4006:25

13:00~19:10

GMT +9
Seoul(KST)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프로그램

13:00 13:40

기조발제 1

13:40 15:25

세션 1 :
현장사례연구 1

주제

예술교육 2.0에서의 다양성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 명예회원 /
뮌헨 미술원 선임연구원, 독일)

극장은 ‘작은 지구’입니다

정용성 (국립극단 팀장, 대한민국)

모더레이터 홍기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구축을 통한 선제적 위기 대처:

수상한 식탁

창의적인 온라인 워크숍 만들기
06:2507:55

15:25 16:55

세션 2 :
예술 치유

모더레이터 글로리아 자파타 (후안 코르파스 대학재단 및

세션 4 :
서울 어젠다

교육학

엠시 베트만 (남아프리카 대학교 조교수,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더레이터 네릴 지네렛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호주)

예술교육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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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19:10

김채연 ((사)한국임상미술치료협회 회장, 대한민국)

아이들에 대한 고찰

김태희 (바라예술성장연구소 소장, 대한민국)

무용과 언어 교육의 결합: 위기의 시대 사회적 다양성과

평등에 대한 창의적 대응

난 장 (모내시 대학교 박사과정생, 중국)

다양성 이야기

위한 정서적 자기 조절을 촉진하기 위한 예술 활용

모더레이터 김인설 (가톨릭대학교 부교수, 대한민국)

샬린 라헨드란 (난양 공과대학교 조교수, 싱가포르)
야라 도크래트 (퀸스 대학교 석사과정생, 캐나다)
벤저민 볼든 (퀸스 대학교 부교수, 캐나다)
네릴 지네렛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호주)

예술교육을 위한 지속 가능한 비전: 가치, 도전, 가능성

시각예술교육: 지연의 연속과 불확실한 시간 속에서 세계를
09:1010:10

사냐 크르노마노비츠 타시치 (국제연극교육협회(IDEA) 이사장, 세르비아)

팬데믹과 관계없이 비대면 예술교육이 필요한 세계

치후 럼 (난양 공과대학교 부교수, 싱가포르)
젠 테 (환경예술가 및 교육자, 싱가포르)

환경 예술가와의 대화, 젠 테: 과정과 교육학적 가능성 탐구

05:1006:10

이보람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부교수, 대한민국)

6학년 창의 예술 수업 내 생활 기술 개발을 위한 퍼포먼스

주의력 및/또는 과잉 활동 장애가 있는 4-8학년 학생을
다중사례연구
16:55 18:10

김수연 (경성대학교 조교수, 대한민국)

티나 쿠코넌 (퀸스 대학교 박사과정생, 캐나다)

다름의 세상에서 성장하기: 싱가포르의 삶을 바탕으로 한

07:5509:10

보고타 지역 대학교 유네스코 체어, 콜롬비아)

김소원 (성북문화재단 학예연구사, 대한민국)

예술교육실천가를 위한 가이드

팬데믹 시대 미술치료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03:5505:10

성북 ‘예술순환로’ 프로젝트 사례 중심

이은수 (국립현대미술관 주무관, 대한민국)

예술을 통한 청년 및 청소년들의 심리 지원: 증거 자료와

급변하는 세계 속 사회적 안정의 원천으로서 연극 교육과

세션 3 :
사회적&문화적 포용

에른스트 바그너

모더레이터 치후 럼 (난양 공과대학교 부교수, 싱가포르)

팬데믹 시기, 예술의 변화

02:2503:55

발제자

이어주고, 풀어주고, 지속하며, 키워주는 글로컬 맥락

캐서린 콜먼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호주)
마크 셀크리그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호주)
애비 맥도널드 (태즈매니아 대학교 부교수, 호주)

온라인 만남의 광장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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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 1
13:00-13:40

예술교육 2.0에서의
다양성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문화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예술교육을 통해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고

문화적 대화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술교육 2.0에서의 다양성
Diversity In Arts Education 2.0

에른스트 바그너 (Ernst Wagner) / 독일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 명예회원 / 뮌헨 미술원 선임연구원

배경: 본 발제는 자국이 이민 사회임을 ‘발견’한 이후 패러다임 시프트를 경험한 독일의 시각
예술교육을 바탕으로 한다. 소위 난민사태로 불린 2015년 일련의 상황들을 통해 점점 다양해지는
다문화사회를 직면함에 있어 예술교육 역시 재정비가 필요함이 드러났다. 본 논문의 첫 장에서는

이에 필요한 개념들을 설명하고, 두 번째 장에서는 세계화와 비식민지화 담론이라는 새 지평을
마주한 지금 그 현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문제와 설계: 초국가적 프로젝트인 www.explore-vc.org를 바탕으로 하여 본 논문은 예술과
교육 그리고 예술교육에 있어 서로 다른 혹은 같은 이해에 대해 비계층적, 국제적 접근을 취하며,

세계 시민을 교육함에 있어서 학교와 문화기관에서 이와 같은 복합적 다양성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 교사가 함께 교육 개념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다. 본 과정은 교육 내용과
주제(예를 들어, 예술 작업)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그와 관련된 기술(예를 들어, 해석과 창작)에 대한 새로운

발제자

모더레이터

에른스트 바그너 (Ernst Wagner) / 독일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
명예회원 / 뮌헨 미술원 선임연구원

이해라는 두 가지 차원의 교육으로 구성된다.

연구 결과와 논의 사항: 개발된 교육 모델들은 맥락 특정적(중부 유럽)인가, 아니면 타 지역으로도
전환 가능한가?

치후 럼 (Chee-Hoo Lum) / 싱가포르
난양 공과대학교 부교수

에른스트 바그너 (Ernst Wagner) / 독일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 명예회원 / 뮌헨 미술원 선임연구원

에른스트 바그너는 독일 뮌헨 예술 아카데미에 강사 및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시각 문화 탐구”
프로젝트(www.explore-vc.org)를 진행하고 있다. 주 연구분야는 예술교육, 탈식민화교육을 위한
국제협력,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과 관련한 역량 모델이다. 뮌헨 예술 아카데미를 졸업했으며,
그의 작업은 독일과 미국에서 전시된 바 있다. 이후, 뮌헨 루트비히 막시밀리안 대학교에서 미술사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학교교육평가연구원(Institute for School Quality and Research in
Education)에서 재직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는 에를랑겐 뉘른베르크 대학교 내 유네스코
문화예술 석좌프로그램의 선임 코디네이터로 활동했다. 현재 예술아카데미를 비롯해 뮌헨, 에를랑겐
뉘른베르크, 힐데스하임, 인스브루크 등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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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레이터

세션 1

13:40-15:25

현장사례연구 1

치후 럼 (Chee-Hoo Lum) / 싱가포르
난양 공과대학교 부교수

한국 문화예술교육 실천가・교육가・기관별 사례를 통해
예술교육의 위기를 창조적으로 돌파하는 방법과 사회
위기 해결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싱가포르 난양 공과대학교 국립교육원 영상공연학그룹( NIE )의 음악교육학과
부교수이자 동대학 교육예술연구센터(CARE)의 코디네이터이며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의 회원이다. 치후의 연구 관심사는 정체성,
문화적 다양성 및 다문화주의, 음악 교육에서의 기술과 세계화, 아이들의 음악 문화,
창의성과 즉흥성, 그리고 초등 음악 방법 등이다. 그는 현재 음악교육연구저널(JRME),
음악교육연구조사(RSME), 영유아를 위한 국제음악저널(IJMEC)의 편집위원이다.

토론자

글로리아 자파타 (Gloria P. Zapata) / 콜롬비아

후안 코르파스 대학재단 및 보고타 지역 대학교 유네스코 체어

네릴 지네렛 (Neryl Jeanneret) / 호주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홍유진 (Yujin Hong) / 대한민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 본부장

베냐민 외리센 (Benjamin Jörissen) / 독일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 정회원 /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에를랑겐-뉘른베르크 대학교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체어 의장

타냐 클레패키 (Tanja Klepacki) /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에를랑겐-뉘른베르크 대학교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체어 선임 연구원

모더레이터

발제자

홍기원 (Kiwon Hong) / 대한민국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정용성 (YongSung Jung) / 대한민국
국립극단 팀장

이은수 (Eunsu Lee) / 대한민국
국립현대미술관 주무관

김소원 (Sowon Kim) / 대한민국
성북문화재단 학예연구사

김수연 (Su-youn Kim) / 대한민국
경성대학교 조교수

이보람 (Boram Lee / 대한민국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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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은 ‘작은 지구’입니다
정용성 (YongSung Jung) / 대한민국
모더레이터

홍기원 (Kiwon Hong) / 대한민국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학을 전공하고 행정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문화정책연구의 학제 간 연구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는 연구자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문화행정학과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예술경영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관심은 한국의 문화정책에 대한 역사제도주의적 분석,
문화다양성과 성평등, 예술경영학의 정체성과 직업윤리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자체평가
및 경영평가), 서울시 투자심사, 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서울문화재단 이사 등의
활동을 통해 이론과 현장을 연결하고 있다.

The 4th UNESCO-UNITWIN
Symposium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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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극단 팀장

우리는 극장에서 환상과 마주한다. 이처럼 예술가와 관객이 만나는 공간인 극장은 ‘작은 지구’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작은 지구는 매일 밤 탄생했다가 소멸한다. 또한 극장은 많은 자원이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극장에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프리젠테이션에서는 해외와 한국의 공연장들의 탄소 발자국 감소 노력을 소개한다. 첫째로 영국을

비롯한 해외 공연장의 사례를 살펴본다. 그리고 한국의 국립극단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국립극단은
서울에서 명동과 서계동에 3개의 극장을 운영 중이다. 명동예술극장은 1930년대에 개관했다. 하지만

이 공간은 1970년대에 민간에 매각되었다. 2000년 초반에 이르러 이곳을 다시 극장으로 재건축하였다.
서계동에 있는 두 개의 극장은 2000년 초반까지 한국군의 수송센터로 사용되었던 공간을 재활용했다.
지금은 국립극단의 사무실과 극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작은 지구를 위해 탄소 발자국을 줄여
나가는 국립극단의 다양한 노력을 살펴본다.

정용성 (YongSung Jung) / 대한민국

국립극단 홍보마케팅팀장으로 근무 중이다. 현재 국립극단은 연극을 제작하는 예술단체이면서
3개의 공연장(명동예술극장, 백성희장민호극장, 소극장 판)을 운영하며 홍보와 마케팅뿐만
아니라 티켓(매표소)관리와 하우스매니지먼트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또한 그는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그는 관객개발, 공연 마케팅, 재원 조성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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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시기, 예술의 변화
이은수 (Eunsu Lee) / 대한민국
국립현대미술관 주무관

코로나19는 수많은 일상을 변화시켰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하여, 개인 위생과 철저한 방역은

코로나 이전의 일상이 낯설 만큼 빠르게 익숙해졌으며, 전 지구적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을 통한 관계 맺기는 계속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렇게 달라지는 관계 속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역시, ‘코로나 이후 미술관’의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2021년도 <코로나19, 재난과 치유>,
<생태예술: 대지의 시간>, <평화예술: 온>, <미술원, 함께 사는 법> 등의 전시는 시의성 있는 주제와

화두를 다루는 주제 기획전이다. 현재진행형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과 관련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사는 방식을 현대미술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였으며, 팬데믹이 개인과 삶 전체에 미친 영향과 이후

세계에 대한 고민을 다루고 있다. 이번 프리젠테이션에서는 위의 전시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사회문제와

결부된 해석을 찾고, 그에 따른 예술의 사회적 실천에 대해 살펴본다. 그 중, 환경친화적인 부분들에

대해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미술관에서 ‘지속 가능한 시도’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토해본다. 그에 앞서, 최근 세계 여러 박물관‧미술관에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예술 활용 사례들을 바탕으로 대중이 참여하고, 인식을 변화할 수 있는 전
세계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우리 역시 미술관을 하나의 생태계로 바라보고, 당면한

중요 과제의 해결을 위해 미술관에서 사소하지만 꼭 필요한 의미와 실현 방법에 대해 미술관 실정에 맞게
제안해보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구축을 통한 선제적 위기 대처:
성북 ‘예술순환로’ 프로젝트 사례 중심
김소원 (Sowon Kim) / 대한민국
성북문화재단 학예연구사

본 연구는 ‘위기 대처’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관련 사례를 고찰하는 메타적 제안이다. 대부분의 위기 대처에

대한 함의는 특정 위기상황을 대상화하고 그것에 관한 성공적인 돌파법과 실천사례를 나누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시도들 자체는 매우 훌륭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은

예술계가 예산축소, 행사취소 등의 악재를 넘어, 예술의 사회적 필요성 각인과 존재증명에 나서야 하는
최악의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은 전혀 다른 국면이다. 이것은 이전과 다른 차원의 예술적 실험, 연구, 실천에

대한 절대적 필요성의 자각을 일깨우며, 예측 불허의 급격한 외부적 상황 변화에서도 항상성을 유지하고

작동을 멈추지 않는 단단한 예술 생태계와 내부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를 촉진시킨다. 이에, 수년간
아트 거버넌스 실험을 주도하고 경험해 온 구성원들이 주축이 되어, 지속적이고 자립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확장해 가는 성북의 ‘예술순환로’ 프로젝트를 살펴보고자 한다. 팬데믹 사태 이전부터 준비하고
현재 실천을 이어가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지역 기반의 다층적·다자적 오픈 네트워크’라고 명명해 볼 수

있다. 이들은 지역 예술가의 안정적인 활동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본 요소로 ‘거점공간과 수익창출구조
확보’를 상정하고, 세부적으로는 자립에 필요한 연구를 위한 ‘예술생태계 스터디’,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예술 축제 ‘동네 쌀롱제’, 성북의 지역연구조사에 관심있는 주체들이 모인 ‘지연연구팀 오리랩’, 여러 주체가
운영하는 공유공간 운영실험 ‘요술램프’를 함께 기획, 운영하고 있다. 예술생태계라는 개념이 대체로
추상적인 언명에 그치거나 비유기적 주체들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엮어 놓은 것에 머물렀다는 비판에

머무르고 있다면, 이 사례 연구는 그에 대한 좋은 본보기이자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안 및 위기 대처의
의미를 확장적으로 해석한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변화 되는 동료와 새로운 주체 참여 도모 전략,

거점공간과 관련한 민간 파트너 협력체계 구축, 온전한 자립과 민관협치 사이에서의 유연한 운영,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장기계획과 실행 등은 남겨진 과제로 파악된다.

이은수 (Eunsu Lee) / 대한민국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약 15년간 근무하면서 작가와 작품 등 다양한 시각예술 콘텐츠를 관객을
중심으로 소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야를 갖고 있다. 서울관 개관 이후 현재까지 기관 내 독보적으로
고객서비스 전담 주무관으로 활동하며 보다 나은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였다. 미술관 접점의 고객지원 서비스 수준을 분석하여 전문성과 동시에 공공의 문화공간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특정 사업으로 육성하는 등 현장 운영부터 서비스
기획까지 관리하는 총괄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홍익대학교에서 문화예술경영학 박사과정을
수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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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원 (Sowon Kim) / 대한민국

김소원은 이화여대 서양미술사학과 석사 졸업 후 전시기획, 글쓰기, 연구 기반의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성북문화재단 학예연구사 재직하며 다양한 전시를 기획해오고 있으며, 홍익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 박사 과정을 겸하고 있다. 문화예술계 종사자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관심사들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전시와 글로 실현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성북어린이미술관에서 어린이와 어른에
경계를 두지 않는 시의성 있는 주제의 전시들을 기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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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식탁

창의적인 온라인 워크숍 만들기

경성대학교 조교수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부교수

김수연 (Su-youn Kim) / 대한민국

이보람 (Boram Lee) / 대한민국

기후변화나 환경문제는 일부의 국가나 개인들의 힘으로 극복하기는 어려운 전지구적인 사안이다.

본 논문은 노 스트링스 어태치드 장애 극단 (No Strings Attached Theatre of Disability) 예술가들의 온라인

학생들에게 교육시켜야 하는 이유이다. 이어지는 문제는 ‘어떻게?’일 것이다. <수상한 식탁> 프로젝트는

참여자들 간에 사회적 관계 구축을 독려했던 이 워크숍은 전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촉발된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이것이 우리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를

학생들에게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한다고 알려주기 보다, 연극 공연과 활동을 통해 이들 사안에 대해 즐겁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교육에서의 연극(Theatre-in-Education, 이하

TIE)’

형식을 차용했다. TIE는 1960년대 영국에서 등장한 이후 여러 국가로 전파된 교육연극 형식이다.

TIE 프로그램은 뚜렷한 교육적 메시지를 표현하는 공연 파트와 참여자들에게 활동 기회가 부여되는
연극 워크숍 부분으로 구성된다. 참여학생은 공연을 통해 일시적인 극적 상황에 실제인 듯 몰입하게

되고, 워크숍을 통해 흥미롭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게 된다. <수상한 식탁>은
버려진 플라스틱이 어떻게 우리의 식탁으로 돌아오는지 보고, 기후변화나 환경문제에 대해 창의적인

워크숍을 통해 참여로 얻게되는 사회적 영향력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고립의 악영향을 완화시키는 장치로서 제안되었다. 제한된 사회적 접촉으로 인해 전례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개별 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장애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본 글은 이
온라인 워크숍이 이들에게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왔는지를 고찰한다. 또, 예술과 문화활동에 있어서
참여로 얻게되는 사회적 영향력을 다룬 이론들을 살펴보고,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의 역할을 탐구하는

한편 코로나 시대 접근성과 사회적 연결을 돕는데 있어서 기술의 역할, 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포착하기
위한 다양한 측정방법과 모델들을 고찰한다.

해법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수상한 식탁>은 변화를 위한 행동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본 발제는 <수상한 식탁>은 한국에서 어떻게 기획, 실행되었는지

공유하고, 현재와 같은 팬데믹(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상으로 TIE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 참석자들과 함께 연극, 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수연 (Su-youn Kim) / 대한민국

김수연은 대략 20여 년이 조금 넘는 극 예술가와 예술교육 전문가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의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된 관심사는 어떻게 연극이 건강한 학교와 사회
만들기에 공헌할 수 있을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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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람 (Boram Lee) / 대한민국

스코틀랜드 스털링 대학에서 행동 금융학을 전공하였고, 심리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여 예술 문화
단체와 개인의 경영 경제 연구를 하고 있다.
2014년 영국 연구 위원회의 지원을 받은 신진 작가 경력 개발에 참여하였고, 사회 예술 경제적 가치
창출에 관한 프로젝트·2018년 르 꼬르동 블루 지원 애들레이드의 축제와 관광 프로젝트·2019년
한호재단 후원 한국 호주 장애 예술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예술 산업 분야에 있어 광범위한
분야에 연구 관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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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15:25-16:55

예술 치유
현대 사회가 유발하고 있는 많은 심리적・정신적
질병에서도 자아를 새롭게 발견하고, 사회와 건강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개입하는 예술적 치유방법론을
모색합니다.

모더레이터

콜롬비아 보고타에 있는 후안 코르파스 대학재단 및 보고타 지역 대학교에서 유네스코
체어를 맡고 있다. 그녀는 로햄튼 대학에서 음악심리학과 음악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안티오키아 대학교에서 심리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콜롬비아의 교육부와
문화부에서 컨설턴트로 일해왔다. 그녀의 연구 관심은 음악 발전 및 문화적 맥락과 교육
사이의 관계에 있으며, 콜롬비아 분쟁으로 영향받아 취약해진 지역사회와 교육 기관들과
함께 여러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후안 코르파스 대학재단 및 보고타 지역 대학교 유네스코 체어

티나 쿠코넌 (Tiina Kukkonen) / 캐나다
퀸스 대학교 박사과정생

(Sanja Krsmanović Tasić) / 세르비아

국제연극교육협회(IDEA) 이사장

엠시 베트만 (MC Bettman) /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대학교 조교수

김채연 (Chaeyeon Kim) / 대한민국
(사)한국임상미술치료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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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 코르파스 대학재단 및 보고타 지역 대학교 유네스코 체어

글로리아 자파타 (Gloria P. Zapata) / 콜롬비아

사냐 크르노마노비츠 타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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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리아 자파타 (Gloria P. Zapata) / 콜롬비아

The 4th UNESCO-UNITWIN
Symposium

발제자

모더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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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을 통한 청년 및 청소년들의 심리 지원: 증거 자료와
예술교육실천가를 위한 가이드

급변하는 세계 속 사회적 안정의 원천으로서 연극
교육과 예술교육의 중요성

티나 쿠코넌 (Tiina Kukkonen) / 캐나다

사냐 크르노마노비츠 타시치 (Sanja Krsmanović Tasić) / 세르비아

Supporting Youth Mental Health in and through the Arts: An
Evidence Base and Guide for Teaching Artists
퀸스 대학교 박사과정생

국제연극교육협회(IDEA) 이사장

코로나 팬데믹의 정확한 피해 범위는 가늠조차 어려운 상황이지만 초기 증거에 따르면 젊은 세대의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많은 측면에서 변화시킨 것은 사실이나, 21세기 자본주의의

그에 대한 접근도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를 자각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 긍정적인 심리

존재해왔다.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년 및 청소년들이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있고,
상태를 위한 예술 기반의 개입, 프로그램의 성과는 이미 과거에도 증명된 바 있으며, 현재와 미래에도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각종 연구에 따르면, 전문 예술인과 함께하는 학교 교육은 학생들에게 동기부여, 자신감, 사회적 소속감

등 정신적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사회에서 예술교육실천가들과 교류하는 것 역시
어려운 상황을 직면한 청년 및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관리, 공동체 형성, 회복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예술을 통한 청년 및 청소년 정신 건강 증진의 맥락에서 예술교육실천가들은 예술교육과 예술
치료 사이의 모호한 “회색지대”를 마주하게 된다. 적절한 지원과 전문적인 훈련 없이 예술교육실천가들은
복잡한 정신 건강학적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대하며 윤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본 발제는 연구를 바탕으로 한 증거들과 함께 예술을 통해 청년 및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예술교육실천가들을 위해 지침을 제시한다. 비록 예술 치료와 사회 복지 분야의 문헌을 주로
참고했으나, 이 지침은 교육적 실천을 위해 고안되었으며 교육가와 치료사 사이의 차이를 강조한다.

예술이 어떻게 청년 및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과 함께 예술교육실천가와
예술교육가들을 위한 실용적 제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티나 쿠코넌 (Tiina Kukkonen) / 캐나다

캐나다 킹스턴에 있는 퀸스 대학교 교육학부의 박사과정생이자 예술교육자, 그리고 시각예술가다.
박사학위 연구는 농촌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데 있어 중간 조직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캐나다
예술 및 학습을 위한 네트워크, 유네스코를 위한 캐나다 위원회, 퀸스 대학교 예술 및 교육의 유네스코
의장과 공동으로 “예술교육에 대한 혁신적 행동: 서울 어젠다 재활성화”라는 성명서를 공동 집필했다.
티나는 현재 캐나다 예술교육 협회(CSEA)의 집행 위원회에서 지방 연락, 소셜 미디어, 지지에 대한
이사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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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가 낳은 오늘날 우리사회의 소외, 개인화, 만연한 경쟁, 완벽주의와 같은 문제들은 이미 그 이전부터
본 발제는 예술교육 프로젝트들에 대한 사색적 여정으로, 이와 같은 사안들에 대응하는 실천 사례로서

나와 내 동료들이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다룬다. 국제 커뮤니티인 국제연극교육협회(IDEA), 세르비아의
흘레브 극단(Hleb theatre)과 아티스틱 유토피아(Artistic Utopia) 그리고 예술교육 연극 센터(Centre for

Drama in Education and Art) 등에서 연극을 통해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해 기획되어 이후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 <R U In?(Are you in?)>의 대상이 되기도 한 <함께(Togetherness)>,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축제

<마테르 테라(MATER TERRA)>, <연극을 통한 리스본 핵심 교육 역량 강화 프로젝트(Drama Improves

Lisbon Key Competencies in Education)> 프로젝트 등 유럽 12개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또, 지난 10년간 개발한 “영혼의 생태계(Ecology of the Soul)” 개념과 아프리카의 우분투와 같은 인류학적

실천과 개념의 중요성을 함께 이야기하고자 한다. 공동체 정신을 중시하고, 모두 연결되어, 사고하고
느끼는 인간으로서 모든 개인들을 바라보는 고대의 전통 사상을 소개할 것이다. 즉, “인류를 다시 인류화”

하는 과정에서 예술교육의 필요성을 논하고, 우리의 신체와 물리성을 다시 이어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방법론의 중요성을 고찰한다.

연극 교육을 중심으로 보다 조화롭고 강하며, 인류애로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데 예술교육이 바탕이 됨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사냐 크르노마노비츠 타시치 (Sanja Krsmanović Tasić) / 세르비아

연극 감독, 안무가, 배우, 드라마, 무용 교육자이다. 또 세르비아의 중등교육 기관에 최초의 무대장치
예술 및 멀티미디어 수업 커리큘럼을 집필하는 전문가 실무 그룹의 멤버이며, 세르비아의 예술교육
연극 센터(CEDEUM)의 회장이자 예술 유토피아, 그리고 ‘마터 테라’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축제
예술 감독, 그리고 드라마/극장 교육 및 공연 예술에 대한 에세이, 리뷰 및 기사 집필자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세르비아 연극을 통한 리스본 핵심 교육 역량 강화 프로젝트(Drama Improves Key
Lisbon Competences) 연구팀원으로 활동했다. 사냐는 2020년 5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일환으로 “예술교육을 위한 종”이라는 광범위한 국제 운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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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창의 예술 수업 내 생활 기술 개발을 위한
퍼포먼스 교육학

Performative Pedagogy to Develop Life-skills in Grade 6 Creative
Arts classrooms
엠시 베트만 (MC Bettman) /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대학교 조교수

토론연극(Forum Theater)과 같이 예술교육은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바탕이 되는 사례연구는 보알의 토론연극이 어떻게 6학년생들에게 삶의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한 교사에 의해 연구진들이 설계한 프로그램이 남아프리카의 초등학교 4개반의 ‘창의
예술’ 수업에서 6주간 시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중급 ‘창의 예술’이 해당되는 ‘삶 지향을 위한 교육과정

평가 정책(Curriculum Assessment Policy Statement for Life Orientation)’의 연극 기반 지침의 요구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수업은 학생들이 비언어적 표현능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활동과 게임으로 시작된다.

문화에 따라 움직임의 의미가 다를 수 있지만 유사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이들 사이에서는 상호 이해가
가능하다.

학생들에게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난관을 표현하는 시나리오의 즉흥극을 만들도록 했다. 학생들은 극적인
갈등 장면으로 구성된 즉흥극을 만들었다. 본 사례의 마지막 토론연극 수업에서 각 반은 자신의 갈등

팬데믹 시대 미술치료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김채연 (Chaeyeon Kim) / 대한민국
(사)한국임상미술치료협회 회장

코로나19의 출현은 의료보건, 공공안보, 경제 등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쳐 큰 위협을 끼쳤으며,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특히, 강제적인 활동의 제한, 일상·여가 활동의 축소, 미디어에 보도되는

부정적 정보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인간은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불안, 우울, 두려움, 분노, 외로움, 좌절감, 슬픔 등 여러 가지 정신적 갈등과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등 다양한 개인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코로나 블루(Corona Blue)’를 호소하는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심리방역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였고,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국립정신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심리상담 및 치료 중에서 특히 문화·예술을 통한 심리치료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는

문화예술치유는 인간의 병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 유연성, 심미성이라는 독특성을
유지하면서 인간의 잠재력, 성장 가능성을 개발하는 자기경험과 자기본성을 회복할 기회를 갖게 하기
때문이다. 즉, 문화예술치유는 인간의 건강한 자아를 재발견하고 병을 예방·약화하거나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을 준다.

장면을 다른 6학년생들 앞에서 연기했다. 보알이 ‘조커’라고 일컫는 교사의 지도 하에 각 관객은 공연된
갈등 상황을 설명하고 그 해결 방법을 의논하도록 했다.

본 연구의 결과 학생들은 능숙하게 문제를 규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자신의 역할에

해당되는 문제의 해법을 연기하지는 못했고,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교사의

도움을 받았을 때는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행동을 연기하는 것이 가능했다.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한

교수법은 경험이 많은 교사에게도 자신의 안전지대 밖의 것이었다. 연극 교육이나 사전에 정해진 대화와
캐릭터를 갖고 극을 만드는 것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새로운 드라마 장면을
창작하는 과정은 그녀에게 매우 낯설고 힘든 경험이었다. 경험적 퍼포먼스 교육 전략에 대한 부분이
교사의 교육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엠시 베트만 (MC Bettman) /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대학교 영어학부의 조교수이며, 2020년에 남아프리카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베트만 박사의 논문 제목은 "남아프리카 초등학교 교육 및 학습 생활 오리엔테이션에서
성과적인 교육학으로서의 포럼 극장"이다. 그녀의 전문 연구 분야는 보알(Boal)의 포럼 극장을 학교
맥락에서 적용하여 드라마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삶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미국 NADTA 요세미티
회의(2014년)와 호주 시드니 게임 체인저 콘퍼런스(2015년)에서 그녀는 두 개의 포럼 극장 워크숍을
국제 학술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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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Chaeyeon Kim) / 대한민국

미술치료사이자 비영리법인 한국임상미술치료협회 회장이다. 미술치료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문화예술경영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남을 돕고 싶은 마음”과 “사람에 대한 관심”이
그녀를 미술치료사의 길을 걷게 하였다. 그녀는 풍부한 사례와 근거를 통해 마음이 아프고 지친
사람들을 위해 미술치료사로 22년간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다. 또한, 그녀는 많은 사람이
미술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문화예술치유
복지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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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15:25-16:55

사회적 & 문화적 포용
평등・다문화・고립 등 사회적 도전 과제에 대해
예술교육이 창조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더욱 포용적인 사회와 문화를
건설할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모더레이터

김태희 (Tei Kim) / 대한민국
바라예술성장연구소 소장
난양 공과대학교 조교수

난 장 (Nan Zhang) / 중국
모내시 대학교 박사과정생

야라 도크래트 (Yaara Docrat) / 캐나다
퀸스 대학교 석사과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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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네릴은 멜버른 대학 교육대학원 예술·창의 교육 및 음악 교육 부서장이다. 네릴의 연구는
교실 및 비(非)학교 환경에서의 참여, 예술 교사 교육, 어린이 및 청소년과 함께하는
예술 작업, 일반적 역량으로서의 창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네릴은 호주 음악 교육
협회(Australian Society for Music Education) 회장 및 국제 음악 교육 협회(International
Society for Music Education) 정책위원회 회장 등 주요 음악 교육 기관에서 대표직을
수행했다. 네릴은 음악 커리큘럼 정책 설계와 관련하여 경력을 쌓았으며,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 교육청, 교육위원회, 뉴 사우스 웨일즈 교육 및 교육
표준기관, 빅토리아 및 빅토리아 교육 과정 및 평가 기관의 고문을 맡았다. 또한 호주
음악교육회(Australian Society of Music Education)의 회원이며,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의 연사 및 간사이다.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샬린 라헨드란 (Charlene Rajendran) /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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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릴 지네렛 (Neryl Jeanneret) / 호주

The 4th UNESCO-UNITWIN
Symposium

발제자

네릴 지네렛 (Neryl Jeanneret) / 호주

모더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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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과 관계없이 비대면 예술교육이 필요한 세계
아이들에 대한 고찰
김태희 (Tei Kim) / 대한민국

다름의 세상에서 성장하기: 싱가포르의 삶을 바탕으로
한 다양성 이야기

바라예술성장연구소 소장

Growing Up in A World of Difference: Staging Stories about
Multiplicity by Living with Diversity in Singapore

코로나19의 세계적 감염으로 인해 예술교육자들은 창의적인 영역인 “예술”과, 상호작용의 영역인 “교육”이

난양 공과대학교 조교수

합쳐진 “예술교육”에 있어 과연 비대면 수업이 효과적인가 아닌가를 고민할 새도 없이 그 매체와 방법을
찾는데 바쁜 시간을 보냈다. 비대면 교육은 학교를 넘어 예술가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예술교육 전반에까지

요구되었고, 예술교육자들은 짧은 시간 제법 많은 비대면 예술교육 사례와 교수법을 개발하여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팬데믹과 관계없이 비대면 예술교육이 가장 필요한 대상자, 가장
효과적인 수요자를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바로 예술교육자들이
학교나 지역 커뮤니티 속에서 대면으로 예술을 나눌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전 세계 사각지대의 아이들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는 약 6,850만 명의 난민이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은 18세 미만 아이들이다.
수많은 나라들이 내전 중에 있고 화재나 지진, 쓰나미, 허리케인 등에 의한 기후재난은 아이들의
희생과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병상에 누워있어야 하는 중증 환아들도

예술교육을 대면으로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다. 코로나가 끝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시 일상과

학교로 돌아가겠지만 이 아이들은 돌아갈 곳이 없거나 일상이 재난과 재해,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예술을 표현하고 즐길 권리가 있으며, 특히 예술교육은 위기에 처한 아이들의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유네스코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재난, 재해 속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라디오와 키트 제공 등을 통해 다양한 비대면 교육을 이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가 지나간 뒤에도 계속 위기 속에 있을 아이들에게 왜 비대면 예술교육이 필요한지,

또 유네스코와 세계 예술교육자들이 코로나19 시기 동안 고민하며 구축한 비대면 예술교육을 어떻게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시킬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전 세계 예술교육자들이

샬린 라헨드란 (Charlene Rajendran) / 싱가포르

본 논문은 싱가포르의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비평적 능력을 키워주는 자원으로서 극

예술가의 삶의 경험이 지니는 가치를 탐구한다. 다언어, 다인종의 도시 사회에서 성장한 기억이 연극
작업과 리더로서의 선택들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 싱가포르의 극 예술가 5인의 경험을 조명한다. 본 논문은
다양성의 개념이 어떻게 기존의 문화정체성, 경계 등에 의구심을 갖도록 했으며 문화경관을 재구성해

보다 포괄적인 정체성의 틀을 갖추도록 했는지를 살펴본다. 또, 실제 삶과 무대 위의 이야기를 비평적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함으로써 다양성과 차이를 학습함에 있어 유용한 교육학적 관점을 제공한다.

가치와 신념을 재해석, 재고하는 공간으로서 이야기는 일상 속 깊숙이 자리하거나, 새롭게 나타난

문화화 특질들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창이다. 불확실성과 불안이 만연한 코로나 시대,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된다. 이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표현, 공유되며 인간임에 대한 상상,
아이디어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을 드러낸다. 알피안 사트, 앨빈 탄, 하레시 샤르마, 콕 헝 른, 옹 켕 센 등 극
예술가들의 성장 이야기 속에서 다양성에 대한 이들의 고민과 통찰, 감수성과 비평, 그리고 공감을 통해

불확실성과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비평적 문헌을 고안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그들의 실제 삶과

거기서 출발한 무대 위 이야기들 사이의 접점을 제시하고 현대인들의 삶 속 과제와 갈등을 반영해 문화와
정체성 두 개념을 엮어낸다.

전염병의 위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과 늘 위기 속에 있었을 아이들을 함께 기억하며, 비대면 예술교육의
연구와 실행의 팔을 보다 넓게 뻗어가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김태희 (Tei Kim) / 대한민국

예술가이자 예술교육자로서 저술과 강연, 연구와 컨설팅, 예술 활동을 통해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본능과도 같은 모두의 예술할 권리를 주장, 옹호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주간 예술감독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동아일보(여성동아) 예술감독 및 지자체 문화재단과
정부, 기업에서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다. http://www.artandh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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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양 공과대학교 국립교육원의 조교수이다. 연극교육자, 연구자, 극작가인 샬린의 관심사는 현대 연극,
연극 기반의 교육학, 차이점에 대한 문제, 예술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녀는 다양한 예술가들과
공동작업을 했으며, 아시아 드라마터그 네트워크(Asian Dramaturgs’ Network) 의 공동 책임자이다.
그녀가 출판한 책은『동남아시아를 공연하기(Performing Southeast Asia: Performance)』, 
『정치와 동시대성(Politics and the Contemporary(2020)』및 다양한 학술논문 등이 있다.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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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과 언어 교육의 결합: 위기의 시대 사회적 다양성과
평등에 대한 창의적 대응
Integrating Dance and Language Education: A Creative Response to
Social Diversity and Equity in and through a Time of Crisis
난 장 (Nan Zhang) / 중국
모내시 대학교 박사과정생

상호의존적인 글로벌 세계에서 언어는 중요한 문화적 자원이다. 국제적 맥락에서 상호작용, 소통능력은

점차 필수적인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제2외국어의 습득, 심지어 제3, 제4외국어는 지역적,
국제적 소통을 가능하게끔 해준다. 사회적 다양성 그리고 평등과 깊이 연관된 다양한 외국어의 습득, 학습,

유지는 호주와 같은 다문화사회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세대가 바뀌면서 많은 이주민들과
제2외국어 프로그램들이 아이들에게 그들의 유산, 문화, 문화간 이해를 습득하도록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이후 사회적 다양성과 평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무용과 제2외국어 교육의 결합은 이에 대한 창의적 대응 방안으로서 아직 많이 다뤄지지 않았다. 서로

주의력 및/또는 과잉 활동 장애가 있는 4-8학년 학생을
위한 정서적 자기 조절을 촉진하기 위한 예술 활용
다중사례연구

Using the Arts to Foster Emotional Self-Regulation for Grades 4 to 8
Students with Attention and/or Hyperactivity Disorder: A Multiple
Case Study
야라 도크래트 (Yaara Docrat) / 캐나다
퀸스 대학교 석사과정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이하 ADHD)는 가장 흔한 아동 정신 장애 중 하나이다(미국 정신 의학 협회, 2013).

ADHD를 앓고 있는 학생들은 자기 통제나(McCleland & Cameron, 2012), 특히 교실 환경에서 충동성이나
감정을 조절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의 저하를 보인다(Rapp-Paglicci et al., 2011). 따라서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 이전이나 청소년기에 자기통제 능력을 기르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중급 학생(junior-intermediate) 교사들(4~10학년)은 ADHD 학생들에게

다른 학생 집단에 맞춰 다양한 교육적 접근을 개발하는 것이 교사들에게 필수적이다. 그러나 모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Brooks & Boaz, 2005). 또한, 연구에 따르면 예술(음악, 춤, 연극,

제2외국어를 가르치고, 배우고 습득하기 위한 접근법으로서 무용을 활용하는 교육방식을 연구한 사례는

알려져 있다(Crockett & Malley, 2018; Winsler et al.,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등(JI) 교사는 초등 교사보다

분석을 시행, 결과를 평가한 후 주제를 선정해 무용 교육의 영향과 함의를 연구했다. 선정된 주제는 소통

학생들의 자기통제력을 향상하는 방법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다. 본 정성적 연구의

본 연구는 무용 활동이 학생들의 제2외국어 능력 및 문화 역량 발전에 주는 이점에 대해 실증적 증거를

연구는 어린이들이 스트레스 요인에 효과적으로 반응하며 기존의 침착함과 주의력을 되찾는 능력을

외국어 교사들이 무용 전문가이거나, 모든 무용 교사가 외국어 전문가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많지 않다. 이에 우리는 자문화기술지, 교육적 감식안, 교육 비평을 차용, 서술적 나레이션을 만들고, 성찰적
및 간문화 능력, 외국어 습득 및 몰입, 인지 학습 전이, 다중 접근 등이다.

제공하고 제2외국어를 가르침에 있어서 무용을 활용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교육학적 통찰을 제공한다.
학생, 교사, 교육 전문가들이 제2외국어를 교육 및 학습함에 있어서 무용의 이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본 연구가 제시하는 이점과 실용적 전략을 바탕으로 제2외국어 교육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다양성과 평등에 기여함에 있어 이 접근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미술, 미디어아트)은

주의력이나 과잉행동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자기통제력을 향상하는 것으로

비교적 드물게 예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onard & Odutola, 2016). 언급된 것처럼 예술을 통해

목적은 (1)중등 교사와 (2)학생을 중심으로 예술을 통한 자기통제력 발달 방법을 탐구하는 데 있다. 본

탐구한 Shanker(2013)의 자기통제론을 기반으로 한다. 다중 사례 연구 방법론(Stake, 2013)은 총 여섯

사례의 실천방법을 살펴보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주의력결핍 장애 및/또는 과잉행동 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을 가르치는 세 명의(4~8학년) 교사와, 주의력 결핍장애 및/또는 과잉행동 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4~8학년) 세 명이 포함된다. 사례마다 참가자와 부분적으로 사전 구성된 인터뷰를 진행한다.
정성적 접근 방식은 기본적으로 개별적인 사례나 여러 사례 간에 발견되는 주제를 구체화하는데
사용된다(Thomas, 2006). 본 연구는 교사, 학생, 학부모를 비롯해 교사 교육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밝힌다.

난 장 (Nan Zhang) / 중국

중국 베이징 무용 아카데미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마쳤다. 현재, 그녀는 호주 모내시 대학교
교육학부의 박사 후보생이며, 연구 관심사는 무용과 언어 교육, 콘텐츠 및 언어 통합 학습, 다문화주의,
사회적 다양성, 형평성 등이다.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러한 도전에 대한 창의적인 대응은 바로
제2외국어 교육에 춤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무용 활동이 학생들의 제2외국어 및 문화적 역량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이점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고 무용을 제2외국어를 가르치는 접근법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교육학적 통찰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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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저민 볼든 박사(유네스코 예술 및 학습 위원장) 아래에서 수학하는 퀸스 대학교 교육학부의
석사과정생이다. 교육적 관심사는 특수교육과 위기 청소년이다. 연구 관심사는 교육적 관심사,
예술교육, 그리고 정서적 자기 규제를 결합하여 학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녀는
노력을 인정받아 2018년에 킹스턴 시민 청소년 자원봉사자 상(Kingston Civil Youth Voluntism
Award 2018)을 받았다. 모든 교실에서 예술을 더욱더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사범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는 핵심 임무에 도달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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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4

16:55-18:10

서울 어젠다
“서울 어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가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예술교육의 중요성과 가치가 오늘날 현대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모색합니다.

모더레이터

가톨릭대학교 공연예술문화학과 교수로, 예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새롭게 해석하고
이를 통해 사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는 주제들을 연구한다. 문화정책과
거버넌스, 예술경영, 예술교육, 예술 치유, 문화기술, 문화 복지 등 예술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사회자본 및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가 주요 관심사이다. 문화정책과 예술경영,
문화예술교육분야 등 다수의 국내외 학술지에서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국책연구와 자문을 수행해 왔다.

가톨릭대학교 부교수

벤저민 볼든 (Benjamin Bolden) / 캐나다
퀸스 대학교 부교수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치후 럼 (Chee-Hoo Lum) / 싱가포르
난양 공과대학교 부교수

젠 테 (Zen Teh) / 싱가포르
환경예술가 및 교육자

캐서린 콜먼 (Kathryn Coleman) / 호주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마크 셀크리그 (Mark Selkrig) / 호주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애비 맥도널드 (Abbey MacDonald) / 호주
태즈매니아 대학교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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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부교수

김인설 (InSul Kim) / 대한민국

네릴 지네렛 (Neryl Jeanneret) /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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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설 (InSul Kim) / 대한민국

The 4th UNESCO-UNITWIN
Symposium

발제자

모더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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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교육을 위한 지속 가능한 비전: 가치, 도전, 가능성

Visions of Sustainability for Arts Education: Value, Challenge and Potential
벤저민 볼든 (Benjamin Bolden) / 캐나다 퀸스 대학교 부교수
네릴 지네렛 (Neryl Jeanneret) / 호주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문화 다양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20년 유니트윈 예술교육 연구 연감의 개요에서는 호주, 캐나다, 중국,
독일, 케냐, 대한민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등 27개국의 국제적 저자들의 연구를 선보이며 (가) 문화적 지속

가능성, (나) 접근성, (다) 커뮤니티, (라) 발언 존중 등의 주요 주제를 논의한다.

문화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매개체로서의 예술교육은 연감의 각 장에서 전반적으로 다뤄졌으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은 호주와 캐나다의 교육적 맥락에서 진행된 작가 레지던시, 싱가포르의 유아를 위한 문화적 예술 체험,

싱가포르의 전문 음악가와 호주의 교내 음악가의 협업, 그리고 뉴질랜드 한 작은 마을의 댄스 스튜디오 간의

문화적 간극 조율 및 포용을 통해 이루어졌다. 각각의 저자는 표현을 수용하고 장려하며 문화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 디지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접근성의 주제는 캐나다와 중국의 농촌 지역의 예술교육이 가진 과제와 가능성, 중국의 공동체 춤, 캐나다의

신체장애 학생들을 위한 연극 교육, 뉴질랜드의 댄스 스튜디오, 케냐의 예술가들을 위한 경영 및 기술 교육, 홍콩의
풀뿌리 예술 및 문화 활동과 연계해 논의되었다.

저자들은 커뮤니티형 예술 학습과 참여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여기에는 중국의 사교댄스, 캐나다의 방과 후
현악 프로그램, 뉴질랜드의 댄스 스튜디오, 독일의 창의적 온라인 코딩 프로그램 ‘생태계 학습’ 및 싱가포르의 전문
음악가들의 잼 세션 등 학교 밖 예술교육이 포함된다.

연구 방식에서 주요하게 드러난 발언을 존중하는 방법에 대한 주제는 호주의 그리스 이주 청소년과 뉴질랜드

환경 예술가와의 대화, 젠 테: 과정과 교육학적 가능성
탐구

Dialoguing with Environmental Artist, Zen Teh: Exploring Processes
and Pedagogical Possibilities
치후 럼 (Chee-Hoo Lum) / 싱가포르 난양 공과대학교 부교수
젠 테 (Zen Teh) / 싱가포르 환경예술가 및 교육자

2011년 유네스코 회원국들에 의해 채택된 ‘서울 어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의 목표 3은 각국 정부와

공동체들에게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사회적, 문화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예술교육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목표3의 전략 중 하나에서는 ‘환경, 글로벌 이주, 지속가능한 성장 등 오늘날의

다양한 사회, 문화적 사안들’에 중점을 둔 예술교육을 명시하고 있다(서울 어젠다, 2010). 이에 부응하여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예술교육가와의 비평적 대화는 특히 환경문제에 주목해서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싱가포르의 환경예술가 젠 테의 작업과정을 소개한다. 젠 테의 작업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출발해, 폭넓은 학제 간 연구와 협업을 요구하는 환경 관련 이슈들을 조명한다.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작업들은 작가가 살아가는 도시 속 자신을 둘러 싸고 있는 미시적, 거시적 관계들을 이해하도록 해주는

장이면서, 관객들에게는 기름으로 인한 오염, 이차림, 야생식물과 같이 팬데믹을 통해 점차 드러나고 있는

사안들을 환기시킨다. 또한, 본 발제를 통해 싱가포르 내 다른 환경예술가들의 작업을 함께 살펴보면서,
개인의 경험이 가지는 중요성, 연구에 기반한 협업적 접근, 몰입형 작업의 개발과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 등
예술교육을 위한 교육학적 함의도 다루고자 한다.

스튜디오의 댄스 교사, 캐나다 연극계 출신의 장애 학생들의 참여 경험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학생/작가의 목소리를
존중할 수 있는 교육학적 방법론도 논의되었는데, 여기에는 호주의 참여 음악 제작, 캐나다의 방과 후 즉흥 현악
연주 프로그램, 싱가포르의 음악 공연 집단 내 다양한 문화적 표현 등이 사례로 포함되었다.

벤저민 볼든 (Benjamin Bolden) / 캐나다

음악 교육자이자 작곡가이며, 캐나다 퀸스 대학교 교육학부의 부교수이자 유네스코 예술 및 학습
위원장이다. 그의 연구 관심사는 예술교육, 음악교육, 작곡의 교육과 학습, 창의성, 예술 기반 연구,
사범교육, 교사 지식, 교사의 전문 학습이다. 그의 연구는 교육 리뷰, 교육과 교사 교육 저널, 음악 교육
연구 저널, 음악 교육가 저널을 포함한 저널에 발간되었다. 벤은 교사로서 캐나다, 영국, 대만의 중등 학생,
대학생들과 함께 일해왔다. 벤은 캐나다 음악 센터(CMC)의 부 작곡가이며, 그의 작품들은 다양한 프로와
아마추어 공연 앙상블에 의해 연주되었다.

네릴 지네렛 (Neryl Jeanneret) / 호주

네릴 지네렛은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의 간사이자 멜버른
교육대학원(Melbourn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의 유네스코 예술 연구소 공동 책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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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후 럼 (Chee-Hoo Lum) / 싱가포르

싱가포르 난양 공과대학교 국립교육원 영상공연학그룹(NIE)의 음악교육학과 부교수이자 동대학
교육예술연구센터(CARE)의 코디네이터이며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의 회원이다. 치후의 연구 관심사는 정체성, 문화적 다양성 및 다문화주의, 음악 교육에서의
기술과 세계화, 아이들의 음악 문화, 창의성과 즉흥성, 그리고 초등 음악 방법 등이다. 그는 현재
음악교육연구저널(JRME), 음악교육연구조사(RSME), 영유아를 위한 국제음악저널(IJMEC)의
편집위원이다.

젠 테 (Zen Teh) / 싱가포르

자연과 인간의 행동에 대한 학문 간 연구에 관심이 있는 예술가이자 교육자이다. 젠의 연구는
배움이 자연 현상과 일상의 경험에 대한 우리의 타고난 호기심에 기초한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예술가로서 그녀의 미술 연구는 사진, 조각, 설치 미술에 걸쳐 있다. 젠은 그녀의 작품을
싱가포르의 산책로(Esplanade), 국립박물관, 미술관, 예술과학관 등 싱가포르에서 열린 수많은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선보였다. 다양한 지역에서 작품 전시를 했으며, 여러 지역의 환경 회의 초청
연사로 초청됐다. 또한 최근 제7회 프랑스+싱가포르 사진예술상 수상자, 2019 IMIPART어워드의
파이널리스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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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예술교육: 지연의 연속과 불확실한 시간 속에서 세계를
이어주고, 풀어주고, 지속하며, 키워주는 글로컬 맥락

온라인 만남의 광장

BYOB

18:10-19:10

온라인 만남의 광장(Bring Your Own Bottle)은 학술대회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학술대회 주제와 참가자의 관심사에
대해 나누는 네트워킹 세션입니다. 키워드에 따라 온라인

Visual Arts Education/s: Glocal Threads to Connect, Entangle, Sustain and
Nourish During a Prolonged Lockdown and Time of Uncertainty.

방이 개설되고, 각 방마다 진행자의 사회를 통해 서로를
소개하고 관심사에 대해 나눕니다.

캐서린 콜먼 (Kathryn Coleman) / 호주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마크 셀크리그 (Mark Selkrig) / 호주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애비 맥도널드 (Abbey MacDonald) / 호주 태즈매니아 대학교 부교수

코로나19 발생 초기 호주(특히 112일간 봉쇄되었던 멜버른)는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시각예술계에 있어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였다. 봉쇄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들로 인하여 접근은 지속적으로 통제되었다.

본 발제는 디지털 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이 어떻게 새로운 지평과 다양성을 가져왔는가를 조명한다. 우선, 거시적인
글로벌 맥락에서 세계 전역의 시각예술가 및 예술교육가와 함께 한 8개의 웹세미나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장을 제공하는 한편, 창조적인 연대 하에 모두가 행동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중시적인 호주의 측면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환경 그리고 장치가 없이도 가능한 디지털 툴

키트를 개발하기 위해 가정 내 시각예술학습에 있어서 창조적, 비평적 기회의 필요성을 보여준 시각예술교육가들을

살펴본다. 뒤이어 멜버른이라는 미시적/지역적 맥락에서 (지역, 국내외)가정에서 만들어진 작업을 전시해 가족, 교사,

교실 속 예술

한국어

홍유진 (Yujin Hong) / 대한민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 본부장

Arts Education or
Arts in Education

영어

장웅조 (WoongJo Chang) / 대한민국
홍익대학교 부교수

학생들과 새로운 관계를 구축한 하이데 현대미술관의 사례를 살펴본다. 인력 유지와 같이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자, 지역공동체와의 교류, 학습, 참여를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서 시각예술가와 예술교육가 대부분이
협업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오늘날과 같이 불안정한 시기, 우리는 다양한 지식 습득 방식을 통해
시각예술을 비롯한 여러 예술의 형식의 힘을 빌려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 자신을 채워간다.

캐서린 콜먼 (Kathryn Coleman) / 호주

한국어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

Arts in Society

김소연 (So Yeon Kim) / 대한민국

김인설 (InSul Kim) / 대한민국

영어

(Diversity, Inclusiveness, Healing,
Engagement)

가톨릭대학교 부교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제협력팀 팀장

캐서린 콜먼 박사는 예술, 디지털 공간, 연습, 문화의 교차점에 관심을 둔다. 콜먼 박사의 방식은 교사
실습, 정체성의 실천, 그리고 연습으로서의 지식을 통해 알게 된다.

마크 셀크리그 (Mark Selkrig) / 호주

마크 셀크리그 부교수의 연구 관심사에는 교육자 업무의 본질 변화와 예술과 창의성이 개인과 공동체의
변화, 역량 향상 및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된다.

애비 맥도널드 (Abbey MacDonald) / 호주

애비 맥도널드 박사는 자신의 연구를 위한 작품활동, 지지 및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협업에 최대한
중점을 두고 있다. 애비는 교육 혁신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하기 위해 예술 및 자선단체와 함께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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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치유 및 참여

한국어

박신의 (Shin-Eui Park) / 대한민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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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수)

DAY 3

GMT -4
NY(EDT)

00:0000:40

시간

GMT
04:0004:40

13:00~19:25

GMT +9
Seoul(KST)
13:00 13:40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프로그램

기조발제 2

주제

예술교육의 과제로서의 "문화적 회복력"과 "미적 회복력" 
: 문화적 지속가능성 교육론을 위한 회복 개념에 대한 범위와 한계

모더레이터 타냐 클레패키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에를랑겐-뉘른베르크
00:4002:10

04:4006:25

13:4015:10

세션 5 :
교실 속의 예술

모더레이터 벤저민 볼든 (퀸스 대학교 부교수, 캐나다)

06:2507:55

15:1016:40

세션 6 :
예술 참여

베냐민 외리센
대학교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체어 선임 연구원, 독일)

성찰, 그리고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미술 치료 사용

메리 클레어 키덴다 (케냐 공과대학교 학과장, 케냐)

음악 교실에서 다양성과 문화적 대의의 필요성: 실용적인

전략과 그 실행

홍지혜 (브리검 영 대학교 부교수, 미국)

2020년,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디지털 예술로
모더레이터 신혜선 (위컬쳐 리서치&컨설팅 대표, 대한민국)

협업하기

서비스러닝의 내러티브: 난양 예술 아카데미 사례 연구
온라인 관람 시대에 참여와 공유를 실천하는 박물관/미술관

팬데믹 이후의 온라인 문화예술교육은 어떻게 예술교육가의
세션 7 :
다양성&문화적 대의

창의 세대(Creative Generation)와 2020년 위기 속 예술교육의 혁신

07:5509:10

16:4018:25

세션 8 :
현장사례연구 2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체성을 재구성하는가

모더레이터 치후 럼 (난양 공과대학교 부교수, 싱가포르)

위기 속의 예술: 불평등 사례

LGBTQ의 역사를 옹호하는 박물관들

03:4005:25

프로젝트의 현상학적 연구

모더레이터 홍유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 본부장, 

대한민국)

조용한 무대: 캐나다 엘 시스테마(El Sistema)가 코로나에 응답하다
포용적 문화예술교육의 실천: 책누나프로젝트의 기후위기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아이 코브 유

위기 속에서 탄생한 새로운 예술교육 장르 소개
09:1010:10

18:2519:25

폐회세션

어떻게 이끌어 주는가

토론자 박신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대한민국)

홍유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 본부장, 대한민국)
쉬프라 숀만 (하이파 대학교 명예교수, 이스라엘)
랠프 벅 (오클랜드 대학교 학과장, 뉴질랜드)

신혜선 (위컬쳐 리서치&컨설팅 대표, 대한민국)
에밀리 아치엥 아쿠노 (케냐 공과대학교 교수, 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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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밀리 윌슨 (멜버른 대학교 조교수, 호주) / 네릴 지네렛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호주)
레베카 칸 (난양 예술 아카데미 부총장, 싱가포르)
푸 세이 밍 (난양 예술 아카데미 학장, 싱가포르)
탄 젱 수안 (난양 예술 아카데미 조교, 싱가포르)

정혜연 (홍익대학교 조교수, 대한민국)
성효진 (홍익대학교 석사과정생 / 국제 갤러리 전시팀, 대한민국)
제환정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대한민국)

제프 풀린 (크리에이티브 제너레이션 전무이사, 미국)

심지영 (홍익대학교 조교수, 대한민국)

김유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생, 대한민국) / 박소정 (이화여자대학교 조교수, 대한민국)
숀 코르코란 (퀸스 대학교 박사과정생, 캐나다) / 벤저민 볼든 (퀸스 대학교 부교수, 캐나다)

장수혜 (책누나프로젝트 대표, 대한민국)

공윤지 (프리랜서 문화예술교육사, 대한민국)

이현정 (지아정원 대표 /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생, 대한민국)

과도기를 이어주다: 예술교육이 성인으로 가기 전의 아이들을
모더레이터 장웅조 (홍익대학교 부교수, 대한민국)

에밀리 맥밀런 (퀸스 대학교 석사과정생, 캐나다)

루스 렌츠러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교수, 호주)

남한 청소년과 탈북 청소년의 공존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미술

뉴 노멀 청소년에게 그림책으로 질문던지기

05:2506:25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 정회원 /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에를랑겐-뉘른베르크 대학교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체어 의장, 독일)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케냐 대학 학생들의 발산, 완화,
포용적 실천을 위한 인형극의 마술 같은 힘

02:1003:40

발제자

배성종 (예술 강사, 대한민국)

최영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미래교육팀 팀장, 대한민국)
김인설 (가톨릭대학교 부교수, 대한민국)
보와 렁 (홍콩 교육 대학교 교수,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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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 2
13:00-13:40

예술교육의 과제로서의
“문화적 회복력”과
“미적 회복력”
: 문화적 지속가능성
교육론을 위한 회복
개념에 대한 범위와 한계
문화예술교육의 세계를 새롭게 이해하고 만들어가는
능력과 창조적으로 대안적 시각을 정립하는 힘은
세계가 회복되는 데 필수적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이
회복에 기여하는 방안을 그 고유한 가능성으로부터
모색합니다.

예술교육의 과제로서의 "문화적 회복력"과 "미적 회복력"
: 문화적 지속가능성 교육론을 위한 회복 개념에 대한 범위와 한계
"Cultural Resilience" and "Aesthetic Resilience" as a Task of Arts Education?
: Scope and Limits of the Resilience Concept for a Pedagogy of Cultural
Sustainability
베냐민 외리센 (Benjamin Jörissen) / 독일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 정회원 /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에를랑겐-뉘른베르크 대학교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체어 의장

회복력은 특히 위기 상황에서 추구하게 되는 능력으로, 개인, 공동체, 국가, 심지어 인류세 이후 인류의 회복력 또한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심리학, 교육, 사회학, 경제학, 자연과학(예: 지리, 생태, 생물학)과 기술과학(예: 건축, 컴퓨터 공학,

재료 과학)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다. 회복력은 개인, 단체(예: 커뮤니티)와 전체 시스템(예: 사회)과도 연결될

수 있다. 교육적 측면에서 회복력이 개별 학습 과정뿐만 아니라 집단 학습 과정과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정
형태의 학습 과정과 접목될 수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는 회복력의 개념이 한 사회가 경제, 생태, 문화적인 차원에서 여러 변화에 노출되는 시기에 특히 중요하게 자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속가능한 변화라는 목표와 같이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학습 과정을 구축하고 형성하는

것이 개별적 교육 개념보다 더 적합할 수 있다. 여기에 문화교육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 본 연구는
광범위하게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문화적 회복력”과 “미적 회복력”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발표는 문화예술교육이 회복력 형성에 미치는 특정적 영향은 문화예술교육의 고유한 잠재력이 펼쳐지는 곳에서
추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한 편으로는 문화유산과 다면적이고 집약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활발한 미적, 예술적 감각으로 현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다양하고 대안적인 세계관이 혁신과 기회를

위한 공간으로 안내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평가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Brown, 2015, p. 117) 대안적 관점과
세계를 이해하고 형성하는 새로운 방법을 창의적으로 설계하는 능력은 회복력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발제자

모더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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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냐민 외리센 (Benjamin Jörissen) / 독일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 정회원 /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에를랑겐-뉘른베르크 대학교 유네스코 문화예술
교육 체어 의장

타냐 클레패키 (Tanja Klepacki) /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에를랑겐-뉘른베르크 대학교 유네스코 문화예술
교육 체어 선임 연구원

있겠다.

베냐민 외리센(BenjaminJörissen)/독일

베냐민은 문화와 미학을 중점으로 교육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에를랑겐뉘른베르크 대학교에서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체어 의장을 맡고 있다. 또한 베냐민은 유럽 과학 예술
아카데미와 독일 예술 문화 교육 협회의 회원이다. 그의 연구는 특히 유네스코와 관련된 문제들과
포스트 디지털 문화에서의 교육의 변혁과 관련하여, 교육 이론과 문화, 예술, 미학 교육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베냐민은 독일 연방교육연구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메타 프로젝트
“예술과 문화 교육의 디지털화”와 같은 예술교육의 디지털화에 관한 몇 가지 주요 경험적 연구에
기반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최근 출판된 책과 향후 출판될 책은『변환 스펙트럼: 예술교육연구와
문화역학(2018),『문화교육의 디지털화에 관한 연구(2019)』(공저),『변혁의 미학. 예술교육연구와
문화적 지속가능성의 도전』(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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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레이터

세션 5

13:40-15:10

교실 속의 예술

타냐 클레패키 (Tanja Klepacki) /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에를랑겐-뉘른베르크 대학교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체어 선임 연구원

팬데믹 상황 속에서 위기에 놓인 학교 및 학생들이
예술교육을 통해 회복되고, 다양한 예술 분과
교육들이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할 수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에를랑겐-뉘른베르크 대학교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체어 선임
연구원이며 뉘른베르크에 있는 학교연극 및 연극교육학회의 이사를 맡고 있다. 주요
분야는 문화 및 미학 교육 이론 및 실증 연구다. 2020년 12월부터 시작한 상호 심사, 오픈
액세스 기반의 『문화, 미학, 예술교육 분야의 국제 연구 저널』을 이끌고 있다.

토론자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모더레이터

글로리아 자파타 (Gloria P. Zapata) / 콜롬비아

후안 코르파스 대학재단 및 보고타 지역 대학교 유네스코 체어

네릴 지네렛 (Neryl Jeanneret) / 호주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에른스트 바그너 (Ernst Wagner) / 독일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 명예회원 /
뮌헨 미술원 선임연구원

치후 럼 (Chee-Hoo Lum) / 싱가포르

난양 공과대학교 부교수

발제자

벤저민 볼든 (Benjamin Bolden) / 캐나다
퀸스 대학교 부교수

메리 클레어 키덴다 (Mary Clare Kidenda) / 케냐
케냐 공과대학교 학과장

에밀리 맥밀런 (Emily MacMillan) / 캐나다
퀸스 대학교 석사과정생

홍지혜 (Jihea Hong-Park) / 미국
브리검 영 대학교 부교수

에밀리 윌슨 (Emily Wilson) / 호주
멜버른 대학교 조교수

네릴 지네렛 (Neryl Jeanneret) / 호주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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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레이터

벤저민 볼든 (Benjamin Bolden) / 캐나다
퀸스 대학교 부교수

음악 교육자이자 작곡가이며, 캐나다 퀸스 대학교 교육학부의 부교수이자 유네스코 예술
및 학습 위원장이다. 그의 연구 관심사는 예술교육, 음악교육, 작곡의 교육과 학습, 창의성,
예술 기반 연구, 사범교육, 교사 지식, 교사의 전문 학습이다. 그의 연구는 교육 리뷰, 교육과
교사 교육 저널, 음악 교육 연구 저널, 음악 교육가 저널을 포함한 저널에 발간되었다. 벤은
교사로서 캐나다, 영국, 대만의 중등 학생, 대학생들과 함께 일해왔다. 벤은 캐나다 음악
센터(CMC)의 부 작곡가이며, 그의 작품들은 다양한 프로와 아마추어 공연 앙상블에 의해
연주되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케냐 대학 학생들의 발산,
완화, 성찰, 그리고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미술 치료 사용
The use of Art therapy to facilitate the release, relief, reflection and
restoration of students in Kenyan Universit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메리 클레어 키덴다 (Mary Clare Kidenda) / 케냐
케냐 공과대학교 학과장

케냐에서는 인간의 권리로서 기초교육을 보장한다. 헌법 제41조에 “케냐의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코로나는 전세계, 특히 케냐의 교육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고, 학생,
교사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계속되는 휴교, 자택 격리와 효과적이고 접근성 높은 비대면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케냐의 상황이 교사와 학생들 모두에게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동시에, 팬데믹 시대 만연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켜줄 창의적이고 새로운
시각예술치료를 위한 창의성, 재해석, 혁신의 시급함이 드러나기도 했다.

본 논문은 2차 데이터를 바탕으로 코로나의 여파와 그를 극복하기 위해 케냐 교육계에서 시각예술치료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를 이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학생들의 대응을 돕는 창조적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안한다. 시각예술치료는 희망을 심어주고, 표현을 독려하며 영감을 준다.
대면 환경, 온라인 환경 모두에서 시각적 요소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창의적 재능을 발견하고 각자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을 소통하는 치유 수단으로서 활용된다. 학생들은 정신 건강을 개선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통제권을 회복한다. 그림, 조각, 세라믹, 섬유
작업을 배우는 일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작은 성취감이 긍정적인 자세를 키워줄 수 있다. 케냐 교육
기관의 사례를 통해 코로나의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응해 다양한 감정을 표출하는 매체로서 시각예술의
활용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케냐 공과대학교의 사례 연구를 살펴본다.

메리 클레어 키덴다 (Mary Clare Kidenda) / 케냐

영국 코번트리 대학교에서 디자인 및 시각 예술 박사학위를, 나이로비 대학교에서 디자인 예술
석사학위를 받았고, 케냐타 대학교에서 예술교육 학사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상원 의원, 학교 교무
위원회 그리고 현재 케냐 공과대학교의 디자인 및 창조 미디어 학부, 창조 예술 학교 및 미디어 기술
학부의 팀장이다. 메리는 위 부서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고 있으며, 전국의 여러 예술 디자인 부서를
설립하고 이끌고 있다. 케냐 디자인 협회(DeSK)와 아프리카 연구 예술 위원회(ACASA)의 회원이자
시각 문화 탐구 전문가 패널의 회원이며『아프리카의 시각 문화』
라는 책의 편집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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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실천을 위한 인형극의 마술 같은 힘
The Magic within Puppetry for Inclusive Practices
에밀리 맥밀런 (Emily MacMillan) / 캐나다
퀸스 대학교 석사과정생

현재 실습생으로서, 장애를 가진 교내 학생들을 포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봐왔다. 보조 교사와

개별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잠재력 개발과 학업적 성취를 돕고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 발달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교실 또는 운동장에서 진정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물다. 교사들이 아무리 친절하게 대한다고 해도, 쉬는 시간 말 걸어줄 친구를
간절히 바란다. 그들이 무엇보다 필요로 하는 것은 한 명의 일원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참된
우정을 쌓는 것이다. 본 발제에서는, 인형극을 통해 어떻게 학우들 간의 포용력을 키우고, 비장애 학생과

발달 장애 학생 간 진정한 우정을 쌓을 수 있는지를 공유해 보고자 한다. 현재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인형 만들기와 인형을 통한 의사소통이 친구관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인형극 시연을 통해 워크숍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 결과를 간략히 소개하고, 참석자들을
초청해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활동을 통해 인형극의 마법 같은 힘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또한, 가상 교실을 포함한 오늘날의 가상 플랫폼에서 인형극을 통해 포용력을 높이는 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매일매일 친구들과 너무도 어울리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만나지만, 음소거 해제 버튼,

불안정한 인터넷, 사회적 거리 등이 이를 더 어렵게 만든다. 화면을 넘어 인형극을 확장시키는 방법과 모든

학생들과 공동체를 위한 포용과 통합을 논의하고자 한다. 초등 교사들을 위해 만든 워크숍 프로그램은
비장애 학생들과 발달 장애 학생들 간의 진정한 우정과 포용성을 키워주는데 있어 인형극의 역할을
조명하고자 기획되었다.

에밀리 맥밀런 (Emily MacMillan) / 캐나다

에밀리는 퀸스 대학교의 단 연극 음악학교를 졸업했다. 현재 캐나다 온타리오주 퀸스 대학교 교육학
석사과정 1학년생이며, 초등학교 5학년까지 가르쳐 본 실습생이다. 에밀리의 연구에는 인형극 예술이
교실 내 포용성을 키우는데 어떻게 기초가 될 수 있는지, 특히 신경이 예민한 학생과 발달 장애가 있는
학생 사이에서 진정한 우정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교육자를 위한 워크숍을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인형극이 화면을 넘어서 확장될 수 있고, 플랫폼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포용성과
교실 커뮤니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워크숍은 온라인이나 대면 수업으로 직접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에밀리의 프레젠테이션에는 '포용적 실천을 위한 인형극의 마술 같은 힘'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며, 이 프리젠테이션에 참여한 관객들 각자가 이 마법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경험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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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교실에서 다양성과 문화적 대의의 필요성:
실용적인 전략과 그 실행

The Necessity of Cultural Representation in Music Classrooms:
Practical Strategies and Their Implementation
홍지혜 (Jihea Hong-Park) / 미국
브리검 영 대학교 부교수

지속적인 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아는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글로벌 세계의 시민이자 작가이자

교육자로서 우리는 작업을 통해 이 시대를 대변할 책임이 있다. 최근 몇 년이 되어서야 사회적 다양성,
평등, 포용성을 이해하고 다루는 중요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미래 음악 관객을 위해서는 창조적이고
포괄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다양성과 문화적 대의이라는 개념을 교실과 공연장에서 선보일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야만 한다.

본 논문이 탐구하는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음악이 어떻게 상호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가? 점차
심화되는 사회적 다양성과 평등의 문제에 대해 음악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영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창조적인 대처 방안을 촉진, 뒷받침할 수 있는가? 왜 다양성과 문화적 대의가 21세기 예술교육에서
핵심적인 요소인가? 다양한 학제를 아우를 수 있는 실천 전략, 접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뉴욕필하모닉의 전 예술교육실천가이자 15년간 활동한 뉴욕 공립학교 교사, 그리고 현재 음악 고등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예술교육 안에서 문화적 대의의 힘과 필요성을 목격해왔다. 본 논문
발제를 통해 개인의 경험을 비롯해 각종 문헌, 자료, 전문가 인터뷰를 공유하고자 한다.

홍지혜 (Jihea Hong-Park) / 미국

현재 미국 전역과 세계 곳곳에서 연주자, 교육자, 그리고 티칭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뉴욕 카네기홀의 와일 리사이틀홀과 젠켈홀, 링컨센터, 머킨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일본 도쿄
음대, 코메 에콜마 홀, 그리고 한국의 인천 예술문화센터 등지에서 연주를 하였다. 현재 미국 브리검
영 대학 피아노과 부교수로 교직 중이며 이전 줄리아드 음대 야간 학부 교수진과 뉴욕 필하모닉 수석
티칭 아티스트를 역임하였다. 그녀는 국제예술교육실천가대회 (ITAC5), 대학 음악 협회 콘퍼런스, 성
루크 청소년 오케스트라, 뉴욕시 교육청 등에서 학회 발표를 하였으며 올여름에는 2021 건반교육학
컨퍼런스에서 강연 초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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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디지털 예술로
협업하기

세션 6

15:10-16:40

예술 참여

Facilitating Student Voice and Collaboration with Digital Arts in
2020
에밀리 윌슨 (Emily Wilson) / 호주

멜버른 대학교 조교수

네릴 지네렛 (Neryl Jeanneret) / 호주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예술교육이 오늘날의 위기에 대항하여 지역 사회가
창조적으로 대응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러운 온라인 학습 및 교육으로의 전환은 여러 어려움을 야기했지만,

예술교육자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기회와 결과를 제공하기도 했다. 디지털 음악 기술 도구를 사용한
창작은, 최근 몇 년 동안 학교에서 인기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기간 동안
학생들을 연결하고 협업을 지원하는데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사, 아동, 예술’은 멀티미디어를

통해 아동의 이야기 창작에 초점을 두는 학부 과목 중 하나이다. 우리가 늘 가르치던 방식의 대면
실기지도와 아트 스튜디오 활용이 어려워졌고, 수업이나 프로젝트 수행 방식이 디지털화되었다. 본 연구는
음악 교육자로서 수행한 자체 협력 연구 프로젝트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바탕으로 구상되었다. 우리는

디지털 요소를 사용하여 어떻게 창의성과 협업을 촉진할 수 있나? 우리는 다양한 학과와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부 통합 예술 과목에서 동시적, 혹은 비동시적 활동을 통해 발현된 팀 티칭방식의

예술교육, 그 중에서도 음악수업을 진행한 2020년도의 경험을 살펴본다. 음악 수업의 결과물로 제작된

모더레이터

사운드트랙과 더불어 학생들이 보여준 열정과 순수한 기쁨은 주목할 만했다. 우리는 학생들의 목소리와
결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디지털 음악 협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해 비전문 음악가들도
긍정적인 결과물을 창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발제자

신혜선 (Hyesun Shin) / 대한민국
위컬쳐 리서치&컨설팅 대표

레베카 칸 (Rebecca Kan) / 싱가포르
난양 순수 예술 아카데미 부총장

푸 세이 밍 (Foo Say Ming) / 싱가포르
난양 순수 예술 아카데미 학장

탄 젱 수안 (Tan Jeng Suan) / 싱가포르

난양 순수 예술 아카데미 조교

정혜연 (Hyeyoun Chung) / 대한민국
에밀리 윌슨 (Emily Wilson) / 호주

에밀리 윌슨은 멜버른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음악 교육 조교수다. 그녀의 연구 관심사로는 음악 교육
교육학, 학생 참여, 비공식 및 공식 음악 학습의 융합, 일대일 음악 교육학 등이 있다.

네릴 지네렛 (Neryl Jeanneret) / 호주

네릴 지네렛은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의 간사이자 멜버른
교육대학원(Melbourn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의 유네스코 예술 연구소 공동 책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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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조교수

성효진 (Hyojin Sung) / 대한민국

홍익대학교 석사과정생 / 국제 갤러리 전시팀

제환정 (Hwan Jung Jae) / 대한민국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제프 풀린 (Jeff Poulin) / 미국
크리에이티브 제너레이션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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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레이터

서비스러닝의 네러티브: 난양 예술 아카데미 사례 연구

Narratives of Service Learning: a Case Study at Nanyang Academy of Fine Arts

신혜선 (Hyesun Shin) / 대한민국

레베카 칸 (Rebecca Kan) / 싱가포르

현재 위컬쳐 리서치&컨설팅의 대표이자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강사로 활동 중이다. 문화예술교육, 국제문화교류, 문화정책, 예술경영을 중심으로 연구 및
강의하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문화정책·예술경영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책임 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 우리 삶 속의 예술과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인간 사이에 그리고 사회 간 관계에 어떠한 기여와 영향을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고 있다.

실험적 교육의 한 형태로서 봉사 학습은 교육과정과 봉사 활동을 결합시킨다(프레라도비치, 2015). 이 연구는 고등

위컬쳐 리서치&컨설팅 대표

푸 세이 밍 (Foo Say Ming) / 싱가포르

난양 예술 아카데미 부총장
난양 예술 아카데미 학장

탄 젱 수안 (Tan Jeng Suan) / 싱가포르

난양 예술 아카데미 조교

음악 교육 학생이자 전문 음악가들의 봉사학습을 연구하고자 이들의 스튜디오 밖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살펴본다.

Kaye(2004)의 탐구, 준비, 활동, 성찰, 시연 모델은 싱가포르 난양 예술 아카데미와 코타키나발루 사바의 제설턴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합동프로젝트를 통해 운영되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상호 파트너십이 토착 커뮤니티들에게 귀중한 자산이 되는 예술 기반의 경험 학습을
제안한다(버턴과 레이놀즈, 2009). 사전 및 사후 조사를 통한 질적 연구와 학생들의 성찰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파
트너십이 성찰적 활동, 연구 습관, 열린 대화를 통한 호혜성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밝힌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 악기 수업, 국가간 공동체 협업, 비공식 교육 등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를 다룬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학생들에게서 개인적인 기량의 성장, 시민으로서의 책임감 강화, 공동체에 대한 기여를 경험했음이

나타났다. 수혜를 주고, 받은 양자 모두 취한 것이 있었지만, 봉사학습 참여를 통해 봉사와 환원, 음악에 대해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예술직업을 통한 배움에 대해 공동체로 하여금 숙고하도록 하는
효과는 매우 분명했다. 예술과 전문 학습에서의 성장, 공동체 환원, 포스트 팬데믹 시대 사회적, 문화적 과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공동체 구성 등 특정 분야를 위한 봉사학습 틀의 개발을 위해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레베카 칸 (Rebecca Kan) / 싱가포르

예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 열정적이며, 특히 전문 교육과 시그니처 교육학, 그리고 이 분야 사이에
놓여 있는 모든 것에 열정적이다. 교육연구부 차장 자격으로 고등예술교육의 질을 높이는 연구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주도하며, 음악학교 수석 강사, 싱가포르 사회과학대학(SUSS)에서 겸임 강사
등을 맡아 성인 학습자들과 함께 음악적 이정표를 감상하는 예술을 준비한다.

푸 세이 밍 (Foo Say Ming) / 싱가포르

싱가포르 음악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싱가포르 교향악단에서 제1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한 것과 별개로, 영국 런던 왕립음악대학(RCM)과 함께 음악공연과 음악교육 학위 과정을 개설한
난양 예술 아카데미에서 현악학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탄 젱 수안 (Tan Jeng Suan) / 싱가포르

난양 예술 아카데미 피아노 연주과 4학년으로, 현재 폴 량 박사의 지도 아래, 학교 콘서트에서
솔리스트이자 실내악가로 공연을 해왔다. 학생 연구 조교로서 교육학 연구부, 학술 사무소와 함께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왔다. 전통 음악 시스템에 대한 보완적 학습 방법으로 사회 문화 학습의
가능성을 탐구하려고 하며, 다른 연구 관심사는 영유아를 위한 음악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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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관람 시대에 참여와 공유를 실천하는 박물관/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팬데믹 이후의 온라인 문화예술교육은 어떻게
예술교육가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가

성효진 (Hyojin Sung) / 대한민국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정혜연 (Hyeyoun Chung) / 대한민국

홍익대학교 조교수

홍익대학교 석사과정생 / 국제 갤러리 전시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전 세계의 대부분의 박물관/미술관이 물리적 접근 불가 혹은 제한이라는 상황을 맞이하고,

박물관/미술관은 온라인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많은 전시를 온라인으로 개관하였다. 결과 중대형 박물관/
미술관의 온라인 방문객은 과거보다 5배 이상, 루브르 박물관의 경우는 하루 온라인 접속자가 과거보다 10배 이상
증가하였다(Grant, 2020).

최근 급속히 만들어진 온라인 콘텐츠 중에는 과거의 전시 혹은 명화를 큐레이터가 설명하는 대로 관람객에게 지식적

흡수를 유도하거나, 일차적이고 감각적 반응만을 유도하는 것도 많다. 박물관의 유물, 특히 예술 작품에 대한 온라인
교육 활동은 작품의 아우라를 전달하지 못하고, 온라인 방송화는 참여와 공유의 정도에서도 단순히 “해시태그”나

“좋아요”를 누르는 것과 같은 즉각적 반응에 그치기도 한다. 온라인 교육 활동은 오프라인 교육 활동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박물관/미술관 활동 참여자를 관심과 현 상황에 대해 변화 가능한 집단으로 인식해야 하고 그들의 삶에서의
의미를 만드는 활동이어야 한다.

제환정 (Hwan Jung Jae) / 대한민국

팬데믹이 시작된 후,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역시 집합과 대면의 제한을 받으며 상당 부분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다. 예술교육의 창작과 향유의 과정에서 접촉과 집합은 주요한 선제조건이었으나, 이러한 급격한

전환은 예술교육자에게 물리적인 제약은 물론, 미학적, 교육적, 윤리적인 측면에까지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발제는 온라인 예술교육이 어떻게 예술교육가의 활동과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가를 탐색해보며,
아래의 질문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 예
 술교육가들은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예술교육활동의 현장성(Liveness)을 재구성하는가.

둘째, 온라인의 전환에서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을 돕기 위해 고안된 물성(키트 등)은 예술교육자의
소통방식과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셋째, 기
 존의 문화예술교육의 지향가치들이 재고되는 동안, 온라인 공간에서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다시 말해 박물관/미술관 이용자들이 박물관과 온라인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것을 이해하고 소통의
수단과 기회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관람객이 창조해내는 소장품의 다양한 관점의 내러티브적 해석이 가능해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관점은 지역사회 혹은 작은 규모의 집단으로 공유되어야 한다(Harris and McGiven, 2020). 이러한

공유와 참여의 성격은 저절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미술관 내부자가 참여적 문화 기관임을 인지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방문객이 자신의 의미를 만들고 그 생각을 공유하고 연결되는 온라인 활동은 설계해야만 가능하다.

본 발표는 2020년 2학기 H 대학교의 박물관/미술관 교육연구 2의 수업에서 예비 박물관/미술관 교육자가 미술관의 과거
혹은 현재 전시를 온라인 교육 활동을 제작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기반으로 한다. 박물관/미술관 교육 연구 2 수업의

이론적 기반과 사례 연구를 통해, (예비/현직)박물관/미술관 교육자인 수업참여자가 온라인 교육프그램을 개발한 사례가
소개될 것이다. 참여적 성격의 박물관/미술관의 온라인 교육활동 설계의 기반과 실제 설계 과정이 설명될 것이다.

정혜연 (Hyeyoun Chung) / 대한민국

본 발표의 자료인 박물관/미술관 교육연구 1, 2 담당 교수로,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
교수이다. 홍익대 회화과 및 동대학원 졸업하고, 컬럼비아 대학교 예술경영학 석사, 미술교육학
박사(미술관 교육 세부 전공)이다. 박물관/미술관 자문 및 교육프로그램 평가를 하고 있다.

성효진 (Hyojin Sung) / 대한민국

박물관/미술관 교육연구 2 참여자로 서강대학교 영문과 졸업, 홍익대학교 미술교육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미술관교육팀 서포터즈로 참여한 바 있으며, 미술품 경매회사
케이옥션을 거쳐 현재 국제갤러리 전시팀에 근무 중이다. 옥션과 상업화랑, 그리고 미술관 교육팀까지
다양한 분야에 속하며 대중의 예술 참여활동에 대한 활발한 연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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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환정 (Hwan Jung Jae) / 대한민국

“모든 인간은 무용수”라는 믿음으로 춤과 춤추는 인간을 독려하고 탐구하며, 세상 구석구석 예술이
있기를 도모하고 있다. 예술교육자, 창작자, 저자로 학교, 병원, 무용단 등 춤이 필요한 곳에서 활동
중이다. 템플 대학교에서 무용 박사학위를 받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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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세대(Creative Generation)와 2020년 위기 속
예술교육의 혁신

세션 7

15:10-16:40

다양성&문화적 대의

The Creative Generation and Arts Education Innovations through the
Crises of 2020
제프 풀린 (Jeff Poulin) / 미국
크리에이티브 제너레이션 전무이사

예술교육을 통해 사회에서 소외된 주체들을 드러내고
이들의 목소리를 발굴하며, 이 과정을 통해 사회를
더욱 다양하고 포용적인 공동체로 이루는 과정을

본 연구는 2019년부터 2020년에 걸쳐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변화에 주목한 젊은 세대들의 예술기반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기록했다. ‘창의 세대(Creative Generation)’로 불리는 이 젊은 크리에이터들은 전례
없는 난관이 산적했던 2020년, 각종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 각각

3월(5, 7월)과

모색합니다.

11월에

진행된 두 연구는 세계적인 보건 위기, 경제 침체 그리고 흑인 공동체에 대한 폭력이 촉발시킨 시위와
같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청년 창작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 미국의 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이 경험한 급진적

변화와 전략적 혁신을 다룬다. 본 논문은 ‘창의 세대’의 언어를 통해 두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위기 속
혁신을 위한 8개의 경로를 제시한다. 공동체 발전과 사회 통합이라는 목표, 그리고 청년에 초점을 맞춰 각
기관들이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도출하기 위해 미래 교육적 접근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창의 세대(Creative Generation)’와 사회성에 주목해 젊은 세대의 창조적 힘을 키우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제공하고, 2020년 미국에서 일어난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예술교육계의 대응을

모더레이터

살펴보며, 202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가치를 유지하면서 미래의 위기들에 대비하기 위한 문화예술의
미래 시나리오를 탐구한다.

제프 풀린 (Jeff Poulin) / 미국

제프 폴린은 미국의 교육자이자, 사회적 기업가, 비영리사업 행정가이다. 전 지구적 과제들을 위해
사회 정의를 바탕으로 한 지역 차원의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2019년, 젊은 크리에이터들의 사회 변혁
활동과 그들을 지원해주는 이들을 위해 크리에이티브 제너레이션(Creative Generation)을 설립,
이들에게 영감을 주거나 상호 연결을 도움으로써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힘쓰고 있다.
퍼포먼스 예술가, 예술교육실천가, 교육 연구가, 정책 및 예술 행정가로 10년 이상 활동한
폴린은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예술교육연맹/유네스코, 라이브네이션(LiveNation), 미국
아트플레이스(ArtPlace America), 예술을 위한 미국인 연합(Americans for the Arts), 아일랜드
교육부, 정치 캠페인, 각종재단, 지역 비영리기관 등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문화 정책 및 교육 관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분야의 선구자로서, 폴린은 집필, 지원 사업 심사, 연구 패널로도 활동한다. 세계청년포럼(World
Youth Forum), 세계문화예술포럼(World Summit on Arts & Culture), 미국 교육부, 미국 교육 연구
연합(American Educationa Research Association), 300개 이상의 예술교육 모임 등에서 연사로
초청받았다.
폴린은 메인주의 포틀랜드 출신인 폴린은 오클라호마 주립 대학교, 더블린 대학교, 글래스고
대학교에서 예술 경영, 문화 정책, 교육으로 학위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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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후 럼 (Chee-Hoo Lum) / 싱가포르
난양 공과대학교 부교수

싱가포르 난양 공과대학교 국립교육원 영상공연학그룹( NIE )의 음악교육학과
부교수이자 동대학 교육예술연구센터(CARE)의 코디네이터이며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의 회원이다. 치후의 연구 관심사는 정체성,
문화적 다양성 및 다문화주의, 음악 교육에서의 기술과 세계화, 아이들의 음악 문화,
창의성과 즉흥성, 그리고 초등 음악 방법 등이다. 그는 현재 음악교육연구저널(JRME),
음악교육연구조사(RSME), 영유아를 위한 국제음악저널(IJMEC)의 편집위원이다.

위기 속의 예술: 불평등 사례

Arts in Time of Crisis: The Case of Inequality
루스 렌츠러 (Ruth Rentschler) / 호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교수

소외된 집단을 대변하기 위해 예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창조 산업이 약화되고,

소외 집단에 대한 인식과 지역 사회에 있어서 이들이 행하는 예술적 기여가 훼손되었다. 중국이 코로나의
진원지라는 인식으로 인해 고통받는 중국계 호주인들, 지속적인 봉쇄로 인해 여러 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장애 예술인들, 직업이 사라져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이들 등 무수히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예술계에서 제대로 대변되지 못하고, 프로젝트 계약을 기반으로 한 위태로운 고용 상태는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해 더 악화되었고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세계에서 이들이 커리어를 쌓는 것의

시급함과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호주예술위원회(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문화장관위원회(Cultural Minister’s Council)와 같은 기관의 장애 예술인을 위한 우선순위를 가진다. '경로의

구축: 장애 예술인 통찰(오스트레일리아 연방 2018, p2)'에서 이들 장애 예술인들은 그들의 ‘특별한 관점과 삶의

경험’을 통해 ‘강력한 표현, 창조성, 스토리텔링’을 제공하는 ‘호주 문화예술의 중요한 기여자’들로 규정된다.

그러나 호주예술위원회 예술 예산 중 이들을 위해 배정된 것은 1%도 되지 않는다. 이는 정책과 예술교육
프로그램 측면에서 이들 받는 대우를 여실히 보여준다. 본 프로젝트는 개인 역량에 맞춰 장애 예술인들이

급변하는 미래에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대비하는 대면 및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고찰한다. 미래
사회에서 예술은 새로운 방식으로 향유되며 이를 위한 예술 커리어를 고민해야 한다. 대학 내 학자, 장애와
예술을 다루는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위기의 시대 장애 예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루스 렌츠러 (Ruth Rentschler) / 호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경영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녀는 예술과 문화의 맥락에서
경영학자, 연구자로서 국제적 인지도를 발전시키면서 우수한 국내 및 국제 보조금, 우수한 저널 출판물,
그리고 국내외 연구팀을 이끌면서 연구 우수성을 입증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있다.
그녀는 오스트레일리아 댄스 시어터 현대 무용단의 이사회 부의장이자 장애 연극 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그녀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부총장상, 최우수 박사 슈퍼바이저 상, 커팅 레드 테이프상과 교육,
예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호주 훈장 등 다양한 영예와 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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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BTQ의 역사를 옹호하는 박물관들
심지영 (Ji-young Shim) / 대한민국
홍익대학교 조교수

LGBTQ(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stioning or Queer) 커뮤니티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

새로운 차원의 관심이 집중되고, 진보적인 LGBTQ 예술가들과 단체들은 기업가를 향해 그들의 권리와
신념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LGBTQ의 역사는 다양한 개인과 문화의 권력과 투쟁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제도권’의 국내 박물관과 미술계는 현재까지 LGBTQ 문제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대중적인 사안보다 논란이 많은 이슈를 다루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뿌리 깊은 이데올로기의 사례들의 경우엔 더욱더 그렇다. 본 연구는 주류

관람객에게만 어필하는 안전하고 ‘잘 만들어진’ 전시를 지양함으로써 미국의 주류 미술관이 LGBTQ를
주제로 한 전시를 둘러싼 다양한 관점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고, LGBTQ 이슈와 관련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일부 장소에서만 특정 논란이 되어온 미술 기관의 대표적인 사례를 분석한다. 소개되는
사건은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학자와 대중 사이에서 전시 자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종교와 정치적 실체, 통제를 둘러싼 논의를 점차 대중적으로 확산시킨 바 있다. 미술관이 화제의 전시를

개최하면서 직면했던 주요 문제들을 분석하면서, 재개념화된 미술관의 역할과 교육학적 논쟁과의

연관성을 탐구한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제도권 미술계가 창의적이고 상호작용적인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위치에 있음을 상기시키며, 이를 통해 투박하거나 어설픈 방법으로 다른 문화권 사이에
존재하는 민감한 문제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지양하되,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다양한 관점과 새로운
접근방식을 통해 대중을 이해시키고 교육할만한 관점이 있음을 하나의 로드맵으로 제시한다.

남한 청소년과 탈북 청소년의 공존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미술 프로젝트의 현상학적 연구
김유리 (Yuri Kim) / 대한민국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생

박소정 (Sojung Park) / 대한민국

이화여자대학교 조교수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Martin Buber)는 ‘관계’의 본질에 대해 나(I), 너(Thou), 그리고 우리(We)는

동등한 대화 안에서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된 존재이며, 각각의 진실된 실존을 위해 공존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나와 다른 타인과의 공존은 도전이 따르며, 특히 서로의 문화적 차이가

클수록 공존은 어려워지게 된다. 우리는 ‘공존’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이 국내외적으로 시급한 이 시기에,

역사적,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남한 청소년과 탈북 청소년이 지역사회 기반
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어떻게 공존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지, 그 현상을 치유적 관점에서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은 남한 청소년 2명과 탈북 청소년 6명이며,
이들은 한 학기 동안 방과 후 프로그램 수업에서 진행된 ‘마을 만들기’라는 상징적인 공동 미술 작업을

함께 완성하였다. 그 결과, 참여 학생들의 경험은 3개의 현상을 담은 상위 주제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익숙한 나를 새롭게 바라봄,’ ‘나를 정의함으로 타인을 이해함,’ ‘조율과 타협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감’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는 학회에 참여하는, 인류의 공존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공유하는 예술가와 티칭
아티스트, 미술치료사 및 그와 연결된 분야의 모든 전문가들에게 (1) 미술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공존을 이루어가는 생생한 사례를 제공하고, (2) 공동체 속 인간의 실존을 위한 예술의 치유적 역할에 관해

고민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3) 실존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공동체의 의미와 공존을 돕는 예술가의
행동에 관해 토론할 것이다.

김유리 (Yuri Kim) / 대한민국
심지영 (Ji-young Shim) / 대한민국

현재 홍익대학교 미술교육학과의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제미술교육학회, 한국문화교육학회,
한국관광학회(외식분과) 등의 이사직을 역임하고 있다.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석사학위, 이화여자대학교 학사·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내외에서 수석
큐레이터, 문화예술교육자로 활동하였고 주요 분야로는 박물관·미술관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지역적
요인에 따른 논쟁적 예술 및 전시와 소통전략, 소외 계층을 위한 예술과 교육의 통합적 접근법 등
다양한 교육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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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융합미술치료학 전공 박사과정생으로 10년 이상의 아동 미술
교육 경력이 있다. 예술교육가로 활동하다가 예술의 치유적 힘에 대한 믿음으로 미술치료사가
되었다. 미술치료 활동 분야로는, 남한 청소년과 탈북청소년의 공존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젝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치유 프로젝트 등이 있다.

박소정 (Sojung Park) / 대한민국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치료교육전공의 조교수로, 조형예술대학 박사과정 융합미술치료학
전공의 겸임교원으로도 재직 중이다. 박소정 교수는 미국미술치료학회 공인미술치료사이자 미국
뉴욕 주정부 공인 예술치료사이며, 미국의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에서 미술치료 석사학위를, 레슬리
대학교에서 표현예술치료로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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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무대: 캐나다 엘 시스테마(El Sistema)가
코로나에 응답하다

Silent Stages: Canadian El Sistema Programs’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숀 코르코란 (Sean Corcoran) / 캐나다

퀸스 대학교 박사과정생

벤저민 볼든 (Benjamin Bolden) / 캐나다

퀸스 대학교 부교수

지난 10년 동안 엘 시스테마와 엘 시스테마에서 영감을 받은 프로그램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음악 교육 및 사회적 복지 이니셔티브로 점차 확장되었다(Corcoran, 2021;

Govias, 2014; Morin, 2014). 프로그램의 지지자들은 사회적, 정서적 성장(Alemán et al., 2017),

공동체 형성 및

소속감 증대(Merati et al., 2019), 학문적, 인지적 성장(Habibi et al., 2017)을 나타내는 연구를 주로 인용하곤
한다. 초기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19는 특히 사회적, 경제적 소외계층의 청소년들이 비대면 학습

환경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제약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UNESCO, 2020). 엘 시스테마
프로그램 또한 취약 계층의 참여도가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비대면으로 음악 교육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난관에 부딪혔다(Shaw, 2020).

본 연구는 캐나다 엘 시스테마와 엘 시스테마에서 영감을 받은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팬데믹에 대응하며

적응했는지 살펴보며,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의 아이들의 요구에 얼마만큼 교육자들이 효과적으로
부응한다고 느꼈는지 회고해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바탕으로 구상되었다: 팬데믹은 엘
시스테마의 프로그래밍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해당 질문에 대한 논의는 정성적 다중 사례 연구를 통해 살펴 본 12개의 엘 시스테마와 엘 시스테마에서
영감을 받은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진다.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각 프로그램에 소속된 한 명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 24건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수합되었다.

자료 결과를 토대로 확인된 주요 화두는 변화하는 음악 교육법, 사회적 커리큘럼의 중요성, 공동체 형성의
재개념화, 반인종차별주의 등이 있다. 또한 팬데믹은 캐나다 엘 시스테마 프로그램들의 조직적 재편을

촉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서구 중심의 음악을 사회변화의 수단으로 삼은 엘 시스테마의 역사적 교육
방법의 맥락 안에서 논의된 반인종차별주의와 탈식민화와 같은 주제는 식민주의, 백인 및 서구 우월주의,
음악적 “우수성”에 대한 어려운 논의를 촉발시켰다.

개요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엘 시스테마의 음악 교육 프로그램은 심각한 도전을 받았다. 본 연구는

캐나다의 엘 시스테마 프로그램이 팬데믹에 대응하며 적응한 사례를 프로그램의 교사와 관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탐구한다.

68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숀 코르코란 (Sean Corcoran) / 캐나다

숀은 퀸스 대학교 박사과정생으로 즉흥 연주와 음악교육, 모든 학생이 의미 있는 예술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 창출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예술가로서 숀은 연결의 본질을 탐구하며 여기에는 연주자들,
관객들, 그리고 배경이 있다. 최근, 숀은 알론조 킹 라인스 발레(Alonzo King's LINES Ballet)과 라인스
발레(LINES Ballet), 리도 피미엔타와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다.

벤저민 볼든 (Benjamin Bolden) / 캐나다

음악 교육자이자 작곡가이며, 캐나다 퀸스 대학교 교육학부의 부교수이자 유네스코 예술 및 학습
위원장이다. 그의 연구 관심사는 예술교육, 음악교육, 작곡의 교육과 학습, 창의성, 예술 기반 연구,
사범교육, 교사 지식, 교사의 전문 학습이다. 그의 연구는 교육 리뷰, 교육과 교사 교육 저널, 음악 교육
연구 저널, 음악 교육가 저널을 포함한 저널에 발간되었다. 벤은 교사로서 캐나다, 영국, 대만의 중등
학생, 대학생들과 함께 일해왔다. 벤은 캐나다 음악 센터(CMC)의 부 작곡가이며, 그의 작품들은 다양한
프로와 아마추어 공연 앙상블에 의해 연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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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8

16:40-18:25

현장사례연구 2
한국 문화예술교육 실천가・교육가・기관별 사례를 통해
예술교육의 위기를 창조적으로 돌파하는 방법과 사회
위기 해결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모더레이터

발제자

모더레이터

홍유진 (Yujin Hong) / 대한민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 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KACES)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
및 조사분석, 정책 및 기관 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추진해왔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학(문화사회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에서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에 관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의 교육기반본부장으로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 연수, 국제협력 등을 총괄하며,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추진단TF 팀장을 겸하고 있다.

홍유진 (Yujin Hong) / 대한민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 본부장

장수혜 (Soohye Jang) / 대한민국
책누나프로젝트 대표

공윤지 (Yunji Gong) / 대한민국
프리랜서 문화예술교육사

이현정 (Hyunjung Lee) / 대한민국

지아정원 대표 /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생

배성종 (Sungjong Bae) / 대한민국
예술 강사

최영희 (Younghee Choi) / 대한민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미래교육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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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문화예술교육의 실천: 책누나프로젝트의
기후위기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장수혜 (Soohye Jang) / 대한민국
책누나프로젝트 대표

코로나로 인해 빈민 계층이 위험에 처하면서 현 교육 체계의 맹점이 드러났다. 특히, 비대면수업으로 인해

사회적 문화예술교육이 난항을 겪고 기후변화, 다양성, 평등과 같은 현대 사회의 주제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 자원과 수단의 부족으로 인해 교육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코로나 시대 수업 준비

과정에 주목해 비대면 사회적 문화예술교육의 당면 과제를 분석하고 그 대응 방안을 고찰한다. 비영리
예술 독서 교육 단체인 책누나프로젝트와 서울의 사회복지관 및 학교 세 곳이 협업하여 연구를 지원했다.

문헌 조사, 자료 조사,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준비 과정에 대한 예술교육실천가, 예술 행정가, 정치 입안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장수혜 (Soohye Jang) / 대한민국

팬데믹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사각지대가 드러나며 사회적 배제와 포용의 관점에서 실천하는 포용적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포용적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과제를 살펴보고 그 실천의 사례로 서울 소재 지역아동센터와의 협력으로 수업을 운영 중인
비영리 예술·도서교육 기관, 책누나프로젝트의 ‘기후위기’에 대한 수업과정을 분석한다. 포괄적인
문헌검토, 수업기록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여 향후 비교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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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노멀 청소년에게 그림책으로 질문던지기
공윤지 (Yunji Gong) / 대한민국
프리랜서 문화예술교육사

모든 것이 멈춘 시대에도 청소년들은 자라며, 그들에게 질문을 던져줄 사람이 필요하다. 예술교육은
질문하고 성찰하고 표현하는 기회를 준다. 청소년들이 자기를 표현하고 성찰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에

예술교육은 매우 유익한 교육이다. 그림책이라는 매체는 복잡한 질문들을 글과 그림으로 함축하여

이야기를 건넨다. 오프라인 공간이 사라진 비대면 교육 환경에서는 많은 감각들이 제한된다. 현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물리적인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디지털 환경에서는 주로 시각과 청각에 의존하여 교육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서 그림책은 시각적, 청각적, 문자적 요소를 갖춘 예술교육 매체로
적합하다. 2020년에 직접 진행한 프로그램 사례를 통해 뉴 노멀 청소년에게 그림책으로 질문을 던지는
예술교육가의 이야기를 나눈다.

공윤지 (Yunji Gong) /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사로서 메이커 문화와 그림책 기반 인문예술교육을 하고 있으며, 창작 그림책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인터랙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그림책상상 그림책
학교에서 글 없는 그림책을 공부했다. 2009년부터 국립극장, 서울문화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등에서 교육과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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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코브 유

위기 속에서 탄생한 새로운 예술교육 장르 소개

지아정원 대표 /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생

예술 강사

이현정 (Hyunjung Lee) / 대한민국

배성종 (Sungjong Bae) / 대한민국

감염병이 돌면 으레 누군가가 우물에 독을 탔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리고 학살이 시작됐다. 외국인,

2020 서울시 교육청 <교복입은 예술가> 사업에서 청소년들과 실험적인 비대면 연극 수업을 시도했다. 수업

아무런 효과도 없는 노력을 되풀이하고 있다. 감염병이 퍼지자 외국인과 이민자를 혐오했고, 특정 종교와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극작, 배우, 미술, 미디어, 음악, 편집 등으로 세분화하여 역할을 주고, 새로운

이민자가 땅에 묻혔고 특정 종교집단이 불태워졌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울 겨를도 없이 감염병을 막는 데
지역을 단죄했고, 성소수자에 낙인을 찍었다. 우리는 서로를 감시했고 결국 내 이웃과 가족과 나 자신을
의심했다. 감정의 폭력은 감염병보다 빠르게 전파됐고 감염병보다 깊은 상처를 남겼다.

미술 치유 프로그램 ‘아이 코브 유(I Cov You)’는 우리가 안전을 빌미로 타인에게 가했던 폭력의 감정을

모형은 ‘비대면 상황에서도 연극 수업의 핵심인 협업을 가능하는 하는 법’을 주제로 고안되었다. 직접 만날

형식의 공동 창작물을 탄생시킨 수업의 전 과정을 소개한다. 연극, 영화도 아닌 새로운 장르의 예술 수업이
가진 교육적 가치를 공유하고자 한다.

되짚어본다. 안전이 최우선인 사회는 보호돼야 할 환자를 격리돼야 할 확진자로 취급한다. 확진자를 향한
혐오, 배제, 편견, 차별, 단죄, 낙인의 감정은 잘못에 대한 정당한 죗값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바이러스의

무작위성은 모두가 잠재적 확진자임을 확인시킨다. 그래서 ‘아이 코브 유(I Cov You)’는 타인의 향한 폭력의

감정이 결국 나를 향할 것이라는 잠재적 불안, 공포와 마주하는 작업이다.

본 연구는 ‘아이 코브 유(I Cov You)’를 통해 나와 너 사이에 자리한 코로나바이러스(CoV)의 감정을

추적했다. 4회에 걸친 8명의 예술 작업은 ‘그, 너, 나, 우리’의 관계망에 퍼진 폭력과 연민과 불안과
회복의 감정을 표현했다. 마르틴 니묄러의 시는 소수자에 대한 폭력에 침묵한 대가가 어떻게 자신에게
돌아오는지를 보여준다. 타인의 고통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수적 피해가 아닌 내게 닥칠 하나의 징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평적 신뢰회복, 상호존중과 연대를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의 예술적
실천이다.

이현정 (Hyunjung Lee) / 대한민국

Art & Culture Community 지아정원 대표이다. 예술교육, 예술치유 기획자이자 티칭 아티스트,
미술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다. 공적 환경 개선을 위한 예술의 교육적 치유적 접근을 지역사회에서
실천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융합미술치료학 전공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예술과
삶의 고리를 만들어내는 융합미술치료학 연구에 관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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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종 (Sungjong Bae) / 대한민국

성인된 후 연극을 전공하게 되면서 긴 시간을 상상 속에서 살았다. 현실과 마주하면서 다채로웠던
자아는 작아지고 무채색처럼 단순한 삶도 경험한다. 지금은 학교에서 과거의 알록달록했던 자신을 꺼내
아이들에게 호기심과 상상이라는 색을 소개하고 함께 그려보자 권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을 한 예술이라는 친구와 함께하고 싶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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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기를 이어주다: 예술교육이 성인으로 가기 전의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는가
최영희 (Younghee Choi) / 대한민국

폐회세션
18:25-19:2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미래교육팀 팀장

국내 예술교육 연구자 및 유니트윈 회원들이 모여
학술대회 세션에 대해 리뷰하고, 예술교육의 방향성을
탐색합니다.

1. 한국의 청소년

 1) 치열한 경쟁

 2) 지식 위주 – 정서적 지원 부족
> 높은 비율의 우울증 
> 낮은 비율의 수면

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교육 프로그램 “2020 고3, 수험생 문화예술교육 상상만개” “수능” 이후
기간

 1) 목적

모더레이터

 2) 목표

 3) 우선순위

 4) 프로그램: 온라인, 개별

 5)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3. 결과 & 결론

 1) 내면을 볼 수 있도록 함

 2) 과거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함
4. 시사점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정서적 불안에 예술교육은 매우 효과적이다. 그들의 공허함을 채워줌으로써
예술교육은 그들의 자존감을 되찾아주고, 어른으로 성장해 가도록 한다. 우리가 겪어왔던 과정들을
되돌아보자. 우리는 기쁨을 느꼈던 적도 있지만, 동시에 걱정과 피로감, 좌절감도 함께 경험했다.

예술교육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가교 구실을 하며 그들이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한다.

토론지

장웅조 (WoongJo Chang) / 대한민국
홍익대학교 부교수

박신의 (Shin-Eui Park) / 대한민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홍유진 (Yujin Hong) / 대한민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 본부장

김인설 (InSul Kim) / 대한민국
가톨릭대학교 부교수

신혜선 (Hyesun Shin) / 대한민국
위컬쳐 리서치&컨설팅 대표

쉬프라 숀만 (Shifra Schonmann) / 이스라엘
하이파 대학교 명예교수

보와 렁 (Bo-Wah Leung) / 홍콩
홍콩 교육 대학교 교수

최영희 (Younghee Choi) / 대한민국

다양한 사람들과 예술교육의 가치를 공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동료들과 함께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지원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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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밀리 아치엥 아쿠노 (Emily Achieng’ Akuno) / 케냐
케냐 공과대학교 교수

랠프 벅 (Ralph Buck) /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 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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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모더레이터

장웅조 (WoongJo Chang) / 대한민국

김인설 (InSul Kim) / 대한민국

예술경영과 문화정책 연구를 해오며, 최근에는 예술리더십과 앙트러프러너십에 관련한 주제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대에서 중문학 학사와 공연예술학 석사를 마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예술정책 및 경영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시애틀대학교의 예술리더십 학과 교수를
거쳐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Journal of Arts Management, Law,
and Society, 예술경영연구, 문화경제, 문화정책논총 등의 편집위원이며 한국 문화예술경영학회의
학술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공연예술문화학과 교수로, 예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새롭게 해석하고 이를
통해 사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는 주제들을 연구한다. 문화정책과 거버넌스,
예술경영, 예술교육, 예술 치유, 문화기술, 문화 복지 등 예술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사회자본
및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가 주요 관심사이다. 문화정책과 예술경영, 문화예술교육분야 등
다수의 국내외 학술지에서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국책연구와 자문을 수행해 왔다.

홍익대학교 부교수

가톨릭대학교 부교수

토론자

토론자

박신의 (Shin-Eui Park) / 대한민국

신혜선 (Hyesun Shin) / 대한민국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이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이다. 
주요 연구 주제는 ‘예술의 사회적 영향’, ‘예술치유’, ‘예술기업가정신’, ‘박물관 경영’, ‘문화정책’
등이다.

현재 위컬쳐 리서치&컨설팅의 대표이자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강사로 활동
중이다. 문화예술교육, 국제문화교류, 문화정책, 예술경영을 중심으로 연구 및 강의하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문화정책·예술경영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책임 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 우리 삶 속의 예술과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인간 사이에 그리고 사회 간 관계에 어떠한 기여와 영향을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고 있다.

위컬쳐 리서치&컨설팅 대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홍유진 (Yujin Hong) / 대한민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 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KACES)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 및 조사분석,
정책 및 기관 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추진해왔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학(문화사회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에서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에 관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교육기반본부장으로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 연수, 국제협력 등을 총괄하며,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추진단TF 팀장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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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토론자

쉬프라 숀만 (Shifra Schonmann) / 이스라엘
하이파 대학교 명예교수

쉬프라 숀만은 이스라엘 하이파 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젊은세대를 위한 교육, 사회, 연극의
바-넷저(Bar-Netzer) 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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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토론자

보와 렁 (Bo-Wah Leung) / 홍콩

랠프 벅 (Ralph Buck) / 뉴질랜드

보와 렁 교수는 현재 홍콩 교육 대학교(EdUHK)에서 문화창조예술학과 교수이자 광동오페라
방송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그는 "초등 및 중등학교에서 광둥 오페라 교육에 관한 공동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연구 프로젝트를 주도한 공로로 2011년 국제음악위원회(International
Music Council) 음악적 권리상(Musical Rights Award)을 수상했으며, 2012년 홍콩 교육
대학원(HKIEd)로부터 지식전수상(Knowledge Transfer Award)을 받았다. 렁 교수는 현재
국제음악교육협회(ISME) 회장 당선자이자 아시아-태평양 음악교육연구회(APSMER)의 의장,
중국 동북사범대학, 광저우 대학교, 화남 사범대학의 음악학과 겸임교수이며, 아시아-태평양
예술교육저널의 편집장을 맡고 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 무용학부 학과장이다. 그의 연구와 교육은 무용교육 커리큘럼, 무용
교육학, 그리고 생활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랠프는 유네스코 무용 및 사회 포용(Dance
and Social Inclusion) 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현재 세계예술교육연합(WAAE)과 같은 몇몇
국제무용연구 및 서비스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랠프의 교육과 리더십은 오클랜드 대학교 특별
교육 시상식에서 2008년 오클랜드 대학교 우수 교수상, 2010년 리더십상, 2006년 기회균등
우수상, 2016년 창의적인 예술 및 산업 연구 우수상 등을 수상하면서 인정받았다. 랠프는
노스웨스트사범대학 객원 교수직과 베이징무용아카데미를 포함한 여러 국제 학술에 활동하고
있다. 그의 무용 교육 연구는 국제 학술지에 게재되었으며 중국, 호주, 콜롬비아, 스웨덴, 핀란드,
싱가포르, 덴마크, 뉴질랜드, 피지에서 초청 기조연설과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했다.

홍콩 교육 대학교 교수

오클랜드 대학교 학과장

토론자

에밀리 아치엥 아쿠노 (Emily Achieng’ Akuno) / 케냐
케냐 공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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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출신의 에밀리 아치엥 아쿠노 교수는 음악 연주자이자 교육자로 케냐, 미국, 영국에서
교육받았다. 그녀는 케냐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음악 교육을 통해 문화적 관련성에 중점을
둔 연구를 수행했다. 현재 진행 중인 그녀의 연구는 케냐의 국립연구기금이 후원하는 프로젝트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창의성에 대한 연구다.
에밀리는 국제음악위원회(IMC)의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제음악교육협회(ISME)의 회장을
맡고 있다. 그녀가 집필한 책 중 하나는 『아프리카의 음악교육: 개념, 연습, 과정(2019)』이며,
이는 아프리카 학자들이 집필하고 루트리지(Routlege) 출판사가 출판한 아프리카의 음악교육에
관한 편집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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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금)
- 6/5(토)

문화예술교육 유관학회
온라인 세미나

항목
한국예술교육학회
한국문화교육학회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한국조형교육학회

퍼포먼스로서의 비대면 예술교육

개최 일시
5. 28.(금)
13:30~16:30

문화예술교육은 미래사회의 위기에 어떻게

5. 29.(토)

포스트팬데믹 시대의 사회적 참여와

5. 29.(토)

연결하는 미술교육: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비대면 미술수업

5. 29.(토)

대응할 것인가?

소통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9:30~13:00

9:30~13:15

사례

9:30~17:00

위기의 시대, 행동하는 예술교육

5. 29.(토)

변혁과 위기의 시대를 유영하는 문화예술교육

5. 29.(토)

한국음악교육공학회

위기의 시대, 기회의 음악교육공학

5. 29.(토)

대중음악콘텐츠학회

비대면 음악예술교육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

6. 2.(수)

한국무용학회

변혁의 시대, 무용인의 길을 묻다.

6. 5.(토)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사)한국사진교육학회,
현대사진영상학회

82

주제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10:00~18:00

13:00~15:00

14:00~17:30

14:00~17:00

10:00~13:30

송출방법
녹화 후 업로드
녹화 후 업로드
녹화 후 업로드
실시간 송출(유튜브)

녹화 후 업로드
실시간 송출

(시스코, 웨벡스)

실시간 송출(유튜브)
녹화 후 업로드
실시간 송출
(유튜브)

한국예술교육학회

http://artsedu.co.kr/

본 세미나는 학회원들과 관련 연구자들의 언택트 시대 관련 연구능력 배양과 예술교육 전문가들에게

새로운 온라인 예술교육 패러다임 제시를 위해 개최하고자 한다. 더불어 인공지능, 퍼포먼스 그리고
VR이라는 예술교육 미래 화두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비대면 융・복합 예술교육의 성숙과 확장을 위한 인력 향상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방법 공유 및

학습하는 기술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예술, 기술 융합교육 환경
조성을 기대하는 바이다.

한국문화교육학회

http://www.caes.or.kr/

본 세미나에서는 급변하고 있는 미래사회의 구성요소를 분야별로 논의하여 시민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역량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실시간 송출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실시간 송출

위기 대응 사례들을 공유하여 심층적인 현안을 논의하고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튜브, 줌)
(줌)

http://www.kosea-artedu.or.kr/

본 온라인 세미나의 목적은 유례없는 지구촌의 팬데믹 상황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국내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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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형교육학회

www.saek.or.kr/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많은 위험과 변화를 겪고 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뒤바뀐 시대적 변화는 사소하고 작은 인간 삶의 모습을 바꾸어 놓고 있다.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많은
예술교육의 현장들은 빠르게 온라인 기반으로 전환되었으나, 기술로 대체된 인간 삶의 연결은 더욱

다양한 소통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본 학회는 공교육 현장과 사회문화교육 기관들이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행했던 온라인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기술적 진보로 이루어진 지난 1년간 온라인
미술 수업의 장점과 문제점, 학생들의 참여와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여 미술교육의 발전을

한국음악교육공학회

http://kmet.kr/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존재한다. 교육부는 2020년 10월 5일, 4차 산업혁명 등 교육

환경 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 과정 등 위기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미래 교육으로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 즉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하에 ‘미래 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이에 본 학술대회에서도 이와 맥을 같이하여 이 시대 음악교육 분야와
음악교육공학 분야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자 한다.

도모하는 것에 개최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2021 문화예술교육 유관학회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초・중・고등학교 현장의 교사와 미술관, 박물관, 예비교사 교육기관 등 다양한 현장에 종사하는

예술교육가들의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그들의 수업 방식에서 앞으로 미술교육이 나아가야 할
변화를 모색한다.

대중음악콘텐츠학회

http://pmcskorea.org/

비대면 음악예술교육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세미나를 통해 현재 비대면

음악예술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온라인 예술교육에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자료로 활용되고 교육종사자가 향상된 양질의 교육콘텐츠 창출을 할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kasae.org/

수 있는 유의미한 의견을 나누길 기대한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피로감과 시스템의 혼돈이 장기화되면서 예술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모색과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의에 적합한 예술교육의 방향을 논의해
본다.

한국무용학회

http://www.kaodance.or.kr/

역동적 변화를 뜻하는 ‘변혁’, 그 시대 속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무용인들의 삶으로 들어가 소통의

(사)한국사진교육학회 
현대사진영상학회

자리 마련하고 다양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무용 예술계의 현실탐색과 이슈를 포착하여 

www.photoedu.co.kr/

무용 예술의 발전과 미래 방향성에 대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www.hdphoto.jams.or.kr/

‘예술교육은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주제로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환경, 사회, 예술과 교육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 혐오와 차별의 문제, 팬데믹과

비대면교육의 문제, 예술과 미술관 교육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본 세미나를 통해서 위기와 변혁에 직면하여 예술교육의 역할과 향에 대해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미래 예술교육의 방향과 실천방안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세미나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어떤 방향과 지향점으로 가지고 실천될 수 있는지 논의가 확장될 수 있고 

예비 문화예술교육사의 연구개발 참여로 미래 문화예술교육을 대비할 수 있다.

84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문화예술교육 유관학회 온라인 세미나

85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

명예회원

에카르트 리바우 (Eckart Liebau)
문화교육위원회 의장, 독일

래리 오패럴 (Larry O’ Farrell)

퀸스 대학교 명예교수, 캐나다

박신의

홍유진

(Yujin Hong)

(WoongJo Chang)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 본부장

홍익대학교 부교수

대한민국

하이파 대학교 명예교수, 이스라엘

장웅조

(Shin-Eui Park)
대한민국

쉬프라 숀만 (Shifra Schonmann)
수전 라이트 (Shifra Schonmann)

멜버른 대학교 명예교수, 호주

대한민국

에른스트 바그너 (Ernst Wagner)
뮌헨 미술원 선임연구원, 독일

정회원

The 4th UNESCO-UNITWIN
Symposium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벤저민 볼든 (Benjamin Bolden)

퀸스 대학교 부교수, 캐나다

베냐민 외리센 (Benjamin Jörissen)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에를랑겐-뉘른베르크 대학교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체어 의장, 독일

치후 럼 (Chee-Hoo Lum)

난양 공과대학교 부교수, 싱가포르

네릴 지네렛 (Neryl Jeanneret)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호주

보와 렁 (Bo-Wah Leung)
홍콩 교육 대학교 교수, 홍콩

글로리아 자파타 (Gloria P. Zapata)

후안 코르파스 대학재단 및 보고타 지역 대학교 유네스코 체어, 콜롬비아

교육기반본부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대한민국

준회원

메이 춘 린(Mei-Chun Lin)

국립 타이난 대학교 교수, 타이완

에밀리 아치엥 아쿠노(Emily Achieng’ Akuno)
케냐 공과대학교 교수, 케냐

랠프 벅(Ralph Buck)

오클랜드 대학교 학과장, 뉴질랜드

86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조직위원회

87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결과자료집
발 행 인
발 행 일
발 행 처

이규석

2021.0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제협력팀

홈페이지

www.arte.or.kr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

02-6209-5900

의

www.arteweek.kr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등록번호

KACES-2151-C001

주

최

주

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