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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거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개개인의 문화예술 향유 능력 및 창의력을 함양시키고, 전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문화예술교육지원, 사회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교육 학술연구
및 조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www.arte365.kr
일상 속의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

웹진 [아르떼365]는,
오늘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이

흥원의 또 하나의 이름 ‘아르떼’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배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

아르떼에서는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웹진 [아르떼365]의 할 일입니다.

다각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듣는 문화예술교육의 오늘과 내일, 문화예술교

그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장의 소리와 정보를 문화예

육 현장,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관련된 정보까지 문화예술

술교육 전문 웹진 [아르떼365]가 전합니다.

교육의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현장의 고민들까지 함께

아르떼란,

나눌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이 결코 여러분과 먼 거리에
있지 않음을 느낄 수 있도록 [아르떼365]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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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10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주년 특집

2015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2016년 문화예술교육을 말하다

PART 1
문화예술교육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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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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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주년 특집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과 함께 출범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처럼, 그동안 우리 문화예술교육 현장도
격세지감(隔世之感)이 들 만큼 큰 변화가 있었다. 이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주년 특집’에서는 각계각층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와 함께 문화예술교육의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며 성장을
거듭해온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① [칼럼] 제4대 주성혜 원장
② 숫자로 보는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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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도전,
다시 시작합니다
칼럼
제4대 주성혜 원장

PART 1
문화예술교육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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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열 살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조
가 명시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이
라는 국가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 해 한 해 숨 가쁘게 열심히 달려온 지
난 십년이었습니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궁극적인 주체는 전문 생
산자도 유통자도 아닌 국민 개개인이라는 시대적 인식을 토대로 국민의 문화
예술 향유력 신장을 돕기 위한 수많은 교육사업과 이를 위한 업무가 쉴 새 없
이 궁리되고 실천되어 온 십년이었습니다.
2005년 재단법인의 형태로 출발하여 2006년 특수법인으로 전환한 한국문화
예술교육진흥원에서 원장과 두 명의 팀장, 총 열두 명의 인력이 88억4천만 원
의 예산으로 시작한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교육사업은 정원 43명 임직원 총 101
명에 연 예산 1200여억 원의 규모로 성장하였고, 산재되어 있던 몇 가지 교육
사업을 총괄 관리하며 시작된 사업 내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
치단체, 공공 및 민간 문화예술 기관과 단체, 각 급 학교와 대학, 지역 문화예
술재단 등 다양한 주체와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방대하고 매우 다양한 형
태로 확대되었습니다. 공교육 내의 문화예술교육 지원과 함께, 문화예술교육
에 대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노인과 장애인, 사회취약계층, 그리고 군대
와 교정시설, 새터민 교육장 등으로 다각화되는 교육사업에는 사업 운영과 관
리 외에도,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전문성을 계몽하고 국내외 교육관련 지식
과 정보를 수집하며 수혜자의 상황에 적절히 다가서는 교육인력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임무가 뒤따라야 했습니다.
눈이 차츰 어두워졌지만 복지관의 단소강습으로 삶의 기쁨을 되찾은 할머니, 선
생님처럼 아이들에게 재밌는 연극을 가르치는 예술강사가 되고 싶다는 중학생,
예술꽃 씨앗학교가 되어 폐교의 위기를 벗고 도시에서 전학 오는 아이들을 맞이
하게 된 농촌의 학교, 자신에게도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있음에 삶의 의지를 얻
게 된 교도소의 재소자 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규모가 커지고 업무가 복
잡해져 갈수록 문화예술교육의 즐거움을 맛보고 그로부터 삶의 위로와 기쁨을
얻는 국민의 수는 늘어갔습니다. 2010년 유네스코는 서울에서 제2회 세계문화
예술교육대회를 개최하여 예술교육을 위한 ‘서울 어젠다’를 발표하고 이듬해
파리 총회는 대한민국의 발의로 매년 5월 넷째 주를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으
로 채택, 선포하였습니다. 국가가 나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을 역설
하고 교육기회의 확산을 위하여 공공기관을 세우고 노력해 온 우리의 노력이
세계적 인정을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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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은 재능 있는 몇몇 사람들의 특별한 창조물이고 그들의 창조작업을 이해
하는 특정 사람들을 위한 현학적 활동이라고 여기던 우리사회의 통념에 대하
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도전했습니다. 뛰어난 기술을 습득하지 않았더
라도 누구나 잠시 혹은 길게 익힌 다양한 예술적 도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
을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이 그 도전을 이끌었
습니다. 표현과 창조의 즐거움 뿐 아니라 창의적 사고,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
를 고양함에서도 예술이 더없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새삼스러운 사회
적 자각이 더해지고, 나아가 문화예술교육은 사회적 재난과 상처를 어루만지
는 치유의 도구로서도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외에도 예술단체나 지역의 문화재단, 지
자체정부, 교육청이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스스로 나서는 일이
주성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늘어나면서 굳이 진흥원이 문화예술교육사업을 계속해야 하느냐는 반문도 나
올 만큼 이제 문화예술교육은 우리사회에서 삶의 중요한 도구를 갖추기 위한
필수적 활동으로 자리 잡은 듯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울림을 만들지 못하는 교
육은 물리적 시간을 채울지라도 사람의 변화를 이끄는 일에 실패하는 교육이
라는 자성적 시각에서 우리의 문화예술교육은 양적 성장에 필적할 만한 질적
제고를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8월 4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급속히 증가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수요자와 교육인력의 만남이 더욱 건강한 교
육적 결실을 얻기 위하여서는 문화예술교육의 방법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
구와 교육인력에 대한 전문적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대한 문화
예술교육사업의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 온 국민이 쉽게 접근하는 문화
예술교육의 지식과 정보체계를 정립하는 것도 앞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
원이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함께 걷는 이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일에도 더욱 힘
쓰겠습니다. 열 살 생일을 맞이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 여전히 너무 많지만, 지
나온 걸음에 용기를 내어 자찬으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차근히 다음 걸음을 준
비해 봅니다.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PART 1
문화예술교육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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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발전의
10년을 돌아보다
숫자로 보는 10년

10년은 한 시기를 묶고 정리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기간이다. 지난 10년간 문
화예술교육 현장의 변화와 성장을 객관적으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정리
상상놀이터

무엇일까? 그 긴 시간동안 수없이 일어났던 즐겁고 힘들었던 일들, 행복하고 애
태웠던 순간들, 보람차고 낙심했던 사건들,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하
나 기억하자면 끝이 없겠으나, 그 과정을 한눈에 되돌아볼 수 있을만한 몇 가지
사건, 통계와 숫자 등을 통해 10년의 ‘역사’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2003년부터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정책의 씨앗을 뿌리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3
년부터이다. 그해 6월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화부)는 문화예
술교육TF팀을 설치하고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고, 2004년
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문화예술교육 중장
기 발전 방안」 연구를 통해 그동안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되
었던 논의와 사업성과를 정리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후 문
화부는 문화예술교육TF팀을 문화예술교육과로 개편하고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와 공동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또
한 2005년 2월 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을 설립하고,
같은 해 12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제정하며 본격적인 문화예술교육 진흥
을 위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2006년 6월 30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
2006년 8월 8일, 특수법인으로 변경
2005년 2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06년 6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시행되면서 동법 제10조에 의한 특수법
인으로 변경된다. 이때부터 진흥원 창립기념일은 8월 8일이 되었다. 설립 당
시 학교교육지원팀, 사회교육지원팀, 인력양성팀, 기획홍보팀, 경영지원팀 등
5개 팀 정원 12명으로 출발한 진흥원은 현재 창의교육지원본부, 예술협력사업
본부, 예술교육기반본부 및 경영기획실 산하 9개 팀과 예술교육연수센터(3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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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1실 9팀 1센터)로 보다 세분화되고 체계화된 조직체계를 갖추었고, 정원 역
시 설립 당시보다 3.5배(43명) 증가하였다.

2009년, 교육부 및 16개 시·도 교육청 예산 매칭
2011년, 16개 광역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지정 완료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능력 및 창의력을 함양시키고, 개인
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정부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문화 기본권을 누리며,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이해와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해왔다. 2004년 교육부
와 함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 법
무부(교정시설 수형자 및 소년원학교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국방부(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와 협력했고, 2007년에는 노동부와 부처공
모형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박물관·미술관 어린이 대상 해설사 배치 지원사
업을 추진했다. 특히 2009년에는 교육부 및 16개 시·도 교육청 예산 매칭으
로 초·중등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2010년 법무부(다문
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2011년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근로자 문화예
술교육 지원사업) 협력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이러한 중앙부처 연계협력이 점
차 지역으로까지 이동하여 16개 광역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지정을 완
료했다. 그 후에도 2012년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013년 여성가족부(청소년 비행예방센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014년 통
일부(북한이탈주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등 중앙부처 간 연계협력은 지속
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0년, 제2회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한국 개최
2011년, 제36차 유네스코 총회 ‘서울 어젠다’ 만장일치 채택
그동안 진흥원은 정부 부처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공공·국제 영역의 파
트너를 구축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확산하고 지속가능성을 열어갔다. 특히 국
제교류에 있어서는 미국, 유럽 등에 국한하지 않고 남아메리카, 중앙 및 동남 아
시아권 등 전 세계적 문화예술교육의 국제네트워크 협력을 위해 노력했다. 출범
해인 2005년 ‘유네스코 예술교육 세계대회 아·태지역 준비회의’를 주관하였
으며, 2006년에는 ‘2006 유네스코 예술교육 세계대회’에 한국대표단으로 참석
하여 「예술교육 로드맵」 작성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각국 전문가와 네트워
크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0년 5월 제2회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를 한
국에서 개최하였으며, 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발판으로 ‘서울 어젠다 : 예술
교육 발전 목표’를 발의하였다. ‘서울 어젠다’는 2011년 제36차 유네스코 총회
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이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이 탄생하게 되었
다. 한편 2013년부터 국제사회 내 ‘지속 가능 발전 교육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시작된 문화예술교육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은 수원국의 문화 존중과 주인의식(ownership)
이 강조된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공적개발원조의 본래 목적인 인도주
의적·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베트남 지원사업은
2017년까지 5년간 지속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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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6배, 예산 13배 증가
학교 예술강사 3배, 사회 예술강사 6배 증가
전반적인 성장 규모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지표는 사업과 예산,
사람이다. 2005년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88억4천만 원이었던 예산
은 2014년 총 30개 분야 사업에 1,152억 2천 4백만 원으로 13배 증가했다. 또
한 문화예술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
기 위한 노력으로 학교 및 사회 예술강사 지원 및 연수, 실무자 및 관계자 역량
강화, 학습공동체, 예비기획인력 양성,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등을 운영해
왔다. 그중 문화예술교육의 핵심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술강사는 2005년
1,861명에서 2014년 6,195명으로 약 3배 증가하였다. 2012년 법 개정으로 문
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이나 활동영역 등을 명문화하여 새롭게 도입
된 ‘문화예술교육사’는 2013년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5,586명이 그 자격을
인정받았다. 한편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누적 참여학
교 수는 75,086개교, 누적 예술강사 32,052명, 누적 수혜자 15,452,016명으
로 나타난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경우, 누적 참여시설 8,363개소, 누적 예술
강사 7,412명, 누적 수혜자 324,648명으로 파악되었다.

8,840,000,000

5

115,224,000,000

30
2005

2014

2005

사업
조직 및 인원

2014

예산
예술강사 수

조직 체계화
2005년 5개 팀
→ 2015년 3본부 1실 9팀 1센터

정원 3.5배 증가

1,861

2005년 12명 → 2015년 43명

6,195
2005

2014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
2014년 260만여 명
지난 10년 간 문화예술교육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늘어났을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누적 수혜자 수가 약 100만여 명으로 추산된
것에 비해 2014년에는 264만여 명으로 집계되어 설립 초기인 2005년에 비해
적어도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특히 2009년 초·중등 예술강
사 지원사업이 크게 확대되면서 수혜자 수 역시 157만여 명으로 크게 늘어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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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초·중·고등학교에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되었던 2012년에는 늘
어난 여가시간을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198만여 명이 문화예술교육의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창조와 창의를 강조하는 정책 환경, 자유학기제 도입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 고령화·다문화 사회에 대한 문제 해결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
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온 국민의 문화예술
교육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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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
본 기사는 2015년 8월 발간
예정인 『예술의 가치를
공유하는 행복한 국민의 삶: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의 연구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8월 4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진흥원 출범 후 지난 10년 간 뿌린 문화예술교육의 씨앗은 이제 조금씩 그 싹
을 틔우고 있다. 더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새 줄기와 잎을 내고, 꽃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토양은 비옥한지, 물과 햇빛은 충분한지, 웃자란 가지는 없는
지 보다 세심하게 관찰하고 보살필 필요가 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
지 않는다. 10년, 1천억 원, 200만 명 같은 숫자 뒤에 가려진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힘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이 필요한 때이다. 예술강사, 학교 및 기관
관계자, 문화예술교육 단체, 정책 연구자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고 앞으로의 10년을 이야기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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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을
물들이는 선율
연천 YES 오케스트라
조숙경
그림책작가

봄비 내리는 오후 염리동 골목에 들어서니 가슴
한쪽이 아련해져 온다.
염리동, 대흥동 골목을 누비고 다니던 내 어린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그 시절 이 골목은 다방구, 사방치기, 고무줄,
숨바꼭질 등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놀이터였다.
어쩌다 홀로 집에 있는 날에는 안방에 붙어있는
다락방이 놀이터가 되었다.
다락방에서 할머니가 숨겨놓은 커피 맛 사탕 한 알을
까먹으며 그림을 그리거나 종이인형놀이를 했다.
그러다 할아버지의 필사본인 『구운몽』을 뒤적거리며 단잠이 들곤 하였다.
지금 나의 문학적 소양과 예술적 감성은 그 시절 골목과 다락방에서 시작되었다.
골목은 타인과 눈을 마주치며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는 것을 가르쳐 준 곳이었다.
그리고 빈 다락방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
오늘은 염리동 골목에서 ‘움직이는 마음 다락차’의 첫 발자국을 함께했다.
그 시절 다락방에 바퀴를 달아 전국을 돌며 새로운 골목길을 만들어 가려는 걸까.
마음과 마음이 만났던 골목은 이제 봄꽃 같은 마음이 담긴 길로 다시 꽃피려나 보다.
꽃길이 된 골목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며 우리 마음을 향기롭게 수놓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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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방은 내 방이 없던 시절 나만의 기억과 추억을
담아 두던 소중한 공간이었다.
어느덧 골목놀이는 제도 안으로 들어가
문화예술교육으로 진화·발전하였고,
그 사업의 역사가 10년이니 다락방에 놓일 만한 자격이
있구나 싶다.
공간의 기억은 사람 마음을 흔들고,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릴 만한 힘이 있다.
마음이 흔들리면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리곤 한다.
그 열린 문틈으로 우리의 기억과 추억이 파도치며
밀려온다.
마음 다락차가 지나간 길에 이른 봄을 설레게 했던 꽃잎들이 또 다시 흩날리는 듯하다.
어린 시절 다락방의 오래된 먼지 냄새는 이제 향긋한 꽃비가 되어, 염리동 골목을 적셔주고 있다.

조숙경
그림책작가. 글쓰기와 그림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며, 따뜻한
마음과 생각이 담긴 그림책을 만들고 싶어 한다. <오뚝이는
내 친구> <돌아와 악어새> <북극곰이 곰곰이> <한나도 우리
가족이에요> <야옹이 어디간다> <그날 무슨 일이 있던 걸까> <배탈
난 호주머니> <쑥쑥요가> 등의 그림책을 출간했다.
sasa57@hanmail.net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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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2015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이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상권에서 열렸다. 부산 원도심(중앙동)의 인쇄골목 일대와 수십 년 된 쌀 창
고에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비욘드 개러지 등 삶의 흔적이 묻어있는 공간
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특히 올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
10주년을 맞이하여, 행사 기간 중 그간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걸어온 길과 성
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나아갈 길에 대해 현장의 예술
가·기획자 등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어느 해보다 전문가 그룹의 교류 강화와 네트워크를 위한 프로그
램에 대한 집중과 안배가 도드라진 2015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주요 프로그
램을 살펴본다.

① ‘예술가와 꽃장난’ ‘예술가와 이야기꽃’
② 문화예술교육포럼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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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와 아이들의
40계단 습격사건
‘예술가와 꽃장난’ ‘예술가와 이야기꽃’

1
박진명
개념미디어 바싹 발행인

부산의 근대사에서 중심부 역할을 했던 중앙동 일대는 이후 사무실 밀집 지역
이 되면서 밤이면 공동화가 일어나는 지역이 되었다. 요즘도 많은 밥집들이 퇴
근 시간 후 한두 시간이면 문을 거의 닫고, 늦게까지 문을 여는 술집도 많지 않
다. 유동인구가 조금만 있어도 밤이 되면 화려한 간판을 밤늦도록 밝혀놓는데,
중앙동 일대는 오히려 고즈넉하다 못해 스산한 느낌까지 든다. 밤늦게 대리운
전을 시도했다가 실패할 확률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이런 중앙동에 몇 년 전부터 예술가들이 다양한 공간에 깃들어 창작활동을 하
고 있다.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엔 70여 개의 공간 300명이 넘는 다양한 장
르의 예술가들이 입주해 활동한다. 낡은 건물들 어딘가 사진가의 방, 독립출판
하는 이의 방, 비평가의 방, 영상이나 설치미술을 하는 이의 공간, 춤꾼들의 공
간도 있고, 노래나 공연하는 이들의 방도 있다. 중앙동 전체로 치면 극히 일부일
뿐이지만 곳곳에 예술가들을 품은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아가 그러한 군
락이 전시나 공연 등의 이벤트를 만들면서 상가 상인들, 회사원들, 그리고 또 다
른 예술가 친구들의 동선을 뒤섞고 있으니 흥미롭다.

‘부산은 항구다’ (작가 장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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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가 바로 이곳 부산의 중앙동 일대를 중심
으로 열렸다. 자의식이 강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예술가들이 모여 있는 중
앙동 일대에서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라니 뭔가 잘 안 어울릴 것 같으면
서도 이런 고민을 함께 해가기에 적절한 장소인 것 같다. 예술가는 자기만의
독특한 눈으로 세계를 보고 창조해낸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자기 고집 같은
것이 생기게 마련인데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소통의 걸림돌로 보이지만 내부적
으로는 창작의 동력이기도 하고 길게 보면 세계의 다층성과 다양성의 디딤돌
이 되는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이 강조되면서 단순히 예술의 기예를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를 바라보고 재창조해내는 감성을 일깨우는 방향으로 나가는 이유이기도 하
다. 그러나 한편 고집 센 예술가들이 스스로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들과 아
동·청소년과 그 감성을 일깨우고 감각을 공유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이다. 뛰어난 예술가라고 해서 좋은 교육자라고 할 수 없다. 모든 영역이 마찬
가지겠지만, 예술에서 교육이라는 주제가 더욱 흥미로운 것은 교육의 과정이
창작보다 더 즉각적으로 예술가의 세계를 돌아보고 반성하게 만들기 때문이
다. 전시장이나 화랑, 대학, 비평 등 예술세계의 문법이 통용되지 않는 상황에
서 예술이라는 주제로 아이들을 대면하게 되는 것이다. 예술가에게 그것은 당
혹스런 과정이면서 동시에 그 문법들을 스스로 던져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
기도 하다.
중앙동 40계단 일대를 왁자지껄하게 채운 ‘예술가와 꽃장난’이 끝나고 난 뒤 모
퉁이극장에 모인 참여 예술가들과 다시 한 번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들의 다양
한 문화예술교육 사례들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지향과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몇 가지 인상적이었던 모습들을 살펴보자.

윗 줄 왼쪽부터
고무신, 김경화, 이두원
아랫 줄 왼쪽부터
장근범, 정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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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술가와 이야기꽃’ 첫날인 5월 27일, 고무신, 김경화, 이두원, 장근범, 정만영
작가가 무대에 나섰다. 프로그램 진행과정을 담은 사진이 슬라이드로 상영되
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워크숍을 끝낸 후 피로를 무릅쓰고 시간을
내어 다른 이들과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했다. 덕분에 짧은 소개 글과 현
장의 분위기만으로 알 수 없는 예술가의 생각과 교육자로서의 예술가, 놀이의
안내자로서의 예술가의 입장을 재구성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고무신의 ‘꽃피우는 비막대’는 비어 있는 둥근 종이 통으로 아이들이 직접 비막
대를 만들고 그 비막대로 도시의 골목을 다니면서 물을 주고 그곳에 단어나 그
림을 그려 생명을 부여한다. 제목이나 설명만으로는 얼핏 이해가 가지 않지만,
긴 막대 통 안에서 천천히 가루들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비 내리는 소리와 비슷
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 선생님이 직접 비막대를 만들고 거기서 나는
청각신호를 빗소리로, 막대 통을 비가 내리게 하는 막대로 상상하자는 상호간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아이들은 비막대를 들고 골목 이곳저곳을 누비며
비를(물을) 주고 그곳에 그림을 그리거나 단어를 쓴다. 물을 준 자리마다 상상력
의 꽃이 피어난다. 전신주에도, 계단에도, 아스팔트에도, 옆에 있는 선생님의 어
깨에도. 물을 주는 곳마다 분필로 ‘하트뿅뿅’이며 ‘힘내!’라는 말들이 자라기 시작
한다. 주술로 비를 내리게 하고 그곳에 생명이 자란다는 기본적인 서사구조에,
청각의 유사성을 상상으로 빗소리로 치환하기, 그리고 물을 주며 분필로 그림을
그려 꽃을 피우는 낙서놀이의 성격까지 잘 맞물려 있는 인상적인 프로그램이다.
사진가 장근범의 프로그램 ‘부산은 항구(恒久)’ 또한 특이하다. 부산의 광안대
교를 찍은 듯한 작가의 대형 현수막에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승선 의식을 거
쳐 그 현수막을 머리에 쓰고 다 같이 출항을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사진
이라는 매체 위에 드로잉이 더해지고, 거기에 다시 골목을 누비며 행진하는 퍼
포먼스가 더해진 복합적인 형태이다. 사진이라는 장르를 다른 식으로 접해보
면 좋겠다는 작가의 의도로 시작된 수업에 아이들은 이미지의 연쇄성을 고민
하며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맘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큰 여백과 재료가
주어졌다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현수막은 삽시간에 통일성도 없고 제각
각인 그림들로 가득 차버렸다. 흥미로운 점은 이후에 다 같이 그린 대형 현수
막을 들고(배를 타고) 골목을(바다를) 누빈다는 사실이다. 사진가가 이 프로그
램에서 사진이라는 장르를 더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의도한 방향으로 아이들이
따라오기를 바랐다면 항해의 퍼포먼스는 실패했을지도 모른다. 사진과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개연성이 없는 그림들이 마구 채워질 때 오히려 사진이라는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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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상상정원도+상상야생화원도’ (작가 이두원) 2 ‘우리가 그린 큰 그림’ (작가 김경화)

장르에 대해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는 예술가 스스로의 자의식을 깨는 계기로
삼지 않았을까 싶다. 아이들 중 한 명에게 선장 역할을 맡기니 편해졌다는 작
가의 말을 떠올려보게 된다.
이외에도 정만영 작가의 <소리여행 스케치>는 평소 시각 위주의 감각 사용에
서 벗어나 소리에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게 한다. 감각의 전환을 생각하게
하고 연습해보고 집중해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연습
이 될 것이다. 김경화 작가는 <우리가 그린 큰 그림>이라는 타이틀로 폐막식에
쓸 무대를 예술꽃씨앗학교인 부산 연미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제작했던 감동
을 이야기했다. 폐지를 활용한 창작에서 시작된 작가의 고민은, 폐지를 주워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재료를 산다는 태도로 확장된
다. 폐지로 폐막식의 무대를 함께 그린 아이들이 작가의 그 고민과 태도를 느
꼈으리라 짐작된다. <상상정원도+상상야생화원도>를 진행했던 이두원 화가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비싼 캔버스까지 공수해 와서 아이들에게 재료를 선택하
게 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면에 귀 기울여 자신에게 맞는 것
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공유하고 싶다고 했다.

4
예술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장난스레 나온 ‘왜 날고 싶어 하는가’라
는 질문에 대한 예술가들의 답이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예술가의 입지를 정리
하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고무신은 중력에 대해 거부하는 것이 놀이의
정신이라 했다. 정만영 작가는 키 크려고 그러나 보다 했고, 이두원 화가는 누
구나 날고 싶어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진지하기도 하고 엉뚱하기도 한 예술
가들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 예술가와 좋은 예술교육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물음이 계속 떠돈다.
모든 문화예술교육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문화예술교육이 놀이적
형식을 취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때때로 장르적 매력이나 흥미를 발견하기
전에 기능적이거나 기술적인 교육을 해왔던 그간의 문화예술교육의 한계를 반
성하면서 새롭게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정립해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
리고 그 지점에서 예술가의 위치는 아마도 함께 놀 수 있는 사람, 지나치게 룰
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 역할을 독점하지 않고 돌려주는 사람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는 예술가에게 이러한 요청은 평소에 지닌 자의
식을 내려놓고 다시 더 큰 세계를 만들어내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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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와 이야기꽃 (5.27)

40계단을 습격한 아이들이 분필로 온통 낙서를 해대자 이발소의 주인이 나와
서 던지는 말. “여기 와서 완전 엉망진창 만들고 있네.” 경상도 사투리의 이 말
이 좀 살벌하게 보일 수 있지만 미소를 띤 채 하신말씀이다. 평소 아이들이 거
의 다니지 않는 중앙동에서 그 날 하루 예술가들과 더불어 장난을 치며 오후의
원도심에 색깔을 입혔던 것만큼은 틀림없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은 강사
와 참여자 뿐 아니라 지역의 또 다른 시선들과 뒤섞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것이 문화예술교육의 장점이며, 세계를 끊임없이 달리 보고자 하는 예술의
특성과도 맞닿은 놀이의 힘일 것이다.

예술가와 꽃장난 & 예술가와 이야기꽃
2015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을 맞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부산 원도심 또따또가
일대에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함께 누구나 놀이처럼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예술교육 체험 프로그램 ‘예술가의 꽃장난’을 펼쳤다. 또한 예술가들과 두런두런 이야기
꽃을 피우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5월 27일, 28일 또
따또가 내 모퉁이극장에서 ‘예술가와 이야기꽃’이 진행되었다. 28일은 장근범, 서미영,
권용주, 장성진(1294SOUL) 작가가 참석하여 프로그램 의도, 소감 발표와 함께 예술작
업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진명
예술가와 아마추어들이 자기의
장점과 주변의 이야기로 기사를
쓰는 '개념미디어 바싹'을
발행하고 있다. 부산청년포럼
위원장을 맡아 지역에서
청년들이 처한 삶의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플랜비 문화예술협동조합
문화기획팀장으로서 문화예술
관련 기획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가끔 시도 쓴다.
www.facebook.com/motwjm

* 예술가와 이야기꽃 참여 예술가(가나다 순)
구분

예술가

프로그램

장르

05월 27일

고무신

꽃 피우는 비막대

놀이

김경화

우리가 그린 큰 그림

무대디자인

이두원

상상정원도+상상야생화원도

회화

장근범

부산은 항구(恒久)다. - 변하지 않고 오래 사진
가는 마음

05월 28일

정만영

소리여행 스케치

사운드

1294SOUL

하루 만에 영화 만들기 완전 정복

영화

권용주

아이들의 목소리로 듣는 풍경

설치/사운드

서미영 엘라스

Let’s play! 3! 4!

음악

목관 5중주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6월 9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장근범

부산은 항구(恒久)다. - 변하지 않고 오래 사진
가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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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해답을 찾는
전환의 시기
문화예술교육포럼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의 현재와 미래’

조정윤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

문화예술교육으로 부산이 부산스럽고, 그 열기가 가마솥처럼 달아올랐다. 다
름 아닌 2015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가 부산을 필두로 경상권역에서 개
최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행사는 최초로 지역에서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의
취지와 의미를 지역 시민과 나누고자 했다. 지역문화진흥법이 본격적으로 시
행됨에 따라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역시 다양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지역의 문화정책에서 문화예술교육이 가지는 가치와 역할이 증대되
고 있으며,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장이 이번 행사를 통해 열리
게 된 것이다. 최근 국가 문화정책의 흐름이 지역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번 행사의 부산 개최는 시의적절 했다고 할 수 있다. 광역문화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필자의 관심 역시 5월 29일 오후 2시 부산시립미술관에서 개최
된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의 현재와 미래’ 포럼으로 자연스럽게 이어
졌다. 200석 객석은 입추의 여지없이 전국에서 찾아온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들
로 가득 차 그 관심과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성과와 한계
먼저 ‘지역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 발제를 맡은 임학순 교수(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는 지역문화정책의 발전을 지역문화기반 구축 및 확산,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 형성 및 성장, 문화·창조지역 조성 등 3단계로 일
목요연하게 구분하여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으로 시작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발전 및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그는 지역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성
과로 사회통합, 공동체문화형성, 수혜자의 창의성 및 자존감 향상, 사회적관계
망 형성, 노인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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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한계에도 주목하여 참가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었는데, 지역문화진흥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지역의 다양한 인적자원 활용, 수요자 기반의 정책체
계, 지역분권 기반의 가치역량 등이 여전히 부족함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회취
약계층 중심의 획일화된 사업을 한계로 지적하였다.
임학순 교수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방향으로 ‘지역문화
진흥과 문화예술교육의 연계’를 강조하였다. 그 방법론으로서 지역문화진흥 정
책 영역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접근, 지역자원 융·복합 플랫폼으로서의 문화
예술교육, 분권기반의 지역 문화예술교육 특성화 환경 구축, 수요자 맞춤형 정
책체계 구축, 지역 문화예술교육 아카이빙 및 지식서비스 체계 구축을 제시하
였다. 8,90년대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이 2005년 이후 공급자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향후 문화예술교육 방향으로 지역자원 융·복합 플랫폼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을 제시한 점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뿐만 아
니라, 재정 지원에서 공간, 인력, 지식정보, 네트워킹 등 지원방식의 다양화를
강조한 점 역시 흥미로운 대목이었다. 무엇보다 필자가 가장 공감하는 부분은
네트워킹을 통한 경험과 노하우의 공유를 강조한 점이었다. “문화예술교육 사
례는 많으나 사례연구는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향후 광역 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가 사례연구에 더욱 주목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왼쪽부터 임학순 교수, 이춘아 대표, 이욱상 에듀케이터, 정민룡 관장

사례 발굴하고 협력체계 정비해야
‘지역 문화예술교육 실행을 위한 구체적 검토’에 대해 발제한 이춘아 대표(대전
한밭문화마당)는 대전지역 사례 위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중앙 주
도의 공급자 중심, 분권과 상관없이 지역에 여과 없이 뿌려지는 문화예술교육
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특히 문화예술교육 인력부문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
을 제시하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강사들의 목소리를 대
변해 주었다. 그는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강사, 향유기관, 기획자들의 주기적
인 만남과 네트워킹을 강조하였다. 사례로 제시한 한 장의 사진(경로당에서 어
린이와 할머니가 공동작업을 하는 모습)은 문화예술교육이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청중들의 많은 공감을 이끌어 내었다. 이러한 사례
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한다는 것의 의미를 ‘문화복지’로 접근
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이욱상 에듀케이터(부산 오픈스페이스 배)는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관객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끈 발제자였다. 다소 엄숙한 포럼의 분위기
를 급반전시키며,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사례공유가 가장 재미있게 관객들에게
다가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발제였다. 그가 ‘숲속 미술관’ ‘우리동네 미술
관’ ‘맨발동무 도서관’을 설명할 때마다 객석에서 찰칵찰칵 거리는 스마트폰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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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라 소리를 통해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과 반응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마지
막으로 문화예술교육 사례 연구 및 공유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점을 강조하였
고, 네트워킹의 중요성 역시 부각시켰다. 문화예술교육의 사례 공유는 지역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국에서 모인 관
조정윤
고려대학교 독어독문과 졸업
후, 영국 그린위치 대학,
시티 대학에서 예술경영을
수학하였으며, 성균관대학교에서
공연예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PMG KOREA
공연기획팀에서 해외공연을
담당하였으며, 부천문화재단
문화사업팀, 고양시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
전문위원으로 재직했다.
일본국제교류기금 연구펠로우로
선정되어 요코하마에서 2년간
일본 지역문화재단 조직운영,
일본 공립문화시설을 연구,
조사하였다. 귀국 후 마포문화재단
공연전시사업팀장을 거쳐 현재는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http://blog.naver.com/operas
artsmanager@bscf.or.kr

객과 예술강사들의 진지함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지역 내 좋은 사례를
전국적으로 발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 역시 광역 문화예술교육지
원센터에 새롭게 부여된 역할이 아닌가 생각했다.
정민룡 관장(광주 북구 문화의집)은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
로의 전환’을 발표하며 정책 전달 체계와 지역 협력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하였다. 특히 현장에서 느끼는 문화예술교육 10년의 성과이자 지역적 전략(시
민참여, 향유)을 구사하는데 있어 가장 강력한 수단이 지역 문화예술교육이라
고 강조하며,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유관 사업들과의 중복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지적했다. 문화예술교육 정책 전달이 상의하달(top-down)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 논하면서, 행정중심의 기능적 협력
체계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문화부,
진흥원, 광역문화재단은 정책 중심의 협력체계로, 기초문화재단, 기초생활권
(지역)은 실행(사업)중심의 협력체계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자는 제안을
하였다. 그는 마을단위 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는 향후 기초재단, 시군구 단위
협력체계 구성의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였다. 문화부를 최고경영자(CEO),
진흥원을 제작자(Producer), 광역재단을 편집자(Editor)로 분류한 점 역시 재미
있는 역할규정이 아닌가 싶다.
종합토론 좌장을 맡은 박은실 교수(추계예술대학)는 토론자 4명의 발표시간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모두가 자유롭게 각자의 관점에서 토론할 수 있도록 이
끌어나갔다. 지정토론자는 광역문화재단(임창웅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장), 기초문화재단(강승진 춘천문화재단 정책기획팀장), 현장 활동가(김수연
문화예술센터 ‘결’ 문화기획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노준석 예술협력사
업본부장) 등 각자의 입장에서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성과와 한계, 발전방향 및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정책의 시작은 지역으로부터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플로어에 있던 문화예술교육 현장 활동가들이 정책에
대한 불만과 민원(?)을 제기했는데, 여전히 현장에서는 중앙의 정책 결정에 대
한 불신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 포럼을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은 정책 결정의
시작이 바로 지역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지금과 같은 중앙-공급자
중심의 정책은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형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포럼 참가자들 간에 형성되었다. 정책결정의 하의상달(bottom-up) 방식, 지
역 자율성 보장을 위한 포괄적 예산제도, 지역 간 협력과 교류 강화 등 이번 포
럼에서 나온 의견들은 정책 입안자들이 귀담아 경청해야 할 부분이다. 지역에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6월 9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24

2015 arte 365

서 해답을 찾고 정책을 만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며, 지역 문화
예술교육 발전이 국가 문화복지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포럼에서 느
낄 수 있었다.

2015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
‘마음, 꽃길을 열다’
2015.5.26.(화) - 5.3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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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문화예술교육을 말하다

문화예술교육, 새로운 10년의 첫 걸음을 시작하는 2016년이 밝았다.
최근 학교, 사회, 지역 등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둘러싼 변화의 움직임을 읽어
보고,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현장에서 앞으로 나아 갈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보는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① 학교를 둘러싼 다양한 변화들
② 문화예술교육 변화와 성장을 위한 제언
③ 2015 문화예술교육 포럼 ‘문화예술교육, 한 걸음 더 나아가기’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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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에 주목하라
학교를 둘러싼 다양한 변화들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장

우리나라 교육은 해방 이후 지식중심교육, 입시중심교육에 치중하여 왔다. 치
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주로 지식을 암기하고 활용하는 노력에 치중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교육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OECD가 먼저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2000년대 초 OECD는 데세코
(DeSeCo: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es) 프로젝트를 추
진하였고, 프로젝트 종료 후 미래 사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후 뉴질랜드, 독일, 캐나다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역량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혁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량기반 교육이 큰 관심을
끌었고, 몇 년 전부터 일부 교육청에서 역량기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5
년에는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국가 수준에서 역량기반 교육을 실시할 것을 천
명하였다. ‘지식’에서 ‘역량’으로 교육 패러다임이 바뀔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
다. OECD에서 강조하는 ‘역량’은 전인적 개념이다. 창의적 능력, 문제해결능
력, 공감능력, 소통능력 등 인간이 갖추어야 할 종합적인 능력을 지칭한다.

‘지식’에서 ‘역량’으로, 패러다임의 변화
국내적으로는 최근 두 가지 변화가 눈에 띈다. 첫째는, 자유학기제의 실시이
다. 2015년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가 시범 실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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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자유학기제
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방향으로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
다. 엄밀하게 말하면 진로 프로그램에 해당되나, 교육내용적 측면과 교육방법
적 측면에서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학생들은 시험
부담 없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재능을 표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는, 「인성교육진흥법」의 제정이다. 인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
면서 2015년 7월에 제정되었다. 인성교육법에서는 인성교육의 목표로서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덕목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목표를 실
천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
의 통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인
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을 중심으로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학
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문화예술 활동이 인성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이미 널리 인지되고 있는 사실이고, 따라서 향후 인성교육에서 문
화예술 프로그램은 핵심 교육내용으로 자리매김 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눈여겨 볼 변화가 학생 수 감소이다. 학생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
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초등학교 1개 학년 학생은 60만 명이었으나, 지금은
45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5년 후에는 40만 명대로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된다.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10년 후에는 대학입시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
된다. 더불어 청년 실업 문제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들이 자신들
의 꿈을 펼치고 소질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최근 교육환경의 변화는, 지식중심의 교육, 경쟁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소질과 재능이 존중받고, 창의성, 인성, 공감능력, 소통능
력 등의 역량이 존중되는 교육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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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의 지평을 넓힐 기회
교육환경의 변화는 문화예술교육의 지평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좋은 기회를 제
공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과 ‘교육’의 합성어이다. 문화예술교육
은 기본적으로는 문화예술의 본질적 가치인 예술성과 심미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동시에 교육적 가치인 창의성, 인성, 사회성을 추구한다. 문화예술교
육을 이렇게 규정할 때 향후 교육 분야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차지하는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미래 한국교육이 추구하여야 하는 가치들이 문화
예술교육이 추구하는 가치와 부합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에도 문화예술교육
은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최근 교육부 진로교육 실태조
사에서 고교생 희망 직종 1순위로 문화·예술·스포츠가 꼽히기도 하였다. 또
한 교사들의 인식 역시 긍정적이기 때문에 향후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더
욱 중시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달리지는 교육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방향
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현행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는 법제정의 목적을
국민의 ‘문화역량’을 증진하는 것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문화선
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문화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
이다. 따라서 향후 학교 문화예술교육에서는 이 법 취지를 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엘리트교육과 취미활동 두 가
지로 양분되어 왔다. 엘리트 교육은 소수만 해당되는 것이고, 취미활동으로 문
화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규교육과정의 문화예술교육 역시
학생들의 문화역량을 증진시키는 대에는 한계가 있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학생의 문화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3+1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문화역량을 키우는 3+1 전략
첫째, 학교교육과정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구현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하는 것과 더불어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간 연계가 이루어져야한다.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경우, 진
로체험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활동, 동아리활동 프로그램 간 연계는 더욱 중
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기획하는 것
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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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장르별 프로그램, 장르통합 프로그램, 장르연계 프로그
램 등)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예
김창환
연세대학교(영문학과)와 동
대학원(교육학과)을 수료한 후
독일 튀빙겐 대학교 교육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교육부
정책자문위원/대학선진화위원회
위원, 시도교육청 평가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외교부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장으로 있다.
chkim@kedi.re.kr

술교육 과정의 기획 및 실행을 위해서는 예술교과 교사 외에도 일반 교사, 특
히 학교 관리자의 역량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 교사의 문화역량을 강화하
기 위한 연수를 전문 예술교육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등 교원양성기관에서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문화
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학생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진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 학생 문화예술 동아리를 적극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수 문화예술
동아리에 대한 시상도 고려할 수 있다.
교육과정, 교사, 학생은 교육의 핵심 요소이다. 이러한 핵심 요소에서 문화예
술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법
에 명시되어 있는 문화역량을 갖추기 위한 성취기준(목표, 내용, 단계 등)을 연
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협업과 연계가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교육청과의 협업이 중요하다. 학교교육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365]
2016년 1월 5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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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하고 활성화 하는데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별 학
교와의 협업도 중요하다. 학교 문화예술교육과정 기획 지원, 학교 교사와 예술
강사의 협업 등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을 넘어
시스템으로
문화예술교육 변화와 성장을 위한 제언

임학순
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최근 문화예술교육 정책 10년의 역사와 그 성과에 대한 논의가 학계와 정책현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지난 10년 동안 문화예술
교육 정책이 양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대체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관한 중장기발전계획이 3차례나 수립, 발표되
었고,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에 관한 법과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다양한 정책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업에 참여한 수혜자, 문화예술교육
단체, 문화예술교육 인력, 수혜조직 및 협력조직의 규모 또한 지속, 확대되어 왔
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대표적인 부처 간 협력 사업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의 양적 성장이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으로 연
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문화예술교육이 공급
자 중심의 정책 사업에 고착되어 있고,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또한 창조적 혁신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
예술교육 전문가, 현장 실무자, 문화예술교육 강사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 보
면, 전반적으로 현재 문화예술교육 환경이 다소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문화예
술교육 정책이 ‘양적 확산’의 정책 패러다임에서 ‘질적 성숙’의 정책 패러다임으
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환은 프로그램 수준의 접근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환경과 맥락을 고려한 총체적 시스템
수준의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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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숙,
적극적 문화 활동 욕구를 포용하는 수요 분석부터
앞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질적 성숙’의 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
는 다음 다섯 가지 사항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국민들의 문화예술교육 수요와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수요와 수준에 바탕을 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 구조를 사회취약계층과 일반국민으로 구
분하는 방식 뿐 아니라 왕초보 단계, 초보단계, 자발적 진입단계, 적극적 문화
활동 욕구 단계 등 수요와 수준에 바탕을 둔 새로운 구분 방식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학생 및 문화취약계
층 뿐 아니라 ‘적극적 문화 활동 욕구’를 가진 지역주민들을 적극 포괄할 필요
가 있다. ‘적극적 문화 활동 욕구’를 가진 지역주민들은 문화예술의 체험 및 표
현 역량을 심화하는 것 뿐 아니라 지역문화 기획자, 매개자로 활동하기를 희망
하는 주민들을 의미한다. 그 동안 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업은 학생 및 문화취약
계층에 초점을 두어 왔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들
에 대한 사후 관리나 ‘적극적 문화 활동 욕구’를 가진 지역주민들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둘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
한 기획관리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문화예술교육 지원 정책은
문화예술교육 단체와 강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집행하는데 한정하였
으며, 문화예술교육 단체와 강사들이 적극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의 연구개발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 단체 및 인력들의 소
통과 협업 환경 조성, 연구개발 지원 방식 개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성
과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례 분석 및 공유 워크숍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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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파트너로서의 소통과 협업,
총체적 파트너십 체계 구축 필요
셋째, 문화예술교육 인적자원들의 창조적 소통 및 협업 플랫폼이 구축될 필요
가 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
과 상호작용하고, 지역사회와 관계를 형성해가는 전문 인력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있다. 이러한 전문 인력들의 소통과 협업 환경은 통합장르형, 지역기반형,
사회문제 해결형, 융복합기반형 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동안 문화예술
교육 정책은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사업을 지원하
고,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인력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들의 소통과 공유 및 협업 환경은 미흡한 실정이
다. 앞으로 문화예술교육 인적 자원들의 창조적 소통과 협업 플랫폼이 구축되
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정책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전
문 인력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넷째, 정책 파트너로서의 문화예술교육 단체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예술교육
단체를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원 방법을 개발할 필
요가 있다. 그 동안 문화예술교육 단체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핵심 요소로 고
려되어 왔지만, 주로 지원 정책 사업의 프로그램 수행자 차원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 단체의 다양한 욕망과 특성 및 역량이 문화예술교육 정
책에서 고려되지 못했다. 그 동안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문화예술교육 단체의
임학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동
대학원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한류대학원
한류지식센터 센터장,
문화비즈니스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hsyim@catholic.ac.kr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집행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문
화예술교육 정책의 역사가 10년을 넘으면서,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의지와 역량을 갖춘 문화예술교육 단체들 또한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 앞으
로 지역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이러한 문화예술교육 단체들의 의지와 역량을
어떻게 정책 파트너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문화예술교육 정책 파트너십 체계는 집행수준에서 공동 기획 및 성과
활용 체계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교육 단체와 전문 인력들은 문화예
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도소, 소년원, 보호관찰소, 지역아동센터, 학교,
군대, 사회복지시설, 마을, 주민자치센터, 노숙인시설, 공단, 작은도서관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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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현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효
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등 공공부문 수준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뿐 아니라 문화예술교육 단체와 수혜시설의 파트너십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문화예술교육 파트너십은 집행 수준에 머물렀으며, 공동
기획이나 성과 공유 및 활용수준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성과가 당해 연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한 학습자에 한정하여 나타날 수 있다. 앞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업에 참여
하는 타 부처 및 수혜조직들은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해당 부처 및 수혜조직
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구현하여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적극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365]
2016년 1월 5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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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 조사 연구, 공동 기획, 공동 모니터링
및 평가, 공동 성과공유 및 환류체계 구축 등 공동 협업 기반의 총체적 파트너
십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모색과 시도는
계속되어야한다
2015 문화예술교육 포럼
‘문화예술교육, 한 걸음 더 나아가기’ 리뷰

이선옥
전 예술경영지원센터
교육사업팀장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들 한다. 문화예술교육의 씨앗이 뿌려지던 초창기
시절, 경복궁 한 귀퉁이 거대한 컨테이너에 자리 잡았던 한국문화예술교육진
흥원에서 일했던 필자로서는 감회가 남다르기도 하다. 그동안 국내 문화예술
교육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정책적 추진력을 가지고 놀라운 양적 성장
을 이루었다는 데에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10년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봐야 할 지금이야말로 반성적 성찰 속에서 다음 단계의
도전과제들을 헤아려보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일 듯하다. 지난 12월 16일 페럼
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2015 문화예술교육 포럼 ‘문화예술교육, 한 걸음 더 나
아가기’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왼쪽부터 김수진 교수, 박건배 교수, 임학순 교수, 김창환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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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모색을 위한 네 가지 키워드 –
정체성, 인력, 네트워킹, 가치
첫 번째 발제는 ‘문화예술교육, 확산에서 심화로’라는 제목으로 김수진 교수(경
주대학교 국제교양학부)가 맡아 문화예술교육에서 예술교육으로 개념과 정체
성을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애초 복합어이자 절충적 정책언어로 사용된
‘문화예술교육’이 아니라 ‘예술교육’ 개념을 수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방법적 차
원에서는 그동안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강조되었던 경험의 측면을 넘어서 예
술을 매개로 사회를 읽는 사고의 훈련, 맥락과 가치를 읽어내는 예술교육을 제
시하였다. 또한, 대상과 내용의 차원에서는 문화다양성 시대에 다름과 다양성
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되는 예술교육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인력, 문화예술교육을 나아가게 하는 힘’을 맡은 박건배 교수(계명대학
교 산업디자인학과)는 문화예술교육의 핵심동력인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방향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그는 그동안 인력 분야에서 이루어진 성과
중 2012-2013년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도입과 시행, 이를 통한 국가 공인 자
격증이라는 법적 지위의 획득을 강조하면서, 향후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
성방향을 주체, 대상, 정책 차원에서 제안하였다. 우선 교육의 주체 차원에서
는 그동안 일자리 창출에 국한되었다면 취창업 및 직업의식 기반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교육 대상 차원에서는 기존 수혜자 대신 수요자 개념을 바탕으
로 좀 더 수요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함을, 정책 차원에서는 지원사업 중
심을 탈피하여 창조산업기반의 수요창조형 및 자립형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
성을 주장하였다.
세 번째 발제자로 ‘참여와 협력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주제를 맡은 임학순 교수
(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는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
간 관계 설정 및 협력방안을 발표하였다. 우선 문화예술교육 정책주체 관련 이
슈로 정책주체 간 인식 공감 및 성과 공유 체계 미흡 문제를 들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부처 간 협력 사업이 효과적인 집행 차
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공동 기획, 성과 지식정보의 생산 및 활용체계 구축
차원으로 성숙 발전해야 지속가능함을 강조하였다. 정부 등 공공부문 주도의
공급자 중심 모형의 한계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에
제약이 생긴 점 역시 이슈로 지적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민간의 다양한 단체
와 인력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거버넌스 체계의 구
축 필요성이 제시되기도 했다. 취약한 지방분권 체계 역시 주요 이슈로 지적되
었다. 그는 앞선 쟁점과 관련하여 미래 문화예술교육 정책주체 간의 관계 구
축 방향과 과제로 우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역할을 정책주창자(public
advocacy) 기능, 협업기반의 창조적 혁신환경의 지속적 조성, 국제교류 협력
기능, 정책 기획개발·평가·피드백 기능의 강화로 꼽았다. 또한 타 부처 및
수혜조직과의 문화예술교육 성과 활용체계 구축, 지역 문화예술교육 자치 역
량 강화, 기업 및 연관 분야 등 새로운 참여자 발굴 및 협력관계 구축, 정책파
트너로서 문화예술교육단체의 다양한 욕망과 특성 및 역량을 고려한 활용 등
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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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김창환 본부장(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은 ‘문화
예술교육 가치의 확산과 공유’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문화예술교육은 다양한
가치, 즉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균형을 추
구하는데, 가치 창출 및 확산, 특히 확산을 위한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가치 확산 전략으로서 통계조사와 DB 구축을 통해 객관적 가치들을 확인
하는 작업, 이에 기반한 정책 연구, 국내외 협력(네트워킹) 강화, 가치전달체계
(value delivery system)로서 홍보 등을 제시하였다.

인력, 가치측정 등 활발한 토론 이어져
1부 발표에 이어, 2부에서는 각 주제별 지정토론자 4명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박일호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양혜원 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
구원 문화기획평가센터), 류해석 장학사(경기도교육청 문예교육과), 김인설 교
수(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는 각 발제자들의 발제 내용에 기본적으로 동
의하면서 구체적 방향과 방법론에 대한 질의하였고, 이에 대한 발제자들의 답
변이 이어졌다.
특히 ‘인력’ 주제는 지정토론자 외에도 플로어의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및 예비
인력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정토론자인 양혜원
연구위원은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참여자들의 효능감
과 만족도가 낮은 문제, 2016년부터 도입될 ‘국공립 교육시설에 대한 문화예술
교육사의 의무배치’ 제도의 실효성 문제, 현장에서 보다 전문적인 혹은 기능적
인 문화예술교육 수요가 대두하는 것에 대한 대응,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평가체계 및 처우개선 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플로어에서도 인력 주제와
연계된 다양한 의견과 질의가 이루어졌다. 학교 교사와 박물관·미술관의 문
화예술교육사 간 교육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이들 사이에 질적인 대화의 필요
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화예술교육의 다음 단계를 고민할 때 예술강사의 현
재 또한 반드시 짚어야 할 과제로, 이들이 현장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는 동시
에 적절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이 다시 한 번 지적되었다. 다른 한편 대
학에서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교직 이수를 한 예비인력들
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현장 진입장벽이 있다고 느껴 경력경로를 개발하고 단
계에 맞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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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측정의 이슈 또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인지적 측정에 비해 창
의성, 인성 등 비인지적 측정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우리 사회의 불신의 문화
까지 겹쳐져 문화예술교육 가치 측정 문제가 늘 만만치 않은 과제이기 때문
이다. 개인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동기가 사실상 수치화된 객관적 가치로 움
직이는 것은 아니며, 확인가능성과 중요성이 늘 일치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
을 고려했을 때, 양적 평가 외에 그 보완재로서 자체 보고서 작성 및 전문가
의견을 신뢰하는 문화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공감을 얻었다. 리처드 레이
어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측정하려고 시도해야 한다.”고
말한 반면, 알베르 아인슈타인은 “중요한 것을 모두 측정할 수는 없고, 측정
할 수 있는 것이 모두 중요한 것도 아니다.”고 하지 않았던가. 쉽지 않지만 중
이선옥
예술교육과 예술경영, 정책과
현장을 가로지르며 일해 왔다.
서울프린지네트워크, 하자센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재청,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에서 프로그램 기획홍보,
연구조사, 컨설팅 업무를
담당했다. 현재 숨고르기를 위한
자체 휴식시간을 즐기고 있다.
www.facebook.com/sonok.lee
dal0310@naver.com

요한 문제인 건 분명하다.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호흡 고르기
사람의 생애주기가 있듯 정책과 조직도 생애주기가 있는 게 아닐까 싶다. 압축
형 성장모델에 바탕을 둔 한국의 특수성은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로 양적 성장
을 이룬 문화예술교육에서도 발견된다. 발전의 어떤 단계에 양적 규모의 성장
은 필수적일 수 있지만,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질적 고민과 대화, 소통과 협
업의 지속적인 모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포럼은 그러한 모색을 위한 다
양한 주제어를 한 자리에서 제시하고 공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양적 규모에 압도되지 않고 제도에 고착되지 않는 질적인 대화와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365]
2016년 1월 5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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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시도들이 정책과 현장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 무엇보
다 교육 현장의 인력 이슈 등 주요 정책이슈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화된 포럼
자리가 기획되길 희망한다.

2015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
‘마음, 꽃길을 열다’
2015.5.26.(화) - 5.3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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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꽃길에서
골목놀이 하자
움직이는 마음 다락차
조숙경
그림책작가

봄비 내리는 오후 염리동 골목에 들어서니 가슴 한쪽이 아련해져 온다.
염리동, 대흥동 골목을 누비고 다니던 내 어린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그 시절 이 골목은 다방구, 사방치기, 고무줄, 숨바꼭질 등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놀이터였다.
어쩌다 홀로 집에 있는 날에는 안방에 붙어있는 다락방이 놀이터가 되었다.
다락방에서 할머니가 숨겨놓은 커피 맛 사탕 한 알을 까먹으며 그림을 그리거나 종이인형놀이를 했다.
그러다 할아버지의 필사본인 『구운몽』을 뒤적거리며 단잠이 들곤 하였다.
지금 나의 문학적 소양과 예술적 감성은 그 시절 골목과 다락방에서 시작되었다.
골목은 타인과 눈을 마주치며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는 것을 가르쳐 준 곳이었다.
그리고 빈 다락방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
오늘은 염리동 골목에서 ‘움직이는 마음 다락차’의 첫 발자국을 함께했다.
그 시절 다락방에 바퀴를 달아 전국을 돌며 새로운 골목길을 만들어 가려는 걸까.
마음과 마음이 만났던 골목은 이제 봄꽃 같은 마음이 담긴 길로 다시 꽃피려나 보다.
꽃길이 된 골목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며 우리 마음을 향기롭게 수놓을지 모른다.
다락방은 내 방이 없던 시절 나만의 기억과 추억을 담아 두던 소중한 공간이었다.
어느덧 골목놀이는 제도 안으로 들어가 문화예술교육으로 진화·발전하였고,
그 사업의 역사가 10년이니 다락방에 놓일 만한 자격이 있구나 싶다.
공간의 기억은 사람 마음을 흔들고,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릴 만한 힘이 있다.
마음이 흔들리면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리곤 한다.
그 열린 문틈으로 우리의 기억과 추억이 파도치며 밀려온다.
마음 다락차가 지나간 길에 이른 봄을 설레게 했던 꽃잎들이 또 다시 흩날리는 듯하다.
어린 시절 다락방의 오래된 먼지 냄새는 이제 향긋한 꽃비가 되어,
염리동 골목을 적셔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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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다

41

02
part

42

2015 arte 365

인터뷰
전문가들이 말하는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들어봅니다.

다르지만 다르지 않다
공감은 힘이 세다
10년의 성과를 이어갈 성장의 책임
판을 읽어? 판을 바꿔!
인문의 물음에 예술로 답하다
창의성은 삶의 기술이다
폼 잡을 것 없이 리듬을 타듯 유연하게
지역의 문제에 예술로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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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지만 다르지 않다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하여

일시
2015년 3월 31일(화) 오후 3시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해 ‘다름에서 시작하는 예술’이라 표현한다. 다름이라는 단
어를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의 경험과 생활환경이 비장애인과는 다른 독창성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대부분 비장애인이 경험하지 못했거나 경험했지만 중요

장소
네스트 나다

한 정보로 인식하지 못하여 무시하고 잃어버린 것들이다. 이에 다름에서 시작하
는 경험과 표현을 기반으로 하는 장애인 문화예술은 작은 것의 소중함을 이야기

참석자
•김현철 (성모자애복지관 직업재활센터 팀장,
2013~2014 활동가 파견사업 참여기관
담당자)
•김보람, 임철민 (길공방 작가, 2013~2014
활동가 파견사업 참여 예술가)
•정원일 (장애인 문화예술 기획자 /
인터뷰어)

하기에 또 다른 감동을 전할 수 있다.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진행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활동가 파견사업’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가 주관하는 복지기관(장애인
분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다. ‘다름’에서 시작하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예
술가와 장애인이 함께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과 창작 활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사업에 참여한 복지기관 담당자와 예술가를 만나 그 동안의

글
정원일 (장애인 문화예술 기획자)

경험과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2013년, 2014년 활동가 파견사업에 참여하면서
많은 경험과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다.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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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활동가 파견사업은 무언가 편안하고 형식에 구애

받지 않는 강의나 놀이 형태의 전달방식으로 장애인들이 매우 신선하게 받아
들였다. 2014년에 처음 프로그램 정보를 받았을 때 댄스 프로그램(프로그램
명칭이 ‘자폐 힙합’이다)으로 알고 해보자 결정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시작되
어서 댄스가 아닌 다른 뭔가를 하고 있었다.(웃음)
활동가 분들이 뭔가 찾아내고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다르다는 것을 느꼈
다.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활동가들은 자폐성 장애인들이나 지적 장애인
들의 무의미한 소리를 수집해서 만들어보려는 시도를 했지만, 어려움이 있었
다. 그래서 방법을 바꿔 속마음을 끌어내는 것을 참여자가 직접 할 수 있게 환
경을 조성했다. 활동가들의 생각과는 달리 참여자가 참여자를 인터뷰하는 대
화방식이 통했다. 그러다 보니 더 능동적인 활동이 되었고, 참여자들 끼리 직
접 질문을 던지고 답하면서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향상시켰다는 점은 분명했
다. 작년 프로그램의 성과라 생각한다.
장애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
사실 어제 녹음 파일을 받아 오늘 아침에 함께 했던 장애인분들과 들어보았
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활동가 파견사업)은 그 자체로 기회다. 다양한 매
체를 전달해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것 같다. 저희가 가진 도구나 방법들이
한정적이고, 교육적이고, 치료적인 데 반해 신선함이 있었고, 이렇게도 성과
가 나올 수 있구나 생각했다. 다만 밖으로 어떻게 전파시킬지에 대해서 아쉬
운 부분이 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활동가 파견사업)은 그 자체로 기회다. 다양한 매체를
전달해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것 같다. 저희가 가진 도구나 방법들이 한정
적이고, 교육적이고, 치료적인 데 반해 신선함이 있었고, 이렇게도 성과가 나
올 수 있구나 생각했다.”
김현철 (성모자애복지관 직업재활센터 팀장)

김보람

처음 사업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선뜻 하겠다고 했다. 일반적인 문화예술교

육(사업)과는 다른 것들이 보였다.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라 할 수 있겠다 싶었다. 하지만, 처음에 생각한 것과 달리 2013년 처음 부
평 주간보호센터에 갔을 때 무척 힘들었다. 참여자(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한 사례로, 첫 수업으로 향낭 주머니 만들기를 했
는데 콩을 주머니에 담고 묶는 작업을 참여자들이 힘들어하고 활동가나 담당
선생님에게 의지했다. 이에 우리 스스로 장애인 대한 이해와 학습이 필요하다
판단했고, 양평에 있는 장애인 학교에 찾아가기도 했다.
첫해에 주간보호센터에 갔을 때 복지사 선생님들과 어떻게 소통할지, 기관 자
체적인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몰라서 어려움이 많
았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에게 좀 더 가깝고 우리와 좀 더 뭔가 할 수 있는
시설을 찾아보자 생각했다. 현장을 찾아다니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 두세
달 동안 직접 가보고 만나보고했다. 그런 끝에 만나게 된 곳이 서대문장애인
부모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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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두 번째 사업에 우리가 왜 참여했을까 생각해보았다. 처음 주간보호센
터에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전혀 알지 못했던 세계, 새로운 세상이었다. 지나
고 생각해보니 이런 사업이 아니면 이 친구들을 만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
이 들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저희에게 큰 매개이자 접점이었던 것 같다.
복지관의 입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갈망이 많다. 하지만 복지관은 평가
를 받는다. 평가 기준이 프로그램 기준이 되다보니 프로그램들이 비슷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장애인들의 관심과 재능 등을 드러내기엔 한계가 있다. 문화
예술교육도 대상자에 따라 많이 다를 것이라 생각한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
달장애 등 장애유형에 따라 접근방법이 다른 것 같이 장애유형, 대상에 따라 각
기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활동가 파
견사업은 그런 경험과 매뉴얼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서
로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
김현철

복지관 실무자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처음 활동가가 파

견되었을 때 복지관 실무자들은 주변인이 될 수밖에 없다. 대상자를 모집하고,
교육장소를 열어주고, 필요한 도구를 준비해주고, 대상자의 특성 등을 알려주
는 것 밖에 할 수가 없다. 진행과정에 대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풀어갈
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켜보는 입장이다. 복지관과 예술가 사이의 교집합을
찾는다면 그런 부분들에 체계적인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새로운 사람
을 만나는 것에 있어 과도기나 시행착오를 겪어야겠지만 그런 것들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복지관도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래야 기획
과정 중에 참여하고 어우러질 수 있을 것 같다.
임철민

‘예술가’라고 불렸을 때 어느 정도 요구나 기대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현

철 선생님께서 ‘예술을 잘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예술가들의 역할
이라고 생각한다. 예술(교육)이 잘 모르고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되지 않게
눈높이를 맞추고 일상성을 부여하는 것이 예술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사업 참여 첫해부터 센터 선생님들, 부모님들과 함께 하기를 제안한 것도 그런
이유였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길 바란다.

“예술(교육)이 잘 모르고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되지 않게 눈높이를 맞추고
일상성을 부여하는 것이 예술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임철민 (길공방)

지역사회 연계는 복지기관의 중요한 역할 하나이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
역사회와의 연계에 대한 고민도 있었을 것 같다.
임철민

첫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참여자들과 센터 밖으로 나가는 활동을 생각

해 제안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센터에서는 어렵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내부에
서 뭔가를 만들고 전시 형태로 공유하는 방식이 대부분이기도 했고, 보호의 의
무가 있는 센터로서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았다. 역동성을
가지고 대면을 통해서 지역 내에서 공동체성을 만들어가거나 작업의 일상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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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나가는 것은 기관에서는 한계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야 알게 되었다. 2014년도에 현장을 열심히 찾은 이유 중 하나가 지역 내에서
일상성과 공동체성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현장을 찾기 위해서였다.
김보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역과의 연계방법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특히 부모님들과 워크숍을 할 때 바자회 때 친구들이 만든 작업
을 가지고 나가면 좋겠다거나, 더 나가서 지역공방을 열어보면 좋겠다는 의견
도 있었다. 실제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관계가 쌓이고 저희도 그 안에서 요청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 친구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
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 부분은 아직도 고민이 많다. 거리적
으로 멀어지기도 했고, 양평으로 이주하면서 지금의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인상 깊었던 순간이나, 하길 잘 했다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면?
김보람

저는 기다리는 연습을 했고, 친구들은 만지는 연습을 했던 것 같다.(웃음)

기다려 주는 것이 저에게 큰 수업이었다.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에는 알려주
거나 도움을 주지 않아도 재료와 도구가 있으면 각자 원하는 것을 가져가 작업
하고 저희가 살짝 도움을 주는 정도였다. 스스로 재료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
다. 거기까지 가는데 쉽지는 않았지만 좋았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도 작업이 계속되길 바랐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
기는 쉽진 않지만 그런 자리를 만들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위한 워
크숍을 따로 제안 드렸다. 2013년 부평에서도 복지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워크
숍을 제안해 진행했었다. 부모님 대상으로 4회 정도 친구들과 똑같은 내용으
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자기 작업을 찾는 것은 무척 좋은 것 같다. 목공이나 바
느질처럼 자기 취미를 갖는 것처럼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스스로 몰두하고
계속 영감을 받을 수 있고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작업이 있다면 살면서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경험했기 때문에 장애인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계속 하
기를 바랐다.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그 친구들만의 특징이나 습관이 있는 것
이지, 어떤 장애 이름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었다. 조금 미숙하고 느릴 뿐 크게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김보람 (길공방)

마지막으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김현철 :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교육 대상이기도 하다.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장애인도 고객, 소비자라는 용어를 쓴다. 수혜적인
입장이 아닌 주체적인 입장,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접근방식이 다를 뿐 문
화예술(교육) 범주 안에서 비장애인과 똑같이 생각하면 좋겠다.

PART 2
인터뷰

47

작년에 진행했던 장애인 연극 프로그램에서는 보조교사로 장애인 예술가가 참
여했다. 장애인 예술강사 파견도 한 방법일 것 같다. 창작활동을 하시는 장애
인들이 교육의 주체가 된다면 또 다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다. 사회
참여의 면에서도 장애인 예술가가 교육자로써 주체가 된다면 자신감이나 정서
김현철
성모자애복지관은 서울 강남구에
있지만 행정구역상 성남에 가까운,
한적하고 녹지가 많은 곳에 위치해
있다. 장애인 훈련과 고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직업재활센터에서 팀장을 맡고
있다. 2013년 ‘영상건축일기’, 2014년
‘자폐힙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적 향상 효과도 있을 것 같다.
김보람

기술적인 면을 가르쳐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작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친구들의 장애를 물어보거나 확인한 적이 없었다.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그 친구들만의 특징이나 습관이 있는 것
이지, 어떤 장애 이름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었다. 조금 미숙하고 느릴 뿐 크게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임철민

장애인이냐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손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겼

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뭔가 만들면서 살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름에서 시작하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은 환경과 접근방식이 다르다. 사람
과 사람이 문화예술을 통해 관계를 맺고,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성과와 결과를
내며 지역사회와 소통하기를 원한다. 복지관과 활동가 그리고 우리 모두 같은
김보람, 임철민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현장에서
작업한다는 의미인 ‘길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나무, 천, 실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손작업을
한다. 최근 서울을 벗어나 양평에서
주민들과 손작업을 하며 텃밭도
가꾸고 있다. 2013년 부평장애인
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에서, 2014년
서대문장애인부모회에서 ‘관계를
깨우는 손작업’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정원일
장애인 문화예술 기획자.
강남장애인복지관 문화사업팀장으로
일했으며, ‘사운드페스티벌’(The Sound
Festival), 《봄을 기다리는 봄》展 등
다수의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했다.
jung48038@nate.com

사진
마루스튜디오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4월 14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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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고민과 대화가 지속되어 서로 다른 영역(사회복지,
문화예술)의 융성이 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공감은 힘이 세다
어린이와 공감하는 대화

일시
2015. 4. 21(화) 오후3시
장소
세라피나 뉴욕
대담자
•조재경 (고무신학교 대표, 플레이 아티스트)
•문현주 (성모마음정신과 부속
성모마음상담센터장, 아동심리학 박사)

교감하고 공감하는 대화는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이다. 마음을 열고 아이들과 교감하고 공감을 끌어내기까지 우리에게 필요
한 것은 무엇일까? 5월 가족의 달, 어린이날을 맞아 두 명의 전문가 대담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공감의 밀당 기술”
조재경(이하 고무신)

정리
주소진 (상상놀이터)

오늘 대담의 주제인 마음을 여는 대화, 창의적 사고를 열어주는

대화법이라는 논제 자체가 너무 큰 주제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아이들의 상태에 대해서이다. 문화예술교육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
가 장르 교육, 기능적 교육, 결과중심 교육이 아닌 과정중심 교육이다. 아이들
과 보낸 시간이 정말 행복한가, 즐거웠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 한다. 지
금 아이들의 삶의 문제, 상태가 어떠한지. 일반화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문박사님이 만나는 다양한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지금 아이들에 대한 진단(?)
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문현주

요즘 교육은 과정중심으로 방향을 틀긴 한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을 뒷받

침하고 지지해주는 시스템이 아직 부족한 것 같다. 교육정책이나 학교 안에서
도 아직까지 결과중심의 교육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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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이들의 삶의 형태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상담센터에 있기 때문
에 보편적인 아이들의 상태를 본다고 할 수 없다. 마음의 상처가 있는 아이들
을 만나기 때문에 극단적인 사례가 많다. 아이들을 보면 성과위주, 성적위주의
틀 속에 있고, 여러 매체와 SNS 등을 접하면서 정신은 21세기를 가고 있는데
교사나 교육 시스템은 구시대적이다. 그 중간이 없다. 그런대로 잘 적응하는 아이
들도 있지만, ‘자유로운 영혼’을 타고난 아이들은 너무 힘들어한다. 공부도 하나의
능력이라 생각한다. 공부가 맞는 아이들은 학교에 잘 적응하고, 문화나 예술이 적
성에 맞는 아이들은 도태되어 버리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학교 폭력도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받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의해 생기는 것이다.
고무신

견뎌내는 아이, 견딤이 약한 아이도 있다. 문박사님을 만날 수 있는 아이

들이면 그나마 나은 편 아닌가. 그런 면에서 아이들과 학교, 아이들과 교사 사
이에 매개가 없는 이 부분을 학교 예술강사들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숨 쉴 수
있는 틈, 발산 할 수 있는 기회이자 제도적 장치로 채워주는 셈이다. 그런데 예
술강사들도 제도 속으로 들어가 또 다른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도 있다. 예술강
사들이 정말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가에 대해 우리 스스로 질문
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예술강사를 만나보면 예술강사가 준비해 온 것이 너무
많아 수업의 주인공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아이들의 현상을 이해하고 들어갔
을 때 그들의 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편을 들어 줄 수 있는 수업방식과 내용
이 중요하다.
문현주

조선생님의 말씀에 동감한다. 예술강사는 예술과 교육의 균형을 잡는 것

이 중요하다. 오늘 주제인 공감과도 통하는 것 같다. 공감을 연애로 치면 ‘밀당
(밀땅)’과 같은 것이다. 예술강사가 무엇을 주었을 때 아이의 반응을 살피고, 다
시 예술강사가 반응하는 주고받음이 되어야 한다. 주고받음이 없으면 대화가
단절되고 수업이 재미없어질 수밖에 없다. 예술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이야
기를 많이 들어주어야 한다.
고무신 : 우리가

알고 있던 공감은 ‘같이 느끼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봄의 싱그러

움을 나와 네가 같이 느끼는 것을 공감이라고 생각해왔다. 문박사님이 말씀하
신 밀당이라는 개념이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고무줄도 양쪽에서 당기면 끊어
지는 것처럼 당기면 놓아주고, 다시 당기는 ‘공감의 밀당 기술’이 필요한 것 같
다.
문현주 : 모든

인간관계가 결국은 공감이다. 공감은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되어야한다. 인지적 공감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상대의 정서를 공유해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까지가 공감이라고 생각한
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가 중요하다. 상대에게 받은, 같이 공유한 정서를 내가
소화시켜서 반응으로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것까지가 공감의 한 세트이다. 마
지막에 내가 소화해서 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밀당이다.

50

2015 arte 365

“진솔해지면 강해질 수 있다”
고무신

현장에서의 정서적 공감은 오버액션(overaction), 흔히 텔레비전에서 나

오는 리액션(reaction) 정도이다. 인지적 공감인 ‘되어보기’, 이 첫 단추에서부
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문화예술교육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상황과 현
재의 조건 등 인지적 공감을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위한 노력
이나 살핌 없이 표면적 상태나 이야기들로는 정서적 공감의 끝이 되어버린다.
공감이라는 것이 내가 그가 되어 보아야 제대로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나누
고 있는 이야기들이 예술강사들에게 또 공감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문현주

공감을 잘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다. 이것은 연습이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좋은 예술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편안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공감해야 한다. 아이들과 갈등이 있
다면 아이들의 인지적·정서적 상태를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화가
나는지 슬픈지. 자신에게 솔직해지면 진솔해진다. 진솔해지면 강해질 수 있다.
유능한 선생님이라는 것은 분노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설적인 방법
으로,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표현할 줄 아는 것이다.
고무신

예술강사가 아이들과 만날 때 공감한다는 것은 솔직한 태도와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통
해 보여주는 삶의 방식인 것 같다. 공감의 핵심이 ‘나’라고 하셨는데, 문화예술
교육의 핵심도 ‘주체로서 자기를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다. 아이들의 속마음이 조금 드러나면 그
다음으로 갈수 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예술강사를 보면서 아주 작지
만 그 실마리를 통해 아이들은 자심감과 용기를 얻는다.
그런데 공감의 주체가 꼭 아이들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 생긴다. 다 들어
주어야 하는지, 주체로 자라는 아이가 아닌 끊임없이 요구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있다. ‘요구’는 ‘필요하다’는 것인데, 예술강사도 필요가 있
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받아주는 예술강사와 아이들의 수평적 관계와
공감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문현주

들어주고 인정하고 아이 편에서 맞추어주는 것 자체가 공감이다. ‘늘 들어

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관성 있게’라고 해석한
다면 들어주는 것이 맞다. 어른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밑지는 장사는 아니다.(웃음) 공감은 상대방을 이
해하고 느끼는 능력이다. 공감 받지 못했을 때,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상담을 받으러 온다. 결국 사랑받고 싶어서 오는 것이다. 사랑이 문제다. 아이
의 편을 들어주고, 인정해주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이다. 태어나면서 아이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 부모를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그 달콤함, 공감
에 대한 러브라인을 배우고, 살아가면서 그 러브라인을 반복하는 것이다. 부모
로부터 늘 인정받고 사랑받은 아이는 누구와도 러브라인을 형성할 수 있는 능
력이 생긴다. 결국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늙은 부모에게 다시 그 러브라인을
돌려준다. 장기적으로 보면 남는 장사다.(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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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신

진흥원에서 초등학교 4,5,6학년을 대상으로 ‘우락부락’이라는 여름캠프를

함께한 적이 있었는데 꼭 밤마다 집에 가고 싶다는 아이들이 있다. 왜 그런지
이리저리 물어도 보고 집에 전화도 해보고 해도 결국에는 그냥 집에 가고 싶다
고만 한다. 한 삼십분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아이는 이제 되었다며 다시 숙
소로 돌아간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
얼까 생각하게 한다. ‘들어준다’는 것은 답답함, 궁금함, 스트레스를 나도 모르
게 해소해주는 것 같다.

삶에 풍미를 더하는 예술교육
문현주

우리는 들어주는 것을 잘 못한다. 미국에서의 경험인데, 한 학기가 끝나

면 음악수업에 학부모를 초청해 공개수업처럼 한다.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못
한다. 실수하면 부모들은 그냥 웃는다. 선생님이 지휘를 하다 중간에 틀리면
연주를 중단하고 ‘다시 하자’고 한다. 우리의 모습과 사뭇 다르다고 느꼈다. 그
들에게는 공개수업을 위한 연습 같은 것은 없다. 그냥 수업을 보여주는 것이
다. 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문화를 즐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무신

지금 아니면 언제 실패해 보겠나.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조금 실수하고

잘 못하는 것은 디딤판이 되는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의 또 하나의 핵심은 ‘실패
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문현주

실패도 즐거울 수 있다는 것, 실패도 과정중의 일부인 것이다. 잘 해야 하

고, 보여줘야 하고, 실수하면 혼나는 것이 아니다. 일례로 재롱잔치를 보면 심
각하다. 연습시키고 잘할 때까지 한다. 그렇게 하면 커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겠나. 문화와 예술은 삶의 양념과 같은 것이다. 나를 풍요롭게 해주고 내 삶
의 풍미를 주는 것인데 그런 보여주기 위한 고된 연습은 아이들에게 후추 한
통을 다 붓는 것과 같다.
고무신

바흐처럼 연주할 것도, 고흐처럼 그릴 것도 아니다. 결국 수업에서 최고

의 목표는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건강한 웃음’인 것 같다. 그렇게 하기 위해
서는 예술강사가 ‘나’의 상태를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문현주

예술강사들은 예술강사 자신이 어때야 하는지 다 안다. 그럼에도 자기 스

스로를 공감하지 않고, 시스템에 공감한다. 물론 나를 공감하는 것엔 용기가
필요하다. 예술강사로서의 나, 교육자로서의 나를 공감하고 그 접점을 만들어
내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무신

제 수업시간에는 금지어가 있다. ‘선생님’이다. 대신 ‘고무신’이라고 부른

다. 그 말을 씀으로 해서 선생 대 제자, 어른 대 아이가 아닌 다른 관계가 형성
된다. 어른은 뭐든 많이 해줘야 한다는 그런 관계를 없애고 싶었다. 사실 그것
으로 득을 본 경우가 많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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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주

사람은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산다. 여러 가지 가면을 상황에 맞게 쓰는

것이 건강하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른의 고정된 가면만 생각한
다. 내 위에 있는 사람, 항상 명령하고, 충고하고, 조언하는 이런 식상한 관계
에서 고무신과 같은 접근은 아이들에게 신선한 어른을 만나는 경험이다. 나를
알아주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어른도 내 마음을 알아 줄 수
있구나’하는 경험과 기회로 굉장히 중요하다.

창의성도 연습이 필요하다
고무신

창의적 사고를 열어주는 대화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보자. 박사님이

생각하는 ‘창의’는 무엇인가?
문현주

창의성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합의된 개념이 없다. 창의적이라는 것은 한

가지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그 아이디어가 새롭고 독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다. 아주 독특한 사람,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만이 창의성이 있다
생각하지만 누구나 자신의 노력이 있으면 창의적인 잠재력을 키워갈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문제 해결을 독특한 자기만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도 창의성이
다. 진정한 창의성은 올드(old)한 것, 기존의 지식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다. 피카소가 입체파를 갑자기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피카소의 초기 그림을
보면 올드한 기법들을 오랜 시간 연습한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피카소의
그런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입체파만을 생각한다. 문화예술교육도 마찬가지이
다.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연습량이 필요하다. 계속적인 연습은 결국 창의성을
피어오르게 한다. 예술교육에서의 창의성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올드한 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것이 나오는 데 이것이 바로 유추(類推)이다. 표
면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식에서 유추하는 것을 ‘은유’라고 하며, 이 심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예술을 할 수 있다. 시, 그림, 오페라, 발레 모두 은유이다. 은유
를 키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술이다. 그래서 예술과 창의성은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음악 하는 사람은 그림을 보면 음악이 들린다고 한다. 공감각으로 뇌세포를 동
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뇌세포가 연결이 되어 새로운 것이 발생하는
것, 그것이 곧 창의성이다. 컴퓨터 세대가 되면서 창의성의 중요성은 더욱 부
각되었다. 옛날에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식의 꼭대기에 있었지만 이
제는 정보를 통합하고 나만의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만이 지식의 진정한 소유
자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창의성, 창조성을 길러내는 것이 앞으로 아이들의
교육에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고 예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지 않으면 결코 이
루어 질 수 없다.
고무신

공감각을 인지영역으로만 생각해왔는데 오늘 대화를 통해 ‘공감’각이라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예술 대가들도 자신의 작품이 사람들의 공감을 불
러일으켰나에 따라서 작품의 위대함을 이야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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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사고의 핵심은 본질을 보는 눈이라고 생각한다. 즉 자기 방식의 문제해
결 능력이다. 왜 예술을 통한 창의교육을 할까 생각해 보았다. 예술(藝術)의 한
자를 보면 ‘갈 행(行)’이 있다. 자기 재주를 큰길로 내놓으려면 끊임없이 연습하
고 단련해서 큰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명화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 끊임없
는 연습이 필요한 것처럼, 창의성도 끊임없는 노력과 연습을 하다보면 저절로
얻어진다. 따라 그리기처럼 계속 모방하다 보면 자신의 색깔이 나오는 것이다.
하다보면 되는 것인데,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하라고 하니 답이 없는 것
아닐까. 마지막으로 예술강사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부탁한다.
주소진
상상놀이터
funkyiju@naver.com

문현주

예술가들은 완숙해지면 동심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다. 피카소, 이중섭

도 어린이 같은 그림을 그렸다. 아이의 마음이 되어서 공감을 해주는 것이 예
술강사가 교육자와 예술가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예술가와 교육자
가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진
마루스튜디오

고무신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5월 6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낙타와 사자와 어린이’

가 생각난다. 결국 우리는 어린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문박사님이 스스로의
공감에서 시작하는 것과 같이 저도 예술강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힘, 경험만
으로도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은 충분하다고 이야기 하고 싶다. 그러니 겁
먹지 말고, 실패하고, 박수치며, 웃으며 하면 된다고.

조재경(고무신)
플레이 아티스트(Play Artist). 민속놀이를
전공했다. 고무신학교에서 다양한 방법과
내용으로 어린이들과 어른들을 만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한
‘우락부락 캠프’ 참여를 자랑하며 다닌다.
아이들과 잘 놀기 위해 오늘도 논다.

54

2015 arte 365

문현주
아동심리학 박사. 전 숙명여대 강사. 20년
넘게 심리치료사로 일해 왔으며 아동의
심리적 어려움과 부모의 자녀양육의 고충을
놀이치료, 인지행동치료, 모래놀이치료,
가족치료 등의 접근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성모마음정신과 부속 성모마음
상담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인지행동놀이치료』 『놀이치료의 실제』
『나는 말하고 싶어요』 등이 있다.

10년의 성과를 이어갈
성장의 책임
데이비드슨 헵번 (제35차 유네스코 총회 의장)

글
남은정 (상상놀이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은
우리나라가 그 탄생을 이끌어냈다. 2011년 11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서 개최된 제3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발의한 ‘서울 어젠다 : 예술교
육 발전 목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매년 5월 넷째 주를 ‘세계문화예술교육 주
간’으로 선포한 것이다. 당시 그 과정을 함께했던 데이비드슨 헵번(Davidson
Hepburn) 전 유네스코 총회 의장이 주간 행사 개막식 축하인사, 국제심포지엄
발표를 맡아 4년 만에 한국에 다시 방문했다.
20여 년간 외교관으로 활동하면서 그중 15년 넘게 유엔,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
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맡아온 데이비드슨 헵번은 팔순이 넘은 나이에도 지역사
회를 변화시키는 예술교육의 힘을 믿으며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열세시간
이 넘게 걸리는 비행시간만 제외하고는 한국을 무척 좋아한다는 ‘카리브 해에서
온 노신사’를 만났다.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을 선포했던 제36차 유네스코 총회 당시에 기억나는 에
피소드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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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유네스코 총회 때 아주 중요한 채택을 하였다. 바로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이다. 당시만 해도 예술교육이 그다지 부각되지 않았던 때였는데, 만장일
치로 의결될 만큼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의 호응이 컸던 기억이 난다. 많은 사람
들이 예술교육이라는 아이디어, 개념을 받아들이는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교
사들이 어떻게 예술교육에 접근할지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었고,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이 예술교육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 많은 사람들
이 공감했다.

그 후 4년 만에 다시 한국에 방문하신 것으로 안다. 우리나라는 세계문화예술교
육 주간을 이끌어낸 주도국으로서 매년 다양한 행사를 펼쳐왔고, 특히 올해는 서
울-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주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어떤 기대가 있는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이번에 부산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여
기서 연설을 해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큰 영광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두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2011년 ‘서울 어젠다’ 채택 이후, 그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번에 다시 방문해서 다른 국가들이 예술교육에 대
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비교해서 들어볼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었다.
처음으로 지역에서 개최하면서 성공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던 것으로 안
다. 하지만 아주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다. 연극 쪽에는 “일단 (작품을) 올려 봐야
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후에는 전념해서 최선을 다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웃음)
내가 지금 사는 곳은 바하마(Bahamas)인데 그곳에서도 예술교육의 발전과 개
발을 목도하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예술에 대해서 별로 질문하
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좀 더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공연과 시
각 등 예술 전반에서 더 큰 성장을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특히 한국문화
예술교육진흥원이 그동안 해왔던 노력의 결실이 이러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정부와 함께 문화예술교육 지원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을
뿐 더러 예술교육의 개념과 중요성을 놓치지 않고 가는 것이 참 고무적이고,
잘 해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 ‘예술교육의 비전’을 주제로 발표했다. 간단하게 설명 부
탁한다.
어떻게 해야 내 생각을 잘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을지,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메시지를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먼저 예술교육에 대해 이
야기하고, 그 다음으로 바하마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의 현황, 마지막으
로 예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분야들, 즉 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기후변화, 이
주 등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다. 내가 던지고자 했던 ‘예술교육의 비
전’이라는 특별한 메시지는 예술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이러한 문
제에 접근하자는 것이다. 매우 중요하지만 간과되고 있는 예술과 지역 사회와
의 관계의 문제들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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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외교관으로 활동했는데, 문화예술교육은 완전히 새로운 분야였을 것 같다.
아주 옛날에는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인문학을 전공했고, 언어와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예술이 어떻게 표현되고 진행되는지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었다. 연극 같은 공연예술 뿐 아니라 시각예술까지 모두를 알리고 싶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외교관으로서 일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왜냐하
면 외교관의 태도가 일반인들과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내가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 외교관을 “지금 당장 지옥에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여행을 아주 고대하고 있다고 느끼게끔 만드는 사람”이라고 한다.(웃음) 나는
정치색이 강하거나 정부 간의 갈등과 싸움을 유도하는 쪽이 아니라 그 안에서
중재자, 조정자의 역할을 했던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내가 공부했던 것들이
유효했던 것 같고, 내 관심을 예술로 옮기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바하마에서 ‘창의 나소(Creative Nassau)’를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다. 문화
나 예술교육과 연결하여 보다 풍요로운 문화예술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
트라고 생각된다.
경제가 진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 시민들을 잘 이해하는 데서 출
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의 경우에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어떤 문화유
산이 있고, 어떤 문화적인 발자취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하마
에도 몇 가지 자연자원이 있다. 짚이라든지 열대·아열대성 식물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해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관광에만 너무나 치우치
지 않도록 해보자고 얘기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하마 나소의 관광지에
서는 보통 외국에서 값싸게 수입해온 기념품이나 유물들을 판매했다. ‘창의 나
소’를 통해 교육과 접목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스타일을 찾고, 관광객
들과 나눌 수 있는 상품들도 만들어 보자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아이에서 노인까지 전 세대에 걸친 예술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은퇴
이후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에 대해 당신 역시 관심이 있을 것 같다.
(웃음) 청소년 뿐 아니라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해 줘서 고맙다.(웃음) 나 역시 예술
에 대한 애착이 크지만, 기본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술교육
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 배우고 경
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바하마에는 아이들이 주변 환경을 돌아보
고,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할지 교육받는 특별한
청소년 프로그램이 있다. 간단하게는 썰물 이후에 해변 가에 쌓인 잡다한 것
들을 치우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을 주관하는 기관이 내가 대표를 맡고 있는
AMMC(Antiquities, Monuments & Museums Cooperation)이다. 낡은 건물
이나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을 정상화하는 역할에 매진하고 있다. 어른들 뿐 아
니라 어린이·청소년들도 여가시간을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사회 활동과 연결시켜 보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환경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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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지역의 장애인과 재가 노인 등을 같은 사회 구성원으
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무엇인가 등의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전통’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지역사회
데이비드슨 헵번
DR. Davidson L Hepburn, OBE
1932년 바하마의 작은 섬 뉴
바이트(New Bight)에서 태어났다.
미국과 스페인에서 영문학 석사,
비교문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스위스
제네바 국제관계대학원(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을 졸업했다.
20년 넘게 외교관으로 활동하며 그중
10년 간 유엔 대사로서 봉직했고,
제35차 유네스코 총회 의장으로
선출되어 2년간 활동했다. 현재
AMMC(Antiquities, Monuments &
Museums Cooperation) 대표이며,
작년 11월 첫 소설 『The Short Happy
Life of Alexander Mann』을 출판하기도
했다. 1995년 프랑스 슈발리에 공로
훈장(Chevalier du Legion d’honneur),
2008년 대영제국 4등 훈장(OBE,
Officer of Order of the British
Empire)을 수훈했다.

에 연세가 지긋하신 8,90세 정도의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이 현재의 바하마와
과거의 바하마를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한국도 이런 활동을 하기에
이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한다. 젊은이들을 조직하는 역할이나 매개체의 필요를
느낀다.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노인, 은퇴자와 젊은이들을 연계하는 보다 적극
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한국은 올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10주년
을 맞았다. 문화예술교육의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보
다 내실을 쌓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지 조언해 주시면 좋겠다.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한국정부가 문화예술교육의 발전과 성
공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바하마에서는 이제 막 교육부가 커
리큘럼을 변경해서 영어, 수학 외에 예술교육 쪽에도 초점을 맞추는 변화를 시
작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정부의 변화야말로 실제적인 예술교육의 변화와 발
전을 일으키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싶다. 그렇지만 이런 심포지엄을 개
최하는 것 외에도, 예술교육을 성장시키기 위해 많은 현실적인 노력도 필요하
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사회구성원들이 그만큼의 책임을 이행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젊은이들이 예술교육의 역할이 얼마나 중
요한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예술교육은 정치, 종교
등을 떠나 사람들을 한데 묶는 등 다기능적이고 다채로운 쓰임이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좀 더 부각해야 할 것 같다.

남은정
상상놀이터
www.facebook.com/archive0721

사진
마루스튜디오

[아르떼365]의 주요 독자는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예술강사나 활
동가, 연구자들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분야 종사자들에게 전하
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 달라.
이렇게 [아르떼365]같은 매체나 다양한 자료를 읽고, 정보나 경험을 공유하는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6월 9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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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하다. 사실 이런 웹진을 보면서도 대충 수박겉핥기 식으로 훑어보기
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독하며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
다. 이 인터뷰가 기사로 발행되면 내게도 보내주겠는가? (웃음)

판을 읽어? 판을 바꿔!
박찬국 (공공미술작가·문화예술교육기획자)

글
남은정 (상상놀이터)

‘88만원 세대’를 넘어 ‘삼포 세대’라는 말이 나오고, TV 시사프로그램에서는 ‘청
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젊음이 가진 열정과 패기로 무장한 청년이
우리의 내일이고 미래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들에게 필요한 경험과 기회의 장
을 제공하고자 했던 ‘청년기획자 발굴 프로젝트 – 청년, 꽃길을 달리다’에서는 문화
예술교육 전문가 멘토와 청년이 만나 서로 교류하고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갔다.
청년기획자들은 어떻게 성장하고 자리매김해야 할까? 6월의 첫날 해질 무렵, 동
대문옥상낙원(이하 DRP)에서 만난 박찬국 작가(‘청년, 꽃길을 달리다’ 멘토)는
청년 스스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아픔과 증세에
대해 고민하고 질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미술 1세대, 문화예술교육 1세대라고 알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문화
예술교육을 하시면서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다. 문화예술교육을 시작한
계기가 있나?
재미있는 일 많았다. 그런데 [아르떼365] 인터뷰이다 보니, 교육으로 수렴되어
야 할 것 같은 느낌이다.(웃음)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것은 확실하지만 처음부
터 교육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은 아니다. 예술의 공공성, 공공적 장
소에서의 예술을 고민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최근 조정환 선생이 쓴 『예
술인간의 탄생』이라는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다. 삶 자체가 예술이라는 것이
다. 예전에 내가 했던 ‘논아트 밭아트(nonArt butArt)’도 예술이기도 하고 예술
이 아니기도 하고, 교육일 수도 아닐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경계에 서서, 드나들려고 하는 관점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술을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관점에서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작가라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작가의 활동 자체가 오브제(물질)화 되지 않는 방식-삶의
방식으로서의 예술을 고민하다보니 교육에 관심이 많아졌다. 교육을 위한 교
육이라기보다는 미술관을 벗어나서 하는 작업으로 집중하게 되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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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에 대해 프로젝트 기획자이자 프로젝트를 하나의 작품으로 기획해 온 예
술가라고 소개하는 글을 보았다. 문화예술교육을 하다 보면 간혹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던 차에 무척 반갑게 느껴
졌다.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기획이란 어떤 것일까?
굉장히 치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획자들은 항상 균형을 유지해야 하고 중
립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기획이 있는지는 잘 모
르겠다.(웃음) 작품에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작가라는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평과 창조의 지점을 놓치지 않고 계속 전위적으로 예민하
게 (사회와) 만나려는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서비스(봉사)나 솔루션
(해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쟁점에 대해 계속 질문하고 프로젝트 안에서 쟁
점을 다루려고 해야 한다. 갈등을 피하지 않아야 하고, 더 나아가 갈등을 야기
해야 한다. 그런데 보통 커뮤니티 아트에서는 갈등을 만들면 안 되고, 서비스
(봉사)하고 데코(장식)해야 한다는 오해가 있다.
어디서나 비슷하게 일어나는 동시대의 욕구나 갈등, 문제를 포착해야 한다. 커뮤니
티 아트는 질문이 질문으로 끝나지 않는 자기 액션이 필요하다. 그것이 교육일 수도
있고, 오브제일 수도 있고, 퍼포먼스일 수도 있고, 마켓(시장)일 수도 있다. 작업이라
는 의식이 있다면, 작업 자체로 물질화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그 작업이 가진 근본
적인 질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작가적 질문은 훨씬 근본적이어야 한다.

그간 치열한 삶의 현장이지만 주목받지 못하는 주변부, 예를 들면 폐교(밀머리
미술학교), 개발이 취소된 빈터(논아트 밭아트), 상가옥상(동대문옥상낙원) 같은
곳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주민들과 교류하고 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
다. 이렇게 늘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작업을 지속하려면 힘들진 않나?
비어있거나 기피된 곳, 유동적이고 흔들리는 곳에 흥미가 있다. 그런 곳일수록
작가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사실 내가 인간관계나 사회성은 꽝이다.(웃
음) 그런데 목표중심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주어진 목표에 맞춰서 뭘 해야 하
는 프로젝트를 잘 안하는 이유다. 그런데 거의 모든 프로젝트가 사람을 대상화
한다. 무엇을 이뤄야 한다는 목표를 두고 사람들을 다 매몰되게 하거나 활용하
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일단 그냥 해보는 거다. 그러다가 뭔가 되면, 그
때 한다. 물론 처음부터 큰 방향이나 지향은 있어야 한다.

그렇게 10년 넘게 작업을 지속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다 만 게 많다.(웃음) 누구나 목표를 빨리 이루고 싶고, 좋
은 것을 하고 싶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나도 그렇고. 그런데 목표치를
두고 하지 않더라도, 재밌고, 옳고, 의미 있는 일을 하다보면 사람들이 다 즐거
워한다. 그러면 생각보다 (목표가) 훨씬 빨리 이뤄진다.
DRP 시작할 때 내가 말도 안 되는 뻥을 친다고 생각했을 거다. 그런데 지금은
다들 깜짝 놀란다. 실제로 많은 게 되어 있고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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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면 자기도 뭔가 한마디 거들고 싶어 한다. 이제는 동기들이 발생했고
의미가 되니까, 목표중심적으로 해도 괜찮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강요하면,
원래 하고자 했던 의미가 뭔지도 잊어버리게 된다. 원래 목표대로 잘 되지도
않고, 되다 말고 그러지 않나?(웃음)
현대 예술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탄력성에 있다고 본다. 내가 지향이 있고 계
속해서 비평적으로 질문하고 움직일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안에서
다른 해석과 발견, 심지어 발명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예술가가 아닌가 한다.

의미나 목표에 집착하지 않되 그것을 잊지는 말라는 말씀으로 들린다.
그렇다. 그것은 자기 철학이나 세계관이니까.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이루는데
너무 훈련되어 있다. 근대(近代)가 그렇다. 뭔가 되기 위해서 한다. 그냥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뭔가 되기 위해서 읽으라는 것이 너무 만연해 있다. 그런 전
략이 전혀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게 재밌으니까 하는 거
다. 그게 인간의 호기심이다. 너무 목적의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최소
한을 투여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보려는 것에 길들여져 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가 부딪히는 ‘멘붕’ 현상의 핵심이다. 그렇게 했는데도 반드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훌륭해지지도 않고, 더구나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다. 스펙은
엄청 화려하지만.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
이번에 ‘청년, 꽃길을 달리다’ 프로그램 멘토로서 기획자의 마인드, 철학, 방향에
대해 강조하여 청년기획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셨다고 들었다. 또한 서울시청
년일자리허브 청년학교 교장이기도 하다. 청년들과 많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청년들과 말이 통한다. 속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웃음) 청년들이 아직
유연하고 탄력성이 있다. 내가 마음에 들어서라기보다 아직 정해진 게 없으니
스스로 재미있다고 생각하면 움직이고 얘기할 여지가 많다. 일종의 생기, 생동
감은 그런 탄력성에서 나온다.

요즘 청년들 어떤가?(웃음)
굉장히 똘똘하고 좋다. 내가 너무 좋은 청년들만 만나고 있는 건 아닌가 싶다.
그런데 너무 영리해서 그런지 몰라도 기성세대, 기성체제의 의중을 꿰뚫고 맞
추려고 한다. 사실 맞춰주는 거지. 그런 것에 너무 빨리 익숙해진 것이 기획할
때 나타난다. 그래서 “하던 대로 해라. 그런데 하던 대로 하는 게 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요즘 청년들은 다 자율적이고, 뭔가 하고 싶고, 그것을 공유하고 싶어 한다. 그
냥 개인주의는 아니다. 자기 고집이나 자기 욕심만 차리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
지 개인주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 않나. 자기 디테일, 취향, 개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잘 살려야 한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지점이 드
러나야 하는데, 세상이 그들을 어렵게 하니까.(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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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세대들이 청년에게 “청년답지 않게 왜 이렇게 지루하지?”라고 할 게 아니
라 판을 다르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 사회적 상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엄
청난 가능성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박찬국
공공미술, 문화예술교육 1세대
작가이자 기획자이다. 1990년대 중반에
‘M조형연구소’를 만들어 커뮤니티형
도시벽화, 어반아트(urban-art) 작업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2002년부터 밀머리
미술학교를 운영하며 공간, 문화,
예술교육이 결합된 프로젝트를 해왔고,
2011년에는 경기도 국립광릉수목원
둘레를 숲 닮은 마을로 일구는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논아트
밭아트(nonArt butArt)’ 예술감독을
맡았다. 공공미술, 커뮤니티아트,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강의와
자문, 디렉팅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
청년학교 교장으로 청년과 만나고 있다.
2014년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근처 동대문신발도매상가에
DRP(동대문옥상낙원)를
열고 옥상농부를 자처하며
‘반려봉(伴侶蜂)’을 키워 얻은 벌꿀로
‘증여경제’를 실험하고 있다.

점이 있다. 융통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판을 모색해 주어야 한다. 판이 다
르면 그 영리함이 사회적으로 다르게 빛나지 않겠는가?

좋은 기획, 좋은 기획자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
원래 내 스타일이 ‘안 되면 되게 하라’가 아니라 ‘되면 한다’다. 그런데 너무 놀
랍게도 고가산책단의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정한 슬로건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거다. 자발적으로 모이면 똑같은 상상을 하게 된다. 처음부터 어떤 목표에 매
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뭔가를 시작한다면 말이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처음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반응이 없을 수 있다. 반응이 없으
면 다른 방식으로 시도하면 된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쓸데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노
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놀아야 한다. 엄청 기대하고 했는데 안 되면 얼마나 서운하겠나.
그러면 못 견딘다. 그 자체가 놀이어야 한다. 그런 식으로 보면 실제로 놀이가 아닌 것
이 없고, 하다 보면 잘 된다. 재밌으면 계속하게 되고, 계속하면서 놀다 보면 사람들이
반응하고, 그다음엔 어떤 목표를 정해도 갈수 있다. 좋은 기획은 각자가 갖고 있는 취
향, 상상력, 경험을 토대로 파고들어서 나오는 것이다. 좋은 기획, 나쁜 기획이 처음부
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이 발현되도록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청년기획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고친다고 해도 기성세대가 깔아놓은 판 자체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성과주의
도 있을 것이고, 요구하는 것이 있고, 모든 게 타율화 되는 것이다. 이렇게 체
남은정
상상놀이터
www.facebook.com/archive0721

계화되어있고 강력한 목표중심적 세계에서는 잘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다. 판
을 자기 스스로 새로 깔아야 한다. 예술은 원래 그런 거다. 자기 판 못 깔면 끝
이다. 작가로서 존재 불가능이다. 청년도 똑같다. 예술가가 물질화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다. 예술가와 청년이 다르지 않다. 스스로 판을 보

사진
마루스튜디오

려고 하고 계속 비평적으로 읽으려고 해야 청년의 자리가 있다.
이야기를 마치자 하늘이 조금씩 어둑해진다. 동대문신발상가 옥상 이 편에는 상
가와 쇼핑센터의 화려한 불빛이 뒤늦은 생기를 내뿜으며 반짝이고, 저 편 고즈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6월 16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넉한 창신동 언덕배기에도 집집마다 하나 둘씩 불이 들어온다. 경계에 서서, 경
계를 넘나들며, 관점과 질문을 놓치지 않는 ‘작가’ 박찬국이 머물만한 곳이다. 그
러고도 오랫동안 ‘낙원’에 취해 박찬국 작가와 함께 이곳을 가꾸는 청년기획자들
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깝게 지내고 서로에게 배우지만 서로 닮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그들의 말을 들으니, 청년들 스스로 새 판을 짜야 한다던
박찬국 작가의 말이 새삼스럽다. 그동안 기성세대가 닦아놓은 문화예술교육의
길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열어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태
어나려고 하는 자는 한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는 『데미안』의 한 구절이 생각난다.
알을 깨고 나온 청년들이 보여줄 변화,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이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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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의 물음에 예술로 답하다
인문학과 예술의 만남 ‘인문예술캠프’

일시
2015. 7. 7(화) 오전 10시 30분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최근 인문학 열풍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사회 전반에 인문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적으로도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탐구와 성찰, 실천이 필

장소
북카페 ‘달빛에 홀린 두더지’
대담자
•함돈균 (문학평론가, 인문예술캠프
청년참여형 기획자)
•양철모 (공공예술작가, 인문예술캠프
가족참여형 기획자)

요하기 때문이다. 인문학은 어떻게 세대와 이웃, 가족 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열어줄 수 있을까?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인문예술캠프를 기획하는 두 명의 전문가 대담을 통해 개인의 성찰을
넘어 사회를 돌아보게 하는 인문학적 사고에 대해 들어보고자 한다.

인문학의 두 얼굴, ‘위기’와 ‘열풍’

정리
김다빈 (상상놀이터)

양철모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인문학의 현황에 대

해서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인문학 열풍’이라는 말
이 유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인문학 위기’라는 말도 함께 나오고
있다. 왜 사람들은 인문학에 열광하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함돈균

우리가 흔히 ‘인문학 위기’라고 간주하는 것은 사회에서 비실용적이고 취

업과 직결되기 어려운 인문예술 학문 분과들의 통폐합을 말한다. 하지만 여기
에는 착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대학민주주의나 인문학 전공자 생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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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노동의 위기’이지 인문학 위기의 본질은 아니다. ‘인문학 위기’의 본질
은 인문학의 ‘공공성’의 위기와 관련된다. 지금 한국의 대학 중심의 인문학은
동시대적 삶에 대한 인문학적 통찰을 수행하지 못한지 오래 되었으며 사회 해
석 능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 그래서 오히려 대학은 ‘인문학 열풍’을 주도하
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의 자율적 인문공동체나 문체부나 교육부 등 정부 주도
의 인문정책에 방어적이거나 ‘인문학의 대중화’와 같은 방식으로 수세적으로
대응해 온 면이 있다. 어떤 쪽이든 인문학의 하드웨어를 가진 대학이 시대정신
속에서 인문학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선도성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양철모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인문학의 흐름을 보면 여성주의자들

이 함께 실천적인 운동을 하면서 사회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낸 것 같다. 예를
들어 조한혜정 교수는 여성주의자들과 함께 하자센터를 만들고 에코페미니즘
(ecofeminism)을 바탕으로 미래 교육과 청소년 운동을 했다. 1990년대 후반
IMF 이후 시민운동과 지식공동체가 생겨나며 많은 움직임들이 수면 위로 드
러났다. 이 시기에 인문학이 분화되고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다른 방식으
로 전유할 수 있는 인문학적 활동들이 늘어난 것 같다.
함돈균

그렇다. 1980년대의 세계를 해석하고 변화시킨 학문적 기초는 사회과학

이었다. 사회과학의 담론은 사회를 구조의 명료성에 따라 파악하고 큰 프레임
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 등으로 인해 진보
운동이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힘을 잃어가는 추세 속에서, 그 명료성의 사회 분
석 프레임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 하나
하나를 깊고 다양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거대담론이 아니라 미시
적·심층적 분석 프레임이 필요하게 되었던 1990년대 이후 세계적 흐름과 한
국사회 현실 속에서 인문학은 대안 담론의 성격을 띠었고, 문예아카데미, 수유
연구실, 철학아카데미 등 민간 영역의 대안적 인문학 공동체들이 출현하게 되
었다. 인문학은 사회과학보다 명료하지 않다. 하지만 인문학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한층 복잡하고 모호해 보이는 사회에서 기초적이고 심층적인 생각의
토대를 기르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전통적인 인문예술에서 ‘공공’의 인문예술로
양철모

1990년대는 예술계에서도 공공성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던 것 같다. 작

업실에서 작업만 하던 작가들이 현장으로 나왔고, 작업실 안에서는 만날 수 없
었던 활동가, 경제학자, 문학인과 같이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을 만나게 되면
서 그들과 새로운 모색을 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장르 간 협업이 많이 이루어
지면서 ‘문화공공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로 인해 작가의
역할과 태도가 변화한 것 같다. 내가 활동하고 있는 ‘믹스라이스’에서는 이주
경험이 있는 과거의 사람들을 추적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지식도 아니
고 역사도 아닌,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접혀진 주름 같은 것이다. 어느 순간 예
술가들이 이런 탐색을 하게 되었다. 개인의 삶을 토대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과거와 역사를 되짚어보는 작업을 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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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돈균

그 말을 들으니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한 유명 미술관에서 내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기획을 의뢰했다. 왜 미술을 전혀 모르는 인문학자를 섭
외하려고 했을까?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술가가 개인들의 역사를 되짚고,
문학비평가가 미술관에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가질 것이다. 시인은 손
기술이 좋아서 좋은 시를 쓰는 게 아니다.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맥락으로 풍경
을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오고, 물건을 볼 때도 어떤 맥락에 놓이
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쓸모가 생긴다. 우리 시대의 인문학은 전통적인 인문학
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인문학이라는 건 인간적 삶에 관한
모든 것, 인간적 삶에 대한 어떠한 심도 높은 통찰과 반성능력을 토대로 실천
적인 지점과 연결될 수 있는 모든 활동영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양철모

최근 일상예술, 생활예술, 공공미술과 같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하

지만 공공의 공간에 만들어지는 환경조형물은 많은 사람들이 향유해야 할 문
화적인 것인데 대부분 기득권을 가진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작품으로 향유되
고 있어서 시민들이 비판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것들이
마을로, 생활로 가게 하기 위해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가 확산되었다.
함돈균

인문학이 더 이상 전통적인 인문학이 아닌 것처럼 예술이라는 관점도 조

금 확장시켜 봐야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공공장소에 놓이는 건축물에 대해 많
은 건축가들은 스스로를 예술가라고 생각하고, 그 건축물을 자신의 개인적 ‘작
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인문정신이 스민 건축가라면 그것을
단순히 뛰어난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된 개인 작품이라고 여기기보다는, 공공
적인 공간에 그것이 놓이는 만큼 그것을 여러 가지 시야에서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인문(人文)’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사람의 무늬’라는 뜻으로 새
길 수 있다. ‘사람의 무늬’는 다양하다. 이 다양성에 대한 성찰이 곧 사회를 돌
아보게 하는 인문학적 사고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
는 ‘서울역 고가도로’를 어떤 건축가가 만든다면, 단순한 디자인적 요소를 넘어
서서 왜 지금 이것을 만드는가라는 필연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우리 시대의
절박한 기능성, 서울역 주변이라는 공간의 맥락, 그곳에 스민 역사적 시간과
우리 사회의 미래 전망, 주변에 살고 있는 시장 사람들과 오가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노숙자들의 존재까지 포섭하는 다각도의 시선을 포섭할 수 있어야 한
다. 디자인적 요소 외에 시선의 다양성과 통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통
찰력이 결합될 때 우리는 건축가도 인문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건축도 인문학도 서로 확장된 개념이 되며, 이러한 방향이 우리 시대 인문학이
가야하는 시대정신이며 실천적인 방향이 될 것이다.

인문적 사고를 예술적 체험으로
양철모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인문예술캠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굳이

인문과 예술이 붙은 이유는 무엇일까? 인문예술캠프를 통해 인문을 새로운 방
식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려면 기획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하고 또 캠
프를 통해 참여자들이 받을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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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돈균

‘문화예술캠프’라고 하지 않고 ‘인문예술캠프’라고 할 때는 어떠한 방향성

이 숨어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그냥 ‘문화’라고 벙벙하게 말할 때와 ‘인문’이
라고 말할 때는 차이가 있다. ‘문화’는 광범위한 개념이고 추상의 차원이 높다.
그러나 우리가 ‘인문’이라는 말을 지금 시점에서 사용할 때에는 ‘비어있는 기표’
처럼 보이지만 실은 채워가야 할 어떤 ‘시대정신’ 같은 것을 감지할 필요가 있
다. 그 방향성을 나는 ‘공공적 삶에 대한 통찰’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
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것이 공공적인 것인데, ‘사람의 무늬’ 곧 여러
사람들의 관점을 통합한다는 것, 공공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의 논리, 그런 힘들을 통찰하고 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하지만 인문적 사고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자연도 있고, 심지어는 인간
이 만든 ‘사물’도 하나의 공동주체로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깊어지지 않는다. 이 공동주체적 요소에는 삶의 전체를 이루는 기본 플
랫폼으로서 공간과 시간에 대한 고려도 포함되어야 한다. 시간은 과거만 있지
않고 아직 살지 않은 미래도 있다. 인간 외의 생물, 무생물적인 요소들, 무형의
요소들까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주체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비로
소 통합적인 인문적 깊이가 생긴다.
양철모

인문이라는 것을 ‘비어있는 기표’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실 유연하고 비어

있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인문이고, 예술은 그런 것을 매개하는 방법으로
써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분법적으로 나눴을 때 정신과 몸이 있다면 정
신은 지식의 영역, 몸은 경험의 영역으로 흔히 말한다. 나는 피부가 기억하도
록 하는 것이 문화예술적 체험이라고 생각한다. 머리가 아니라 피부로 기억하
면 다음 행위를 했을 때 그 기억된 피부가 더 살가워지고 몸이 선명하게 기억
하게 된다. 인문예술캠프에서는 인문이라는 방향성, 주제를 가지고 예술로 피
부가 기억하는 시간성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함돈균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이 실험적 캠프에서도 인문과 예술에 대한 전통

적 관점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인문이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예술이라는 체
험과 표현행위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 우리
는 ‘예술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예술가가 참여해서 예술적인
것인가, 아니면 ‘아트’(art)라는 말의 원뜻처럼 무언가를 ‘제작’하기 때문인가.
‘인문’도 그런 점에서 ‘강의’를 하는 차원과는 다른 방식으로 예술과 만나야한다
고 생각한다.

질문하는 힘을 기르다
양철모

예술가들 또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인문예술캠프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인문학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기 시작했다. 판소리를 하는 예술가의 경
우, 판소리에 이야기가 있고, 인간의 희노애락이 있고, 교훈과 도덕이 있다는 걸
항상 자각하면서 판소리를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번 인문예술캠프를 준비하
면서 다시 한 번 예술행위 속 인문학적 고민과 질문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
함돈균

한번 쯤 곱씹어볼만한 좋은 말인 것 같다. 전통적인 인문학 강의에서는

언제나 지식을 전달하고 답 자체를 알려주지만 인문적 사고의 핵심은 질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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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힘을 키우는 것이다. 우리 시대에 대한 질문을 말이다. 가족캠프라고 한다
면 가족에 대한 위상 혹은 종류가 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 예
를 들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결혼, 세계화 추세에서 다문화 가정도
일반화되어 가고 있고, 결혼을 하지 않는 1인 가족도 급격히 늘어가고 있고, 노
년세대들만으로 이루어진 가정들도 보편화 되어 간다. 가족캠프가 평소 대화를
하지 못한 가족들끼리 친밀성의 유대를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
을 넘어서서 이것이 ‘인문’이라는 관점을 결부시키는 캠프라면, 우리 가족과 다
른 형태로 존재하는 사회의 이질적 형태의 가족들과 어떻게 사이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공존의 모색을 이야기해 보는 게 가능할 것 같다. 그냥
‘가족캠프’가 아니라 ‘가족인문예술캠프’라면 캠프를 통해 ‘가족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협소한 가족주의를 넘어서 다양한 가족들에 대한 이해와 공존의
논리를 생각해보고 ‘이웃되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양철모

가족캠프의 경우 아이의 이야기가 가족의 이야기가 되고, 가족의 이야기

가 사회의 이야기가 되는 지점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청년 또한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여 삶에 대한 질문으로 발전하고, 다른
질문과도 만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든 표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캠프에
서 발견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인문예술캠프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이걸 다
경험하기는 어렵겠지만 대부분의 가족이 아이를 독립적인 주체로 생각하지 않
고 아이의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이도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
다는 것, 청년의 경우도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작
은 시간이 된다면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함돈균

청년캠프에서 내가 생각해 보고 있는 주제 중 하나가 청년세대가 자기 세

대 문제 인식의 카운터파트너로 생각하는 노년세대,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요
즘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나타나는 세대갈등이다. 청년세대와 노년세대 간 갈
등에는 당연히 근거가 있다. 청년들 스스로 삼포세대, 버림받은 세대, 뭔가를
포기한 세대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 그러나 사회 구조상으로 볼 때 이해할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사회구조로 돌리는 것 또한 주체의 실천적
가능성을 스스로 좁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70대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전쟁을 겪은 세대, 전쟁 직후에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
도 산업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있지 않은 시절이었다. 자기 세대 삶의 방식과
가치에 대해 질문하기보다는 ‘생존’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시대였고, 그 나름
에 이해할 만한 지점이 없지 않다. 그런 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2,30대
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청년세대가 자기 세대를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부
분을 조금 더 객관화 시켜서 볼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
서 난 인문적 관점에서는 우리 시대 청년 멘토들의 단골 힐링 키워드인 ‘공감·
위로·격려’ 같은 개념보다는, 자기 세대에 관한 객관적 시각을 갖는 계기를 만
들고, 그에 기반 해서 ‘청년’으로서의 주체적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부여하는
일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양철모

청년들한테는 세대적으로 88만원세대와 같은 피해자로 정의를 내리는 게

많은 것 같고, 한편으로는 끝없는 경쟁을 대중매체가 강요하는 것 같아 이중
적인 면이 보인다. 세대 간 갈등에 대한 문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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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예술캠프 ‘달빛감성’
2015 인문예술캠프 ‘달빛감성’은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가족·청년들이
인문과 문화예술을 통해 세대·계층을
아우르는 소통의 기회를 갖고 내면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가족을 대상으로 한 캠프는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과 충남 아산 교원연수원에서
오는 7월 27일(월)부터 8월 3일(월)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캠프는 경기, 전라,
경상에서 10월~11월에 진행되었다.

속한 근대화의 과정에서 밥 세끼를 먹는 것이 삶의 존재였던 세대와 지금 자기
세계 속에서 자신의 영역을 침해받기 싫어하는 세대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은 지속되어야한다. 어떤 책에서 세 가지 제안을 했다. 하나는 자
기 집에 한두 평의 공간이라도 공공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누구는 도서관,
누구는 찻집처럼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두 번
째는 마을사람들의 삶과 관련하여 강의도 하고, 서로 만날 수 있는 마을 안의
집이다. 세 번째는 공동주택인데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가 함께 사는 집이다.
이것은 경제적 문제도, 세대의 문제도 아니다. 이런 문화적인 방법들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질문-공간, 시간, 청년세대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시
킬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유연한 제안들은 민간차원에서의 그 과정을 실행하
고 그 다음을 관(官)이 받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문예술캠프도 짧은
시간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현실하고는 많이 다를 수 있다.
함돈균

우리 시대 인문학 열풍의 가장 긍정적인 의미는 해방 이후 사실상 처음으

로 전 국민이 ‘공부하고 싶다’는 학구열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처음이자
모처럼 찾아온 이 시대 분위기를 사회성숙을 위한 계기로 이어지게 하려면 인
김다빈
상상놀이터
beyondlisaa@gmail.com

문학을 사적인 교양의 영역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확장시켜야만 한다. 미국의
국립인문재단(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NEH)의 설립취지문
에 ‘민주주의는 시민의 지혜를 필요로 한다(Democracy demands wisdom and
vision in its citizens)’는 말이 나온다. 인문학, 인문이라고 하는 것을 민주주의

사진
마루스튜디오

의 성장과 유지에 있어 중요한 ‘지혜’로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시민의 지
혜’가 바로 ‘인문정신’이다. 1960~80년대에 우리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
는 것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런 ‘피의 시대’가 아니며 그래서도 안 된다. 민주
주의는 간단히 말해서 차이를 지닌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방법을 모색하는 제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7월 28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도이다. 그렇다면 ‘시민의 지혜’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공존하며, 일정한 수준의 사회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공공적 지혜를 모색하
는 걸 말한다. 내가 앞서 여러 사람들의 무늬, 관점을 통찰하고 통합시키는 능
력이 인문학이며, 인문학의 시대정신이 시민의 공공적 삶에 대한 통찰이라고
한 것도 바로 이런 뜻이다.

함돈균
문학평론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한국문학 연구·비평, 인문적
글쓰기와 강의를 하고 있다. ‘책상 위의
인문학’을 사회적 공공성과 시민적 가치를
담보한 인문운동으로 확대하기 위해 선배
인문학자들과 함께 ‘실천적 인문공동체
시민행성’을 만들고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민사회·대학·정부·공공기관
등에서 민관을 가로지르는 다양한
인문기획과 사회디자인에 참여하고 있다.
저서로 『사물의 철학』 『예외들』 『얼굴 없는
노래』 등이 있다.

양철모
공공미술 삼거리 대표. 예술과
마을네트워크 이사.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사. 믹스라이스(Mixrice)로 활동하며
‘이주’라는 상황이 만들어낸 여러 흔적과
과정, 경로, 결과, 기억들에 대해 탐구하는
공공예술작가이다. 믹스라이스는 식물의
이동과 진화, 식민의 흔적과 더불어 이주
주변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상황과
맥락에 대해 사진, 영상, 만화를 통해
작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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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도깨비와
덩실덩실
전북 당북초등학교 예술꽃 씨앗학교
조숙경
그림책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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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 딸아이와 집을 나섰다. 모처럼 엄마와의 외출에 신이 난 딸아이는 사실 학교 안간 것을 더
좋아하는 눈치다. 오늘 딸아이는 취재하는 엄마를 따라 전라북도의 작은 초등학교에 체험학습을 하러 간다.
5월의 한낮은 이미 30도가 넘는 불볕더위다. 이제 봄은 여름에 풀이 죽어서 제 향기를 내지 못한다.
우리가 방문한 당북초등학교는 전교생이 200명이 채 안 되는 아담한 학교다. 그런데 평범해 보이는 이
학교가 매주 수요일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면, 마법이라도 걸린 듯 국악학교로 변신한다. 3학년 1반은
가야금반이 되고, 4학년 1반은 아쟁반이 되며, 소강당은 사물놀이반이 되는 식이다.
교실 곳곳에서 국악관현악과 타악 합주 그리고 민요, 판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대중가요를 따라 부르던
아이들 입에서 ‘산도깨비’ 가락이 흘러나오고, 아이돌의 민망한 춤을 따라하던 몸짓에서는 덩실덩실
어깨춤이 넘실거린다. 산도깨비도 흥에 겨워 도깨비방망이를 흔들며 춤을 추고 있는 듯하다. 국악학교로
변신하는 마법은 저 도깨비방망이 덕분일까.

“에루와 둥둥 에루와 둥둥”
아이들의 노랫소리와 악기연주소리, 몸짓이 해맑고 정겹다.
“엄마! 나 여기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며 내 뒤로 숨어버리는 딸아이가 어쩐지 안쓰러워 보였다.
딸아이도 체험학습 온 것이 아니라 저 무리 속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청소년기 예술교육은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예술적인 향기가 묻어났던 경험은 아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학습에 지친 아이들을 쉬게 해준다. 예술로 꿈꾸는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된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주머니가 가벼워 내 아이에게 다양한 예술교육을 시켜주지 못하는 엄마 마음은 무겁다.
사교육이 필요 없는 풍성한 공교육이 실현되는 세상을 오늘도 나는 꿈꾸어 본다.
5월의 봄 향기는 사라졌지만, 내 마음 속 봄은 아직 인 것 같다.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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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은 삶의 기술이다
나이젤 메이나르드, 스튜어트 바터, 캐롤라인 허치키스 (영국 아티즈)
“창의예술교육이 무엇인가요?”

글
노경애 (문화예술교육자, 안무가)

작년 한 문화재단에서 1년 동안 여러 초등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창
의예술교육 수업을 한 강사에게 했던 질문이다. 그때 그는 조금 당황한 듯 한참
동안 대답을 못했었다. 나는 그에게 “당신이 지난 1년간 창의예술교사로서 많은
아이들과 수업했다면 지금쯤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었다. 올해는 한 기관으로부터 내가 하고 있는 창의예술교
육 프로그램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 아직 경험이 없고 이제 시작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배포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제안이었겠지만, 나는
그것이 정말 새로 시작하는 교사들과 그들에게 배울 아이들에게 좋은 일일까 질
문하게 된다.
‘교육하다’는 ‘가르치다’와 다르다. 교육한다는 것은 기술이나 기법을 전수하는
것과는 다르다. 교육에는 그것의 주안점이 무엇인지, 가닿고자 하는 지점이 어
디인지, 아이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고, 아이들의 행동에 교사
가 어떻게 반응할지가 다 포함된다. 특히나 창의예술교육에서는 이러한 부분들
이 교육의 내용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창의적 행동에 직접
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교사가 어떤 프로그램을 단순하게 배우거나 익혀서
아이들에게 창의예술교육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좋은 교육, 진정한 창의예술교
육이 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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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아르떼 아카데미 연수프로그램에 영국 아티즈
(Artis)의 예술교육자 세분을 초청했다. 한국의 예술강사와 학교 교사를 대상으
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전문성 강화 연수 ‘창의키움’ 강의를 위해서다. 오랜 시간
아이들을 대하며 프로그램을 창안해온 세 명의 예술교육자들에게 어찌 보면 너
무 단순하고 기본적이라 지루할 수도 있을 질문을 많이 하게 되었다. 나를 포함
해서 이 글을 읽게 될 많은 현장의 예술강사와 교사들이 그들의 프로그램을 단
순히 익히고 노하우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하는 방식을 함께 나
눔으로써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이 되고, 그 질문들이 우리가 창안하는 교육 프
로그램 속에 녹아들어 형태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너무 기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왜 예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가?
나이젤 메이나르드(Nigel Mainard, 이하 나이젤)

학교에서 예술교육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아

티즈는 단기성으로 아이들을 위한 즐거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보다, 아이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몇 주에 걸쳐 장기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을 제공하려 한다. 아티즈의 프로그램에서는 예술적인 기술보다도 리더
십, 소통, 협동 등 일상에서 필요한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다. 예술적 요소들과 학교 교과목을 조심스럽게 관통하고 통합하려고 한다.
아이들이 예술을 접하는 순간 그 훌륭함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스튜어트
가 노래를 만들고 부를 때, 캐롤라인이 안무가로서 아름다운 움직임을 선보일
때, 아이들을 끌어들이고 참여하게 만든다. 그들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

창의성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가?
나이젤

사람들에게 창의성을 가지게 만들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

떤 시나리오를 주고 그것이 발현될 수 있게 북돋아 주는 것이다. 나에게 창의
성이란 독립적인 자신의 생각과 표현방식,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는 예술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업이
나 공학 기술,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술적 기술보다는 우
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삶의 기술 중 하나이고 오직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
니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 관계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스튜어트 바터(Stuart Barter, 이하 스튜어트)

나에게 창의성이란 눈앞에 바로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그 이면에 감춰진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 그 주변을 보거나 조금 다
른 방식으로 바라보고 사고할 수 있는 힘이다. 나이젤이 말한 것처럼 창의성
은 예술적 맥락에서도, 관계의 맥락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이 사람의 말뜻은 무엇일까? 그 뒤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를 생각하는 힘. 굉장히 넓은 시야를 갖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힘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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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라인 허치키스(Caroline Hotchkiss, 이하 캐롤라인)

창의성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창의

성은 늘 나와 함께 있는 것, 자기표현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포근한 공간, 혹은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창의성을 통해 사람들은 개인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
하기도 한다. 모든 사람에게 창의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단일 예술교육보다 통합예술교육이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나이젤

아이들, 특히나 어린아이들은 다양한 분야가 통합된 교육을 경험함으로

써 조금 더 창의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 같다. 내가 음악
가로서 어린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칠 때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아이들에게
노래를 불러보라고 하면 그저 서서 쇼핑 목록을 읊듯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아이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음악을 느끼
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움직임과 그 특성에 대해
서 알려주고 다양한 방식으로 맥락을 볼 수 있게 하면, 음악을 완전히 이해하
게 되고 그 안에서 훨씬 즐거워한다. 통합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창의적인 방식
을 터득하게 되고, 학습한 요소를 자신의 의견에 반영할 줄 알게 되는데, 이러
한 경험이 특히나 어린아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말 그런 것 같다. 나 역시 아이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깨닫게 되는 점은, 아이
들은 그 몸이 말랑말랑한 것처럼 그들의 생각과 가능성도 말랑말랑해서 누가 어
떤 영향을 주는가에 따라 놀랍게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이들의 상상력이,
생각하는 힘이, 상황을 바라보고 표현하는 능력이, 조화의 방법이 굉장한 폭으
로 증폭하거나 또는 반대로 억제되고 갇힐 수 있다. 통합예술교육은 그러한 아
이들의 생각과 몸을 그리고 관계를 다각적으로 움직이게 한다. 아티즈의 통합교
육 프로그램 개발 방식이 궁금하다. 각자의 역할이나 기획 단계는 어떠한가?
스튜어트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렇다 말할 수 있는 특정 방식은 없다. 결국 끝

없이 아이디어와 자원을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특정 목적을 위해 교
사와 예술가들이 모이고, 그 안에서 각자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공유하는 과정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작업방식은 사람과 사람, 그리고 공동체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특히나 예술가들이 서로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서로의 기술과 프로젝트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소통 구조를 만들어낸다. 예술가
들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훈련과 조언, 학습, 연구와 분석을 하게 만드는
일종의 지속가능한 순환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이 구조 안에 있는 예술가
들은 영감을 받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인다. 우
리 모두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셈이다.

아이들의 가정환경 또는 나이에 따라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아이들을
만날 때가 있다.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가?
스튜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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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아이들과 마주할 때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할 행동은, 교사로서 학생

들의 반응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좋다. 아이들의 그런 행동은 당신
(교사)을 향한 것이 아니다. 학생이 계속 발로 차거나 지루해하거나 예의 없게
행동한다면, 그건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
을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이다.
나이젤 메이나르드 Nigel Mainard
아티즈 창립 멤버이며, 현재 국제교육
이사를 맡고 있다. 아티즈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고 있는 커리큘럼, 채용, 훈련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왔다. 이전에는
음악 공부를 하고 전문 음악가, 프렌치
호른 연주자로 활동했고, 20년 간 학교와
지역을 넘나들며 음악 교육을 했다.
아티즈에서 음악가뿐만 아니라 배우,
안무가 등 다른 장르의 전문가들과 만날
수 있고, 이들과 함께 일하며 아이들을
위한 통합교육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다.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수많은 이유로 수업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럴 때 선생님은 아이들과 소통하며 계속 지켜보고 있고, 아이들의 생
각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해야 한다. 아이들이 무엇을 신경 쓰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귀 기울여야 한다. ‘조용히 해! 나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 보다 아이들이 활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는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고 권위적
으로 행동하기가 쉽다. 하지만 소통을 하고 대화하기를 원한다면 그 반대의 행
동을 보여야 한다. 시끄럽고 교실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금 더 차분
하고 조용히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공연 형식의 수업에서 이런 아이들이 더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멋진 결과물을
내게 된다. 이러한 수업에서는 신체적인 움직임이 많고, 옳고 그름 없이 자유
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만
들어진 결과물을 본 아이들은 자신이 참여한 그 순간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

스튜어트 바터 Stuart Barter
지난 10년간 아티즈에서 일했다.
처음에는 외부 전문가로 아티즈와
인연을 맺고 학교 예술교육을 했다.
몇 년 후 새로 들어오는 전문가나
강사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멘토를
맡게 되었고, 그 외에도 아티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
개인적으로는 음악가, 배우로 활동하며
극단을 운영하고 있다. 주로 밴드 연주,
음악 작곡, 공연 등 라이브 퍼포먼스와
교육 관련 일을 하고 있다.

워크숍 일부를 참관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참여자들이 그룹을 지어 작
은 공연을 만들고 있었다. 15명 정도로 구성된 그룹이 함께 공연을 만든다는 것
이 쉬운 일이 아닌데 모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고, 그들이
40분 동안에 만들어 낸 짤막한 공연도 놀랍게 훌륭했다. 지난 며칠간 한국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었나?
나이젤

모든 세션에 공통적으로 리딩(leading)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 가장 먼저

내가 진행한 음악 세션에서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 움직임에 집중하도록 하였
다. 그리고 리듬과 음높이(pulse and pitch)를 어떻게 내면화 시키는지 연습하
며 다양한 실험을 했다.
캐롤라인

그 다음 내가 진행한 움직임 세션에서는 장면과 장면을 이어가는 과정들

을 관찰하고 그 안에 움직임을 집어넣는 연습을 했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자기 몸
캐롤라인 허치키스
Caroline Hotchkiss
9년 전 무용 전문가로 처음 아티즈와
인연을 맺었고, 그 이후 멘토로
활동하며 아이들, 교사 그리고
다양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많은
교육을 진행했다. 학생들의 멘토나
멘토 리더 등 전문가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도 직접 진행한다. 지난 15년간
안무가/무용수로 영국, 주로 유럽에
있는 현대무용극단이나 서커스단에서
활동해왔다. 또한 장애인 예술교육을
연구하고 시행하는 극단에서도 일했다.
최근에는 아티즈 교육 매니저를 맡아
굉장히 새롭고 즐거운 일들을 하고 있다.

을 만지면서 자신의 몸을 인식하고 감싸 안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공
간과 시간에 집중하는 작업도 했는데 정해진 시간과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일까를
고민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몸을 움직이고, 안무를 짜고, 기존에 있는 안무법을 이
용하기도 하고 주사위를 던지는 등 우연을 통해서 안무를 짜는 연습을 했다.
스튜어트

드라마의 경우 도시와 여행을 콘셉트로 이야기의 구조와 시퀀스

(sequence)를 토대로 한 작업을 진행했다. 모든 상황이 드러나고 표현되는 방
식이 다를 뿐 그 본질은 공통된다고 생각한다. 드라마의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
교사들의 생각을 이야기에 반영하여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시간과 공간 사이
를 분배해서 움직이다가 정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여행하며 서로 다른 이
야기의 주요 장면들을 스토리보드와 춤을 통해 보여주는 작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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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나이젤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교사들이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모델과

방식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우리가 제공한 모델을 토대로 한국의 교사들이 한
국의 정서와 문화, 자신이 처한 맥락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했으면 한다.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이야기나 혹은 한국 고유의 음악을 적용한 수업을 만들 때 우리가
연수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구조와 아이디어를 잊지 않고 잘 활용하였으면 한
다. 그리고 또 다른 목표는 어느 순간부터 어른들은 노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된
것 같다. 우리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사들이 즐겁게 놀고 함께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낸 것, 또 이곳에서 만난 교사들과 협업하고 연수원을 떠날 때 쯤 네
트워크를 만들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마지막 나이젤의 이야기는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한다.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사고는 거의 대부분 서구의 철학에 기반하고 있
다. 많은 예술교육자들이 이야기, 형태, 공간, 빛, 간격, 이미지, 리듬, 소리 등
에 대해 예술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개념과 사고의 방식이 서구 사상에 기반한
경우가 많다. 그러면 한국적 사고에 기반 한 예술 교육은 어떻게 창안되고 구성
될 수 있을까. 단순히 가야금이나 장구를 배우거나, 탈춤을 접목하거나, 연날리
노경애
네덜란드 EDDC에서 안무를 전공하고,
벨기에 vzwCABRA 창단 멤버로
현재까지 협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안무가로 활동하며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서울-요코하마댄스커넥션,
백남준아트센터, 페스티벌 봄,
광주아시아예술극장, 리움미술관 등에서
작업하고 있다. 또한 고양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국립현대무용단,
성북예술창작센터, 광주아시아예술극장
등에서 다양한 움직임 창의교육과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병행하고 있다.
kyungaero@hotmail.com

사진
마루스튜디오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9월 8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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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배우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려내는 형태, 우리의 공간, 사람과 사람
의 관계성에는 어떠한 개념들이 있고 또 그것들이 어떻게 몸의 움직임으로, 이
야기로, 색상으로, 소리로 아이들에게 표현되게 할 수 있을까. 나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하게 된다.
아르떼 아카데미 교원 문화예술교육 전문성 강화 연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교원 대상 문화예술교육 직무연수 과정이다. 문화
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
고, 문화예술교육의 본질에 대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활용한 교수역량
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상하반기 방학기간 중 인문키움, 예술키움, 창의키움, 감성키움
코스 등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영국 아티즈(Artis)는 이번 2015 하반기 창의키움 코스에서
‘드라마와 음악, 창의적 움직임으로 예술 가득한 수업 만들기’를 진행했다.

아티즈 Artis
2004년 설립된 영국 공연예술 연계 창의적 학교교육과정 실행기관인 아티즈는 통합예술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창의성과 학습 성취도를 높이도록 돕는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들 간 협업과 그들만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기하고 노래하며 춤을 추는 신체적인 활동을
교육과정에 포함한다. 태양계를 소재로 한 안무와 춤, 신화 및 전설에 대한 연극 장면 구상,
수학 개념에 대한 노래를 창작하는 등 일반적인 학교 교실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만들어내
고 있다.
(홈페이지 www.artiseducation.com)

폼 잡을 것 없이
리듬을 타듯 유연하게
하용부 (문화예술 명예교사)

글
이은진 (칼럼니스트)

“얼씨구, 지화자, 좋~다!!!”
다 같이 팔을 번쩍 들어 올리자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듯 참여자들의 얼굴에
함박꽃이 핀다.
“손님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자식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이래 뿌는 기
다, 알았제?”
아닌 밤중에 춤과 걸쭉한 경상도말 이야기꽃이 핀 이곳은 대구근로자건강센터.
2015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인 ‘특별한 하루’가 열리는 날, 서비스노동자를 대
상으로 한 <마음을 다스리는 춤> 프로그램에 명예교사로 참석한 춤꾼 하용부(중
요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예능보유자) 선생을 만났다.

오늘 진행하시는 <마음을 다스리는 춤>에 대해 간단히 듣고 싶다.
요즘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듣는다. 사람이 돈
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도통 여유가 없다보니,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분들을
함부로 대하기도 한다. 그러니 손님을 대하는 게 짜증날 수밖에 없다. ‘내가 이
손님으로 인해서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밥도 먹고,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구
나’라고 마음을 고쳐먹으면 손님이 오는 것이 짜증나기보다는 고맙게 느껴질
것이다. 무슨 일을 하던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이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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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는 삶과 사람에 지친 분들과 함께 내가 겪었던 이야기도 하고 몸도 풀
어가면서 한 번 더 쉬어가자는 취지다. 몸을 움직이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마음
을 좀 내려놓게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최근 ‘특별한 하루’처럼 일반인들과 강연이나 워크숍으로 만나는 기회가 많은 것 같다.
강연이나 공연 요청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나?
나는 그냥 세상 산다. 기준 같은 것 별로 없다. 요즘은 지역마다 문화의집 같
은 게 거의 다 생겨서 그런 곳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올 때가 많다. 무엇보다 하
용부가 사랑 받는 게 좋다. 내가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지 않은가. 정말 어릴
때부터 현장에서 했던 사람이지. 근데 대학교수가 하는 강의는 재미없는 경우
가 많더라.(웃음) 그냥 사람들한테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이 어떻더라, 하는 이
야기를 해 주고 싶다. 나는 지금도 잘난 놈이 아니다. 그냥 한 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어느 날 인간문화재가 되었을 뿐이지. 인간문화재가 뭐 대단한가. 그저
이런 기회로 만난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아, 하용부 좋은 사람이다.’ 그러
면 인연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일반인들과 만나는 작업들이 재미있으신지?
나만큼 재미있고 좋은 세상을 사는 사람 드물다.(웃음)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일을 커서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런데 나는 어떤가. 세상에 좋은 것도
모르고 나쁜 것도 모르는 어린 시절부터 춤을 추다가 끝내는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있잖나.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 이 일 하면서 밥 먹고도 살고.

예술을 하면서 밥을 먹고 사는 것이 힘들기도 하지 않은가.
나도 30대에 애들 키우다 보니 예술 해서는 못 살겠더라. 심지어 원양어선 탈
까 생각도 해 보았다. 그런데 그 고생이 다 내가 좋아하는 것 하려고 한 고생이
니, 고생이 아닌 거다. 그냥 이 계통으로 평생을 하다 보니 알아주는 것이겠지.
사실 돈 벌고 잘살 거였으면 판검사 될 공부를 했겠지. 그래도 예술 하는 사람
들한테는 남들 공부할 때 폼도 잡고 연애도 하고 세상에 반항도 하고 자기 좋
은 것을 하느라 바친 시간들이 있지 않나. 어떤 분야든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특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 그만큼 간 것이다. 직장
생활이라고 다르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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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을 직접 추는 것과 사람들에게 춤을 가르치는 일은 다른 작업일 텐데.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춤을 추는 것과 가르칠 때 마음가짐은 별로 다른 게
없다. 그리고 평생 하다 보니 남을 가르치는 일이 춤을 추는 것보다 훨씬 더 많
은 깨달음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제자들을 고쳐주거나 할 때 내 자신이 깨
닫는 게 많고.

그러면 가르치는 일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 세상에 중요한 게 뭐 그리 있겠나. 내가 세상을 살아온 것과
그 마음가짐을 이야기할 뿐이다.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에 쫓기게
된다. 내 자신이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세상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지
만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내가 살아 보니 이러이러한 것이 이러저러해서
좋더라, 혹은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정도의 이야기랄까. 그걸 꼭 실천하라고 강요
할 필요도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히마리(힘)가 없나?(웃음)

요즘 시대에 ‘전통춤’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은 전통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다고 본다. 그저 형식으로 배우는 전통이 남
아 있는 것이다. 내가 2세대이다. 할아버지이신 하보경 선생께 배웠으니까. 우
리 춤에는 서양처럼 1번, 2번, 3번, 그 다음 4번 하는 식으로 딱 떨어지는 동작
이 없다. 그래서 무슨 무슨 ‘류(流)’라고 하는 거지. 만일 내가 남자인데 여자 선
생님께 배웠다 치자. 어떻게 똑같이 하겠나. 그걸 받아와서 내 것‘화’ 시켜야 되
는 거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 것은 좋은 것이여’ 하면 안 된다고 본다. 시
대의 리듬에 맞게 가 줘야한다. 내가 죽고 난 뒤에 ‘하용부류’라는 게 생길지도
모르겠다.

오랫동안 해 오신 연극 활동이나 오늘과 같은 강연 등이 나름 ‘시대의 리듬’을 타
는 작업인가.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나는 온갖 것을 다 한다. 킹 크림슨(King Crimson)의 <
에피탑(Epitaph)>에 맞춰 춤을 추기도 하고, 장사익 씨 음악 가지고도 춤춘다.
세상이 바뀐 거다. 자, 누가 “하용부 선생님 춤 좀 춰주십시오.” 했다 치자. 그
런데 나는 ‘인간문화재’니까 복식도 갖춰야 되고 사물놀이도 있어야 되고… 그
런다면 어디서 춤을 추겠나. 그런 무대를 누가 다 만들어 줄 것인가. 옛날 것이
왜 좋은지는 말 안 하고 그냥 좋다고만 해서 되겠나. 오늘 같이 하용부가 이야
기하는 자리에 온 사람들도 어쨌거나 춤을 보고 싶을 것 아닌가. 그러면 장사
익 씨 음악 하나 틀어 놓고 추면된다. 변화가 없으면 전통은 죽는다. 앞으로 더
더욱 설 무대가 없을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하용부를 좋아하는지도 모른다.
아닌가?(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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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나이가 들수록 유연함이 없어지고 자기 것만 고집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전통을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고…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웬만한 것들
은 다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함이 있으신 듯해 놀랍다.

하용부
밀양연극촌 촌장, 중요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예능보유자,
문화예술 명예교사. 몸의 시인으로
불리는 춤꾼 하용부는 다섯 살부터
할아버지이신 故하보경(중요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보유자) 옹에게
양반춤, 범부춤, 북춤을 사사 그 뒤를
이어가고 있다. 하용부는 1980년부터
밀양백중놀이를 연 20회 이상의 공연을
하며 밀양백중놀이를 알려왔다. 공연과
함께 부산 동아대학교, 경성대학교
강의, 프랑스 ART 초청 워크숍 지도를
하였다. 연극 <오구-죽음의 형식>에서
안무와 박수 석출 역을 맡아 대중에게
더욱 많이 알려졌으며, 1997년에는 연극
<어머니>로 백상예술제 인기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는 밀양과 서울을 오가며
후학양성과 국내외 공연과 강연 등을
하며 더 많은 친구를 만들어가고 있다.

‘폼’만 잡다가는 나만 잘나고, 나만 돈 벌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십상이다. 게
다가 이제는 전통이 너무 형식에 얽매이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전통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유연하게 열려 있어서) 옆에 가
고 싶고 한 번 더 보고 싶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텐데……. 전통의 미래는? 모
르겠다. 지금 이 순간을 가는 것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미래는 지금 배우는 사
람들이 걱정해야 할 것이고.(웃음)

이 글을 읽을 예술교육 종사자 혹은 독자들에게 한 마디 해 주신다면?
‘길은 끝이 없다. 오직 갈 뿐이다.’
이게 내 삶, 내 춤의 주제이자 철학이다. 내 만족은 없는 것 같다. 당신들도 그
렇지 않나. 글 써 놓고 ‘와, 잘 썼다!’ 하지 않잖나. 솔직한 얘기로 오늘도 (인터
뷰하면서) 내 잘난 척만 한 것이지. 사실 나는 내 공연 비디오도 잘 보지 않는
다. 내가 봐도 춤을 진짜 못 춰서 볼 수가 없다. 남들이 아무리 칭찬을 해도 내
가 잘못 한 것을 나는 아는 것이다. 그래서 길은 진짜 끝이 없다. 나 죽고 나서
야 어떤 평가가 될는지는 몰라도 말이다.

하용부 선생은 마치 동네 아주머니들과 당산나무 아래 평상에 모여 수다를 떨
듯 강연을 이어간다. 메시지는 단호하다.
“네 자신을 위해 살아라!”
그리고 호흡을 쓰는 법, 굿거리장단을 타는 몸짓, 추임새 등을 참여자들에게
알려준다. 처음에 쑥스러워하던 참여자들도 하나 둘 손을 번쩍 들고 장단을 타
는 몸짓에 조금씩 익숙해진다. 울고 웃으며 한 편의 모노드라마와도 같은 강연
이 훌쩍 지나가고, 강연이 끝나갈 때쯤 “인간문화재라고 만났는데 춤도 못 보
이은진
칼럼니스트. 지역, 교육 및 육아, 커뮤니티
언저리에서 끄적거리고 싶은 사람. 지리산
자락 경남 함양에서 커피를 내리며 산다.
svjin96@gmail.com

면 서운하겠제?”하며 씨디 플레이어에 음악 한 곡 걸어 두고, 무대도 없고, 조
명도 없고, 변변한 의상도 없이 즉흥 춤을 이어 간다.
참여자들의 눈이 반짝, 빛난다. 50년을 춤추며 살아온 예술가의 재담과 몸짓을
따라가다 만나는 이 ‘위로’의 감정. 이렇게 가까이 예술가를 마주하고 평생을 통
해 얻은 삶에 대한 통찰을 만날 수 있다니. 삶이 고단한 누군가의 곁에서 웃음
과 위로가 되어주는 것, 어쩌면 그것이 문화예술교육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사진
마루스튜디오

강연을 보는 내내 ‘리듬’이라는 단어를 곱씹어보았다. 리듬. 잦아들었다가 커지
고, 길어졌다가 짧아지고,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그 시간의 새김. 그것을 몸에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10월 6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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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으면 춤이 되는 걸까. 어찌되었건 폼 잡을 것 없이 유연하게 시대의 리듬을
타는 일, 그것이 이 시대 ‘전통’이라는 이름을 앞세운 예술가의 과제 중 하나일
지도 모르겠다.

지역의 문제에
예술로 주목하라
스콧 란킨, 세실리 하디 (호주 빅하트)

글
김소연 (연극평론가)

“현대예술은 새로운 경험, 초월의 경험을 갈구한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시도되었고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는 시대다. 유일하게 승화를 제공하는 것은
진정성이고, 진정성은 가장 주변적인 것에서 발견된다.
커뮤니티아티스트들은 사회 주변부 사람들과 작업하면서
심도 깊은 희노애락의 경험을 표현한다. 21세기 예술에서
커뮤니티아트, 커뮤니티아티스트들의 미래가 밝다.
커뮤니티아트는 평범함에 중독될 필요가 없다.”
스콧 란킨(Scott Rankin), 인터뷰 중에서

빅하트(BIGhART)는 호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혁신적 비영리 문화예술 개발 단
체로 훌륭한 협업 예술가들과 활동하고 있는 전문프로듀서 그룹이다. 1992년부
터 빅하트는 커뮤니티 문화개발 활동을 통해 소외된 지역사회의 불평등에 대
한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다. 이들의 대표적 프로젝트로
는 호주 로번 지역 청소년 노인들과 함께 하는 ‘이잘라 얄라(Yijala Yala)’ 프로젝
트, 호주 시드니, 멜버른, 호바트 및 국외 선원들,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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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블루엔젤(Blue Angel)’ 프로젝트 등이 있다. 이들 프로젝트는 대부분 5년 이상
상당한 기간의 장기프로젝트로 진행되며 프로젝트의 중간 결과물들로 순회공
연을 벌이고 각종 국제예술축제에 참여하는가 하면 책, 비주얼아트, 게임, 텔레
비전 프로그램, 앱(App) 등으로 제작되어 다양한 계층,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즐기고 있다. 빅하트는 “오랜 시간동안 호주의 문화소외자들과 함께” 일하
며 “커뮤니티 문화 개발의 가장 좋은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인터뷰를 준비하며 이들의 혁혁한 성공담을 읽을수록 과연 이러한 성공의 동력
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술의 사회적 지위? 안정적면서도 혁신적인
공공지원? 뛰어난 많은 예술가들의 참여? 등등의 의문이 들었다. 몇 해 전 ‘커
뮤니티와 아트’라는 연속 콜로키움을 기획하고 책을 묶으면서 내가 만났던 한
국의 커뮤니티아티스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과의 인
터뷰가 저 멀리서 빛나는 성공담을 또 하나 추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섰다. 그러나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이러한 우려는 말끔히 해소되었다. 이
들 역시 편견과 오해, 제도의 장벽,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물을 자인해야
하는 실패 등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인터뷰는 이들의 성공담에 대한 소개나 성공의 묘안 혹은 묘수에 대한 것이
아니다. 커뮤니티아트가 처해있는 난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아트가
현대사회와 현대예술의 여러 문제들과 어떻게 연관되고 또 그것에 대한 강력한
실천인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다. 대화의 행간은 자료집에 수록된 스콧 란킨
의 「에세이 : 눅눅한 비스켓」을 참고하기 바란다.
아르떼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을 위해 한국에 온 스콧 란킨(Scott Rankin) 빅하
트 창립자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세실리 하디(Cecily Hardy)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를 이틀간의 서울 워크숍을 막 끝낸 그 자리에서 만났다.

큰 마음, 큰 예술은 하나
한국에서의 첫 번째 워크숍 끝냈다. 한국 아티스트들은 처음 만난 건가? 한국
참가자들을 만난 소감은?
스콧 란킨(이하 스콧)

한국 아티스트들을 이렇게 직접 만난 건 처음이다. 방금 전 호주

라디오 방송국과 인터뷰 했는데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 이건 첫인상일 뿐인데,
한국의 아티스트들은 예술적 작업은 창의적인데 비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구
현하는 데에서는 머뭇거림을 느꼈다. 또 예술가들 스스로 자신들이 중요한 존
재라고 믿고 있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세실리 하디(이하 세실리)

이런 워크숍을 하면서 종종 느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가진 공동과제나 장애물, 실패 등등의 상황에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다만 빅하트는 적극적으로 도전했다는 것, 그래서
성공을 가져왔던 것 같다. 과감하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가져갔던
것이 성공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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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러한 프로젝트 작업을 시작한 계기가 궁금하다. 스콧은 극작가로 소개되
고 있는데, 많은 극작가, 배우들은 지금도 여전히 극장에서 작품을 만들고 있다.
어떻게 커뮤니티와 함께 하는 프로젝트 형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나.
스콧

블랙박스에서 작업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항상 사회정의

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열정, 사람은 선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또 한편
특정 예술양식만이 아니라 모든 예술양식에 열정을 가지고 있고 특히 하이브리
드에 관심이 많다. 화가, 시인, 극작가, 연주가로 동시에 활동한 적도 있다. 나
에게 ‘사회정의’와 ‘문화’ 이 둘 사이에 단절은 없다. 빅하트는 BIGhART라 쓰는
데 큰 마음, 큰 예술을 말한다. 똑같은 내용을 두 가지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다. 한국에서 워크숍이 한 차례 더 남았는데 다음 워크숍에서 추가해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예술가들은 자기의 커리어를 확대해가면서 커리어 전체에서 자
기 자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실리

점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런 길에 들어섰다. 경청하고 들어주고 반응을

보이는 일을 하고 싶었다. 블랙박스에 갇혀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반짝반짝 빛나는 이야기의 힘
빅하트의 접근방식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당신이 만약 누군가
의 이야기를 안다면 그들에게 상처 주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함축하는 문장인 것 같다.
스콧

빅하트의 존재 이유는 알려지지 않은,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 스토리라는 것이 보호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러티브를 통해
어떤 사람의 스토리에 공감하게 되면, 그래서 보이지 않던 이슈가 가시화되면
사람들은 이야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길 바란다. 우
리는 감추어진 이슈에 집중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야기하는 것은 내버려두
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이야기에 집중한다. 예를 들어 블루엔젤 프로젝트는
전 세계에 130만 명의 선원이 있는데, 그중에 60만 명 이상이 노예상태에 있다
는 점에 주목한다. 이들의 삶은 우리의 삶과 무관한가? 그렇지 않다. 한국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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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서 철광석을 가져다가 제품화해서 수출한다. 그러한 과정에 노예상태의 선
원들이 있다. 부지불식간에 아직도 해상에서 일어나는 노동착취에 의존해 살고
있지만 아무도 이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
그런 이슈를 선택한다.

당신들은 스토리를 강조한다. 보이지 않는 이야기에 대한 관심도 그렇고 “커뮤
니티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도록 스토리의 힘을 활용
한다”고 말하고 있다. 스토리의 힘을 좀 더 설명해 달라.
스콧

에드워드 사이드는 『문화와 제국주의』에서 ‘국가가 곧 내레이션이다’라고 이

야기한다. 국가란 고정되지 않는 이야기이고 각 세대가 새로운 장을 점점 써나
가면서 전개되는 스토리라는 것이다. 나도 스토리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싶
다. 철학, 신학, 과학, 예술 등은 이렇게 쓰여 가는 이야기의 각기 다른 표상화,
각기 다른 표현이다. 스토리의 역할은 아이디어를 포착하고 잘 포장하여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 저기에 뭐가 있지?’하고 궁금하게 여기고 임팩트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공유하는
아이디어가 미래를 형성하는 것이고 스토리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담을 수 있
다. 예술가들이 만드는 스토리는 반드시 자기 예술 표현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스토리텔링 자체가 예술적 탁월성을 가지고 구현되어야 한다. 그것이 구현되
었을 때 보이지 않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표현되고, 과거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
들이 국가의 스토리, 국가의 내레이션에 포함된다. 중요한 것은 탁월한 예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스토리 자체가 반짝반짝 빛나게 해서 사람들이 궁금히 여
기고 사람들 사이에서 반향과 파장을 일으키는 임팩트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한
다. 스토리는 예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광고, 정치연설, 브랜딩 등이 다 스토
리를 만든다. 우리는 24시간 뉴스를 듣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주 파워풀하
다. 그래서 즉각 뉴스에 오르지만 금방 사라진다. 내가 말하는 스토리는 심층화
된, 쉽게 사라지지 않는 스토리다. 예술가들은 심층화된 스토리를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용감해야 한다.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실패한, 스킬을 갖추지 못한, 역량
이 뛰어나지 못한 예술가가 자기 작업을 하다가 잘 안 돼서 예술강사가 되거나
커뮤니티아티스트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커뮤니티아트가 평범
함의 게토를 만들고 있는 상황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이론을 만들어 평범함을
정당화하고 자축한다. 어떤 이들은 커뮤니티아트에 대해 ‘저기는 들어가고 싶
지 않아, 평범함의 소굴이고 스스로 자축하는 데야’ 라는 생각을 한다. 이런 것
들이 문화적 질병이고 질환이다. 나는 호주에서 ‘이 작품은 퀄리티가 충분하지
않아’라고 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커뮤니티아트야 말로 예술
가의 예술적 탁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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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에세이에서 탁월성에 대해 강조하는 것을 읽었다.
스콧

예를 들어보겠다. 커뮤니티에서 자전거를 만들 때, 자전거 만드는 것을 도

와주지 않았고, 그래서 자전거가 조악하게 나오고, 가다가 부서졌는데도 ‘잘했
어, 잘 만들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작업을 할 때 빠르고 아름다운
자전거가 만들어지도록 도울 것이다. 그런데 커뮤니티아트에서는 종종 이런 실
수를 목격하게 된다. 예술은 자기표현에서 출발하다보니 이런 실수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아티스트의 탁월성이 빛나는 때는 프로젝트에 언제
개입해야 하는지 그 순간을 절묘하게 찾아서 들어갔다가 또 빠져나오는 순간
을 적확하게 찾아내는 데에 있다. 커뮤니티 작업을 통해 지역사회가 뭔가를 경
험하게 한다는 것과 동시에 그 작품이 탁월한 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 두
개의 긴장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티스트의 역할이고 새로
운 탁월성의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협업 그리고 이슈의 연결
커뮤니티아트가 탁월성을 구현하는 데에서 개별 예술가의 작업만큼이나 협업은
중요하다. 커뮤니티아트는 다양한 장르, 다양한 분야가 함께 작업하게 마련이
다. 그래서 프로듀서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다. 또 예술가들도 프로듀서의 자질
과 역할이 필요한 것 같다.
세실리

아티스트와 일할 때는 소외된 커뮤니티를 상대하는 것처럼 인내심을 가지

고 일해야 한다. 아티스트는 독립적이다. 협력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커뮤니티
에 적용하는 원칙을 예술가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스콧은 프로젝트를 선형적
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프로젝트는 다양한 층위로 구성된다. 따라서 복합적이
고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프로듀서의 마인드를 갖게 되면 좀 더 심도 있게
프로젝트를 사고하고 추진할 수 있다.
스콧

사회는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술의 변화는 예측불가이다. 예술가는

계속 이러한 변화를 배워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예술가는 급류에 휩쓸려 내
려갈 수 있다. 프로듀서의 역할은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자라나게 하고 꽃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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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술가의 역할도 동시에 해야 한다. 세상이 변화해도
시적인 것,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변화시키는 특별한 역량이 있는 사람은 항
상 필요하다. 이게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한다는 점에서 주술적인 활동이라는 생
각도 드는데, 그래서 상처받은, 심약한, 위축된 사람들이 필요하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소개를 보면 사회변화키워드(Social Change
Focus)라는 항목이 있다. 그 항목에는 여러 키워드가 있다. 이 키워드는 어떻
게 만들어지나. 또 키워드는 프로젝트를 요약해서 설명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창작의 구체적 모티브인지 궁금하다.
스콧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여기서 일으켜야 하는 사회적 변화가 무엇인가

를 온전히 파악할 수는 없다. 이 지역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이슈가 자연스럽게 발견된다. 그
렇게 발견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슈가 연결되면서
프로젝트의 프로세스가 달라진다. 또 지역사회와 연관된 정부 기관들은 그 문
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다양한 이슈를 접목시키는 것만으로도 프로
젝트의 재원확보에 도움이 된다.

예술은 심층적이고 장기적인 솔루션
빅하트 소개 중 다음 구절이 인상적이었다. “우리의 문화 개발 프로젝트는 복잡한
사회문제들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력적이고 흥분되는 캐치
프레이즈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는 예술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예술가들
이 사회적 문제의 해결사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다. 또 선한 예술,
착한 일을 하는 예술에 대한 비판도 있다. ‘왜 예술이 해결사가 되어야 하지? 예
술의 공공성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나? 도리어 예술은 잠재된 갈등을
드러내는 것이지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잖아?’ 등등 비판과 회의가 있다. 솔
루션으로서의 예술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을 위해 좀 더 설명해 달라.
스콧

커뮤니티는 계속 변화하게 마련이고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잘 조절해서 최

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세련된 사회로 나가도록 유도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 긍
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데에 당근과 채찍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채
찍은 법제화로 강제적이라면, 당근은 문화적 변화를 통한 유인책을 쓰는 것이
다. 정부 입장에서는 채찍을 선호하지만 대중들의 저항이 크다. 결국 지역사회
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문화가 바뀌는 것이 역동적이면서 인간적이고 심
층적인 해결책이다. 그런데 종종 범하는 실수가 예술이 행한 결과물을 통해서
이것이 지역사회를 이렇게 바꿔놨다는 식의 이야기다. 연극의 이러한 콘텐츠가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변화의 가시적
성과를 근간으로 예술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고 예술을 정당화시키려고 한다
는 것이다. 이것은 심각한 실수다. 중요한 것은 프로세스에서 어떠한 문화적 변
화가 일어났는가 이다. 예술가는 예술의 순수성, 탁월성을 지켜나가야 한다. 탁
월한 예술의 세계를 지켜나갈 때에 변화를 일으키는 프로세스는 더 강력해지고
그에 따라 더 큰 변화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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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실리

예술이 사회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압력이 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도

그런 것들에 대해 걱정하는 입장이다. 예술가들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 정
부는 ‘어, 문제가 해결되었네!’ 하면서 손을 떼게 된다. 도리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거꾸로 이다. 우리 프로젝트의 목표는 정부가 응당 해결해야 하는 이슈에
스콧 란킨 Scott Rankin
빅하트의 공동창립자 및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다. 극작가이자 프로듀서로
다양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태즈메이니아, 필바라, 뉴 사우스
웨일즈, 호주 수도 특별자치구(ACT),
노던 준주(NT) 등 호주 전역을
비롯하여 영국 등지에서 투어를
진행하고 예술을 통한 사회·문화혁신
리더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정부의 행동과 정부의 예산 확보와 정책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마지막 질문이다. 빅하트는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프로젝트에 대한 호응이 상
당하다. 빅하트에 대한 호응이 사회적 이슈 때문인가 아니면 작품이 아름답고
즐겁기 때문인가.
스콧

최근 끝낸 프로젝트는 여러 반응을 이끌어 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반면 세실리와 하는 프로젝트는 잘 진행되고 있다. 우리 프로젝트는 최소한 5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다. 중간 중간 결과물을 내놔야 하는데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걸 점검하면서 방향을 수정하기도 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얼마 전 멜버
른페스티벌에 참여한 작품에 대해 연극예술을 새롭게 정의하는 작품이라는 호
평을 받았다. 하지만 커뮤니티의 변화를 생각하면 실패라고 생각한다. 프로젝
세실리 하디 Cecily Hardy
빅하트에서 연기자 및 크레이에티브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가,
공연예술가 및 방송진행자로 활동
중이며 수준 높은 커뮤니티 참여
연극에 대한 열정으로 호주 중앙
사막의 원주민 예술가 등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협력하며 양질의 예술과
이야기를 이끌어 내는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하였다.

트는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흥미진진하다. 매 과정에 성공할 수는 없다.
호응이라는 것도 복합적이다. 우리의 프로젝트는 여러 이슈들이 연관되어 있
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따라 서로 다른 전문성으로 우리를 평가한다.
비평가들은 무대에 구현된 것으로 비평을 하고 정부는 사회복지에 얼마나 기여
했나로 평가한다. 그 평가가 완전히 상반되기도 한다. 그래서 프로젝트 전체의
성공과 실패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뿐이다.
우리가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하는 프로젝트는 몇 개 안 된다. 빅하트가 성공
이라고 판단하는 데에는 5가지 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 개인적 차원에서 새로
운 선택을 통해 개인의 삶이 긍정적 여정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개인
의 변화로 인해 커뮤니티의 대응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개인과 커뮤
니티의 변화가 정책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러한 변화가 사회적으로 안정적으로

김소연
연극평론가. [컬처뉴스]
[weekly@예술경영] 편집장을 지냈다.
경기문화재단 <커뮤니티와 아트>
콜로키움을 기획하고 편집했다. 무대가
어떻게 세상과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 글을 쓰고 잡지를 만든다.
kdoonga@naver.com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예술적 탁월성을 갖추어 우리가 표방하는 아
이디어가 강력하고 오랫동안 존속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는 지식의 전수다. 프로젝트를 통해 구현하고 얻게 된 지식을 우리 동시대의 작
가들, 그리고 미래 세대들에게 전수하는 거다. 우리는 이 다섯 단계에 도달했을
때 성공했다고 평가한다.

빅하트(BIGhART)는 큰 마음과 큰 예술, 이 둘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고 했던
사진
마루스튜디오

말이 인터뷰를 하면서 좀 더 분명하게 다가온다. 앞으로 남은 워크숍에서 한국
의 아티스트들과 즐거운 작업을 하길 바란다.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9월 8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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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은 우산 없이
빗속을 걸어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주말문화여행 ‘무브무브 드로잉 댄스’
조숙경
그림책작가

까만 무대 위 조명 아래 조그마한 남자아이 하나가 몸을 웅크리고 있다.
아이는 가끔씩 고개를 살짝 비틀거나, 엉덩이를 조금씩 들었다 내렸다 한다.
작고 느린 아이의 몸짓은 달팽이를 닮았다.
조명이 하나 둘 더 켜지며 엄마, 아빠, 형, 누나도 보이기 시작한다.
다섯 명의 한 가족이 무대 위에 함께 서 있다.
그들은 한 여름 장맛비의 추억을 그리며 흠뻑 젖어가고 있는 중이었다.
오래전 스물 몇 살 늦은 나이에 사춘기가 찾아 온 적이 있다.
삶의 방향성이 불확실해지고, 막연한 불안감에 하염없이 길을 걸어간 적이 많았다.
어느 날, 푹푹 찌는 한여름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졌다.
비에 젖어가는 지친 발걸음을 따라 마음도 흠뻑 젖어 갔다.
우산 없이 걷는 빗속에서 새로운 감각이 열리며,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자유했다.
내게 일상과 예술의 경계는 단지 빗속에서 ‘우산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 정도인 것 같다.
때론 과감하게 비를 맞으며 느긋하고 당당하게 걸을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예술가다.
예술은 대수롭지 않은 일상에 딴죽을 거는 행위일 수 있다.
익숙한 일상에서 낯선 감각을 발견하고 도전해 보는 것, 그리고 그 감각 끝에 오는 자유를 만끽하는 것.
그런 게 예술이 아닐까.
오늘 무대 위 저 가족은 그 빗속에서 자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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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철학과 관점을 나누는
자유로운 발언의 장입니다.

아이들에게 줄 깊은 우물 하나
서로 의지하고 더불어 성장하는
낭독의 즐거움을 나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경계를 넘는 통섭과 융합을 실천하다
심리적 사회적 성장을 이끄는 예술
가슴 속 비틀즈와 조용필을 살려라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닿는 국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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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줄 깊은 우물 하나
지역아동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한다는 것
조주현
학교밖청소년배움공동체디딤돌 대표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부처간 협력

고 못 볼 강사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냥 스쳐 지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중에서도 예산이나 규모에서

사람이지 선생님은 아니었다. 강사와 사업의 지속성은

가장 큰 사업이다. 전국에서 26개 문화예술단체가 선
정되어 569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가 되었고 다행히도 올해

이 사업은 33억 원의 정부예산이 투여된다.

부터는 3년 단위의 지원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
황 속에서 각 주체들은 나름 안정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나는 이 사업에 전문가 모니터링 그룹의 일원으로 3년
째 각 현장을 돌아다니고 있다. 각 사업주체의 의견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초기 혼란을 극복하고 나름

청취하여 소통을 촉발하고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

틀을 갖추어 안착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을 제시하고 있다. 돌아보면 첫해에는 가는 곳곳마다

할 것은 무엇일까? 더욱 열심히 현장을 뛰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새로 시작하

강사들과 한 고비 넘겼다고 한숨 돌리고 있을 운영단체

는 사업이 늘 그렇듯이 각 주체별 서로의 관점의 차이

나 진흥원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

와 소통의 어려움, 미숙한 경험으로 시행착오와 어려움

작이다. 안정이 되었다고는 하나 이 사업이 가야할 방

이 있었다.

향은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또 사업의 최종 목적인 예
술교육을 통한 아이들의 성장과 변화는 아직 손에 잡히

특히 80% 이상이 빈곤가정인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처음 만나는 강사들은 그 만남 자체가 고통스러울 정도

지 않는다. 이 문제는 결국 근본적 고민 지점이 아직 해
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로 힘든 경험이었다. “선생님은 누구세요?”라고 물어오
는 아이들에게 열심히 준비한 강사들의 커리큘럼은 무
용지물이 되었고 ‘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이지? 여기서

사람을 살리는 예술, 예술의 사회적 역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즉,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예술교육은 왜 필요한

고 한다. 또한 과도한 행정업무에 허덕이는 지역아동센

가? 그 교육내용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아이들이

터 교사들과 강사 모집만도 벅찬 운영단체들은 허둥대

성장할 수 있고 변화를 일으키는 예술교육은 어떻게 가

는 강사에게 마음써줄 여력조차 부족했다.

능할까?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누가 추진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답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이 물음

이렇듯 초기 혼란은 서로에 대한 낯섦과 모름으로 인해

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예술의 사회적 역할이 실제

발생하는 피할 수 없는 통과의례와 같았다. 모니터링

적으로 구현된 경험이 없는 한국사회이기에 더욱 그러

그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주체의 소통의 통

하다. 개인적 향유를 위한 예술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

로를 만들고, 지역아동센터 아이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

한 삶의 예술 또는 사람을 살리는 예술에 대한 담론조

한 강사 교육의 기회를 만들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특

차 형성이 안 되는 마당에 당연한 일이다.

히 지역아동센터와 운영단체, 강사들로부터 공히 사업

실제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한 예술은 사람을 살

의 지속성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

리는 예술이어야 한다. 예술의 의미는 그 과정에 참여

다. 아이들이 “선생님은 누구세요?”라고 묻는 것은 “얼

하는 대상에 따라 다른 목적을 구현하는 것이지 원래부

마나 있을 거예요?”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몇 개월 보

터 결정되어진 바는 없다. 예술의 기원이라고 할 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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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대 동굴 벽화는 집단 사냥을 위한 비언어적 생존
전술의 전달체계이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공동체적 교
육이다. 따라서 예술은 원래 공동체 교육의 성격을 태
생적으로 지니고 있다.

30년이 걸렸다”고 한 엘 시스테마 창시자 아브레우 박
사의 말이 더 큰 울림을 준다.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은 이제 3년이 되었다. 이제 30년을 바
라봐야 할 때이다. 문제는 누가 이 사업의 담론을 만들
고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이다.

얼마 전 끝난 K팝스타4에서 Top4까지 올라간 릴리M
의 스토리는 생존을 위한 예술의 역할에 대한 단편을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성격은 본질적

보여준다. 13살의 어린 나이에 초롱초롱한 눈빛과 때
묻지 않은 맑은 목소리로 듣는 이를 감동시키는 릴리M

으로 ‘사회적 교육’이다. 소외된 아이들에게 공평한 기회

의 노래를 들으면 ‘타고난 가수란 이런 아이를 두고 말

교육은 시민사회와 함께 가야하며 지역사회에 뿌리를

하는 것이구나.’하고 쉽게 생각된다. 그러나 릴리M이
스스로 밝힌 노래하게 된 동기는 뜻밖에도 자신의 깊은

내려야만 지속 가능하다. 수혜인원을 늘리기에 더 많은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한다. 2009년 발생한 호주 빅토

식의 차이가 있다. 급수차를 돌려서 물을 배급하는 것이

리아 대화재는 릴리M이 사는 작은 시골마을 주민의 절
반을 앗아갔다. 그 중에는 릴리M의 친구들과 선생님도

아니라 우물을 파는 것이 사회적 교육의 방법이다.

있었다. 어린아이에게 닥친 깊은 트라우마는 심각한 우

이 사업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예술교육이 우리 아이들

울증과 대인기피를 겪게 하였고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

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의 기회를 줄 수 있는지 확인하

를 제공하는 공동체적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부 정책사업과는 경로와 방

어머니의 권유로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릴리

고 있다. 또 그것을 위해 더욱 열정적으로 노력을 기울

M이 음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깊은 마음의 병을 극복하고 살아남기

이고 있는 예술 활동가가 늘어가고 있으며 각자의 자리

위해서 한 것이다.

잘 하는 것만큼이나 멀리 보고 힘을 모으고 사회적 메

를 잡아가고 있다. 곳곳에서 힘이 커가고 있다. 사업을
시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때가 온 것 같다.

아이들에게 주어야 할 당연한 기회
청소년 행복지수 OECD 최하위, 청소년 자살률 세계1
위인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모습은 릴리M과 그다지 다
를 바 없는 비참한 상황이다. 특히 빈곤의 대물림이 갈
수록 고착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은 이미 많은 상처를 입고 있다. 그리고 누구나
말하는 그 꿈은 그저 꿈에 불과한 것을 본능적으로 알
고 있다. 이러한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 그리고 꿈꿀 수
있는 당연한 기회를 주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그
리고 분명 예술은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1975년 시작된 베네수엘라의 ‘빈민층 아이들을 위한
무상 음악교육 프로그램’인 엘 시스테마(El Sistema)는
예술교육을 통해서 예술이 어떻게 아이들을 살리는가
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 지휘자
와 연주자를 다수 배출하고 현재 26만 명이 가입한 국
가적 음악교육 시스템으로 성장을 하였으며 UN으로부

조주현
학교밖청소년배움공동체디딤돌 대표
leo1968@empas.com

터 빈민교육의 모델로 인정받는 등 화려한 외적인 성과
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얼마 전 내한
하여 “악기 빌리고, 임대료 내고, 동참할 사람들을 모으
고, 이렇게 해서 시스템이 스스로 움직이게 될 때까지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4월 28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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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의지하고 더불어 성장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이 주는 교육적 경험
윤용운
꿈의 오케스트라 성동 음악감독

문화예술교육은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이유 또는 연

요즘의 음악교육 시스템이다. 그러니 꿈의 오케스트라

령 및 입시교육 등으로 인해 문화예술에 대한 적절한

의 이질적인 교육 시스템이 문화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교육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모든 국민에게 문화예술을

당연지사. 초반 꿈의 오케스트라의 낯선 교육 방식과

향유하고 창조력을 키우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

단원 선발 조건 등에 적잖이 당황했던 나는 좀 더 깊이

다. 이런 문화예술교육의 기본개념을 실현하고자 2010

있게 꿈의 오케스트라를 들여다보았고, 이러한 교육 시

년부터 시작된 ‘꿈의 오케스트라(El Sistema Korea)’
는 2015년 현재까지 전국 33개 지역의 많은 참여자들

스템의 정점에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음악운동 ‘엘 시

로부터 환영받으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음으로 결정하고 이를 받아들였다.

왕초보 단원들이 모인 오케스트라?!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던 2012년 4월. 단원 선발을
위한 면접이 있던 날, 예상했던 것처럼 음악 교육 경험

스테마(El Sistema)’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고 난 후, 마

2012년, 성동구의 관계자로부터 꿈의 오케스트라 사
업에 응모해보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사실 조금 망설였

과 음악 이해 능력을 묻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90%에

다. 사업제안서 내용이 좀 의아해서였다. 20여 년간 나

어요’라는 대답이 쏟아져 나왔다. 45명의 순수하고 맑은

름 오케스트라의 운영, 연주, 지도 등으로 다양한 경험

영혼들과의 험난한 항해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아이들

을 가진 내게는 ‘음악을 배운 경험이 전혀 없거나 악기

의 음악적 선호를 듣고, 신체적인 조건을 살피고, 백지

를 다룰 기회를 가지지 못한 아이들을 단원으로 선발

상태인 아이들에게 음표와 쉼표, 보표, 빠르기말, 리듬과

할수록 좋다(?)’라는 문구가 눈에 걸렸기 때문이다. 일
반적으로 오케스트라를 창단하려면 우선 연주가 가능

멜로디를 가르치고, 화성을 스케치하고 채색 하면서 2
개월 간 음악적 지식을 차근차근 쌓아가던 우리는 주문

한 단원 선발을 목적으로 실기 오디션을 실시하는 것이

했던 악기가 도착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달하는 아이들의 입에서 ‘아니오’ ‘몰라요’ ‘처음 들어봤

보통이다. 그런데 꿈의 오케스트라의 단원 선발 조건
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초보 중에 초보’ 아이들을 대상
으로 실기 오디션 없이 일반 면접만으로 단원을 선발하

감탄과 비탄을 넘어, 변화와 성장의 감동

고, 악기를 잡는 첫 순간부터 가능한 한 합주를 통해 수

선생님들의 시범 연주와 무대 위 연주자들의 공연을 보

업과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 조건이라고 했다.

며 오케스트라를 간접 체험했던 아이들이 자신의 악
기와 처음 만나던 순간, 설렘과 기대에 찬 표정을 지금

그간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음악교육은 선생님이 직접

도 잊을 수 없다. 아이들의 모습은 40여 년 전 내가 처

일대일 레슨을 통해 모든 음악적 지식을 아동에게 전수

음 악기를 만났을 때의 감동적인 순간과 오버랩 되었

하는 도제식 교육이었다.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기초

고, 무엇인지 모를 깊은 책임감을 느끼게 했다. 악기 다

음악이론과 실제 악기를 다루는 법, 여러 연습곡과 연

루기를 조심스러워하던 아이들이 악기를 품에 안으며

주곡 등을 통해, 3~4년가량 개인교습으로 쌓은 능력
을 평가 받고,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활동하는 구조였

자연스럽게 대하게 될 때쯤, 우리는 음정은 여전히 불

다. 이것이 음악교육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나 음악교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를 연주하고 있었다. 한 회, 한

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회 수업시간은 감탄과 비탄이 뒤섞였다. 그럼에도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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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나 리듬과 멜로디의 윤곽을 조금씩 살려내며 동요

님들과 아이들은 ‘꿈의 오케스트라’가 지향하는 철학을

주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음악적 능력이 균형적으로 발

존중하고 이를 실천하면서 한 팀, 하나의 오케스트라로

전하는 성과도 얻었다. 즉 도제식 방식에 따라 ‘혼자’ 연

자연스럽게 거듭나고 있었다. 변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습하고, 연주하는 지루함으로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들

것에 도전하는 사이, 우리에겐 새로운 레퍼토리가 점점

을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

쌓여갔고, 음악을 대하는 아이들의 태도에도 조금씩 변

워가면서 아이들이 더불어 성장하는 시너지효과가 나

화가 찾아들었다.

타난 것이다. 이제는 선배가 후배에게 음악적인 부분
은 물론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갖추어야할 자세, 예의

합주소리에 제법 힘이 느껴질 정도로 성장한 2012년
12월 13일은 꿈의 오케스트라 성동의 첫해를 마무리

등 활동에 필요한 문화적인 부분까지 가르치고 배려하

하는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공연 전, 아이들의 얼굴에

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며

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치 올림픽 출전을 앞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의 밝은 미래가 기다려진다. 매주

두고 대기석에 앉아 있는 선수들을 보는 듯 했다. 드

화요일, 금요일 “사랑합시다.” 라고 외치며 연습실문을

디어 첫 정기연주회의 첫 곡을 연주하기 위해 지휘단

열고 들어오는 아이들의 활기찬 모습에 변화에 두려워

에 선 순간, 아이들의 초롱초롱 빛나는 눈빛이 모두 나

했고 도전에 자신없어하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더

를 향하고 있었다. 처음 면접 때 만났던 아이들의 모습

큰 성장을 위한 발걸음을 떼어본다.

는 모습이 그 결과물이다. 이렇게 음악 안에서 꿈의 오

은 온데간데없고 의젓한 모습으로 어려운 곡을 연주해
내며 주위의 친구들을 배려하던 모습은 그 자체로 감동
이었다. 연주 사이사이, 오케스트라 창단과 연습과정을
관객들에게 설명하면서 나도 모르게 가슴 먹먹해오던
감동은 지금도 힘들고 어려울 때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
는 원동력이다. 아이들의 성장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가족들의 가슴벅차해 하는 모습과 응원의
함성 또한 큰 힘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가족과 사회가
서로 소통하게 하는 역할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혼자가 아닌 ‘우리’를 배우다
이렇게 첫해를 마무리하고 2,3년차부터 오케스트라 활
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봉사연주, 교류공연, 다른 거점

윤용운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소피아 국립음악원 지휘과
석사과정 및 최고연주자 과정인 Konzert Examen을
졸업하였다.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지휘자,
군산대학교와 수원대학교 강사, 삼육대학교 겸임교수,
중앙대학교 대학원 외래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사)소월아트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서울의대
메디칼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지휘자, 꿈의오케스트라 성동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condyoun@naver.com
(프로필 사진_김도균)

기관과의 캠프, 합동공연 등으로 아이들은 다채로운 무
대경험을 가졌다. 비슷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또래들과

사진제공
꿈의 오케스트라 성동

의 교감을 통해 ‘우리는 함께’라는 공동체의식과 더불
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해 나가는 보람 있는 시간들이었
다. 또한 꿈의 오케스트라가 추구하는 교육 방법인 합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6월 30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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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독의 즐거움을 나눈다
문화예술교육과 나
서혜정
성우, 문화예술 명예교사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기 때 나는 여러 가지 꿈을 꾸었

성우가 하는 일은 다양해서 라디오 드라마를 기본으로

다. 스크린 속의 멋진 배우도 관심 있었고, 화려한 무대

외화 더빙, 애니메이션 녹음, 내레이션 등등 여러 가지

위를 주름잡는 가수도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왠지 나를

일을 한다. 그 모든 일의 기본은 정확한 발음과 좋은 발

온전히 다 드러내는 일은 쑥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

성으로 낭독을 하는 것이다. 처음엔 쑥스럽기도 하고

다. 그런데 성우는 목소리로만 나의 영혼을 표현할 수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혼자서 소리 내어

있다는 점이 무척 매력 있었고, 또 신비스럽기도 했다.

읽는 낭독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자신감이 생기며 여

혼자만의 공간에서 소리 내어 책을 읽으며 책속의 세상

러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될 것이다.

을 여행하기도 하고, 또 소설 속 주인공이 되어 간접적

낭독은 그렇게 누구나,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나

인 인생 경험을 할 수도 있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

혼자만의 세상에서 행복한 여행을 할 수도 있고, 또 소

게 발음과 발성까지 좋아져 수업시간에 일어나 책을 읽

설 같은 경우 등장인물을 정하여 삼삼오오 배역을 정해

게 되면 선생님은 물론이고 친구들까지도 칭찬을 아끼

함께 낭독을 하면 더욱 즐거운 시간을 나눌 수도 있다.

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사이 자신감까지 키워져 내성적

그룹별로 순서를 정해 한편의 소설을 스마트폰으로 녹

이었던 성격이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

음해 완독해서 다시 들어보며 책에 대한 토론도 할 수

도 갖게 되었다. 그렇게 꿈을 키워 성우가 되었고 33년
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문득 내가 누렸던 행복함을 이제

있고, 보관해 다시 들으면서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내

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서를 녹음하며 낭독해 다시 들으면 예습과 복습도 할

용을 또 들으면 정독이 되는 것이다. 학생들의 경우 교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화술도 좋아지고 목
소리도 좋아져 말을 잘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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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낭독은 누구나 주인공이 되어 즐길 수 있는 최
고의 교육이라 생각한다. 요즘 서울 홍대 앞에서는 정
기적으로 성우들과 함께 하는 낭독회도 있고, 나 또한
전국을 돌며 지방의 크고 작은 도서관과 학교, 군부대
에서도 낭독회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꽤 좋은 편이다.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며 머뭇거리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무대에 나와 낭독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경험해 보

문화예술 명예교사 ‘특별한 하루’
음악·미술·연극·영화·디자인·건축 등 각 분야
문화예술인이 명예교사가 되어 어린이·청소년·일반
시민과 직접 만나 문화예술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40여 명의 문화예술
명예교사와 함께 100회의 강연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전국을
찾아 갈 예정이다.
블로그 http://arteday.tistory.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arteday

고 싶은 호기심이 생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는 경험을 해본 뒤 집에 돌아가 온가족이 둘러
앉아 낭독을 즐기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듣는다. 노래방
에 가서 노래하며 함께 즐기듯 집에서는 낭독을 하며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다.
요즘 가족이나 친구들이 모여도 각자 스마트 폰을 만지
거나 서로 다른 일을 하느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
지 않는 모습이 많은데, 소리 내어 낭독하는 것은 경청
으로 이어질 수 있고, 여럿이 함께 같은 생각을 하는 기
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리 내어 읽는다는 것은
그 경험과 느낌을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
달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누구나 성우를 직업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소리 내어 낭독하는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삶을 즐기고, 경험을 나누고, 표현하며,
소통하는 낭독의 즐거움을 전파하기 위해 오늘도 나는

서혜정
1982년 KBS 17기 성우로 데뷔하여 외화시리즈 <X파일>의
‘데이나 스컬리’의 목소리로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롤러코스터·남녀탐구생활〉(tvN), 〈생로병사의 비밀〉(KBS1)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 외에도 애니메이션,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한국말 서비스, 114 전화번호 안내, 광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경민대학 독서문화 콘텐츠과에
출강했으며 한국예술원 방송연예과 겸임교수이다. 저서로
『속상해하지 마세요』(2010) 등이 있으며, 오디오 팟캐스트
‘서혜정의 오디오 북카페’를 진행하고 있다.
heajung62@hanmail.net

마이크 앞에 선다.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7월 14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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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갈 길이 멀다
학교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서서
기진호
서울신남초등학교 교사, 미술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2005년부터 시행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2015년

연령대의 수준 차이가 심한 학생들, 기계적인 수업시

현재, 국악·연극·영화·무용·만화애니메이션·공

형적인 성과나 결과물을 기대하는 학교 분위기 등 교

예·사진·디자인 등 8개 분야 예술강사 4,900여 명
이 전국 8,200여 개 초·중·고등학교에서 문화예술

실 속 예술강사가 겪는 어려움은 한둘이 아니다. 예술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이 지금까지 공교육

있는 형편이다.

수 배분, 부족한 기자재, 예술교육에 부적절한 공간, 외

강사 다수는 외딴 섬처럼 홀로 예술교육을 수행하고

현장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예술교육의 본질에 접
근하기 위해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어떠한지 곰
곰이 따져볼 시점이 되었다.

변화하고 협력하고 연계하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술강사와 학교 교
사의 협력적 관계가 필수적이다. 양자가 서로의 전문

교실 속 예술인들

영역을 바탕으로 교류의 폭을 넓힘으로써 상대방의 역

지난 10년 동안 이 사업이 학교 예술교육 풍토를 크게

할에 대해 이해를 높일 때 밀도 높은 예술교육이 가능

개선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유명무실한 학교 예술교

할 것이다. 예술교육은 지도교사의 예술적, 교육적 전

육에 한 줄기 숨통을 불어넣었다는 점에서는 평가될 만

문성을 모두 필요로 한다. 현직 교사들의 예술교육 역

하다. 학교에 각 분야의 전문 예술인들이 투입됨으로

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술강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써 최소한의 예술교육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교

예술강사 역시 교육 일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 속 예술강사들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전문적인 예

서 현직 교사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하나의

술영역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갖게 되고 현직 교사들은

대안으로서 예술강사와 현직 교사들이 함께하는 예술

예술의 교육적 의미에 대하여 인식을 환기할 수 있었

교육 동아리 활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분야별로 동아

다. 예술강사 자신도 본인의 전공 분야가 지닌 교육적

리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연수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성

가능성을 모색하고 창작활동의 경제적 토대를 다지게

원 상호 간에 수업 혁신과 예술 분야의 숙련도를 높일

되었다. 그동안 예술강사들이 척박한 환경에서 고군분

수 있을 것이다.

투하며 일군 성과들은 또렷하게 시야에 들어오거나 수
치상으로 확인되기보다는 학교교육 전반에 넓고 깊게

또한, 학생 수 감소 추세에 따라 늘고 있는 교내 유휴

흡수되어 학교와 교실을 더욱 풍요로운 공간으로 만드

공간을 예술교육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자. 문화

는 데 이바지했다고 본다.

예술 인프라가 갖춰진 환경에서 예술교육을 진행하고
발표할 수 있다면 그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필자가 근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려면 해

무하는 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이 매일 드나드는 중앙 현

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각 급 학교에서 공짜로 수

관을 리모델링하여 ‘신남갤러리’를 설치했다. 잘 보지도

업을 지원받는다는 차원에서 예술강사 신청이 이루어

않는 갖가지 학교 홍보물을 걷어낸 공간에 조성된 갤러

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보니 이 사업에 대하여 학교 구

리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미술인들의 작

성원들의 이해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게다가 학교 교

품 전시회가 연중 계속되고 있다. 갤러리 외에도 빈 교

육과정에 맞추느라 일정하지 않은 수업 시간, 다양한

실에 음악이나 연극을 공연할 수 있는 소극장을 만들어

98

2015 arte 365

학교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한 ‘신남갤러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한다든지, 스튜디오를 꾸
미고 영상, 음향 관련 기자재를 갖춘다든지 하는 일은
마음먹기에 따라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편, 지역사회와 연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도 생각해
봄직하다. 이는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학생들이 자신의 실제 생활과 예술이 긴
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하자는 것이다. 학생
들이 단지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
고 지역사회와 관련한 예술 활동을 기획하고 통합적인
활동을 통해 작품을 완성하는 경험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 예술강사들의 처우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제한된

기진호
화가로서 지금까지 15차례의 개인 작품전을 열었고, 24년 째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예술강사 및 교원 연수의 강사로 활동해왔다. 저서로
『기진호의 만화로 생각하기』가 있다.
http://artkee.com
artkee@hanmail.net

시수로 인해 예술강사들이 이 학교 저 학교로 옮겨 다
니면서 단발적인 프로그램 위주로 예술교육을 진행하
는 현실에서는 이 사업의 본래 취지가 살아나기 어렵
다. 보다 안정적인 예술교육을 위하여 환경은 물론 정

사진제공
서울신남초등학교

책, 제도 등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예술강사 지
원사업이 학교 현장에 바르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아
직 갈 길이 멀다.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8월 25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PART 3
칼럼

99

경계를 넘는
통섭과 융합을 실천하다
2015 아티언스 캠프를 마치며
김민수
시민참여연구센터 운영위원장
《2014 아티언스 대전》 전시 중
작품 <누군가의 시계, 누군가의 창문>과 김희원 작가

사람의 내면에서는 매번 다양한 이율배반들이 대립한다.

디언스(Audience)의 의미를 결합한 아티언스는 과학
과 예술, 전문가와 일반인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것을

이성-감성, 주체성-관계성, 현실성-초월성…. 어느 것이

목표로 한다. 다양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법칙적으로 반

든 한 쪽 특성만 가져서는 온전한 사람일 수 없다. 시시

복되는 원리를 추구하는 과학과, 동일한 조건에서도 서

때때로 바뀌는 이들의 조합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

로 다른 표현을 추구하는 예술. 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전문성의 이데올로기를 넘어

서로 극단적 차이를 가지면서도, 또한 어떤 면에서는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는 특정한 경험과 역량을 갖추도

많은 점들이 닮았다. 상상력에 기반한 본질에 대한 탐

록 훈련된 이들을 ‘전문가’라 부르며 존중해 왔다. 그리

색과 사유, 창의성에 기반한 끝없는 시도와 도전이 그

고 이들의 역할에 힘입어 현대사회는 빠른 발전을 거듭

러하다. 위대한 과학적 발견의 이면에는 합리성의 한계

해 왔다. 하지만 전문성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계들이

를 넘어서는 직관이 존재했고, 위대한 예술작품의 이면

분명히 존재한다. 근래 들어 통섭과 융합의 가치가 새

에는 세상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다. 20세기

롭게 부각되는 이유다. 최근에는 인문학의 중요성 또한

초의 사상-과학-예술의 상호발전이 그러했듯, 과학과

강조되는 추세이다.

예술은 서로에게 영감을 줌으로써 세상을 더욱 풍요롭
게 변화시켜 왔다. 아티언스 프로젝트를 통한 과학자와

“모든 전문직은 일반인에 반하는 음모다.” 독설과 비

예술가의 만남과 협업 또한 서로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평으로 유명했던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의 말이다. 적절한 교양수준과 합리적 판단력을

경험을 통해 과학예술뿐 아니라 과학과 예술 각각의 영

갖춘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배타적 전문성이란 것

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역에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성과들을 촉

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이다.
한편, 과학과 예술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향한다. 순수
여타의 동물들과 구분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들 중 하

주의 경향성이 간혹 드러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

나가 바로 문화의 축적과 전수이다. 정치·경제·과학

리는 활용을, 표현은 감상을 전제로 한다. 여기에 사용

등을 따로 구분해 내기도 하지만, 사실 이들도 인류사

자 혹은 관람객, 즉 수용자의 주체성과 만나는 접점이

에 걸쳐 쌓아온 문화의 각 부분들이다. 그리고 이런 문

드러난다. 아티언스 작품, 즉 과학예술이 염두에 두는

화의 각 요소들은 인류 전체는 물론 개개인의 내면에도

수용자는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 주체로서의 관람객뿐

각자의 방식으로 자리 잡는다. 정치가 정치인들만의 전

만이 아니다. 과학예술을 수용하고 향유하는 데 머무르

유물일 수 없듯, 과학과 예술도 각각의 전문가들에게만

지 않고, 그 경험에 기반을 두어 과학문화를 확산시키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 속에서 긴밀하게 서

는 역할로 나아가는 새로운 주체가 그 안에서 형성될

로 얽혀든다.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과 예술의 만남, 사람을 향하다

융합의 경험을 쌓고 이어가면서

대전에서 개최되는 아티언스(ARTIENCE) 행사가 올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시민참여연구센터는 올해 아티

해로 5회를 맞는다. 아트(Art), 사이언스(Science), 오

언스 프로젝트 중 ‘아티언스 캠프’를 진행하였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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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아티언스 캠프’

고등학생들이 과학자 및 예술가들과 함께 과학예술 작

아티언스 프로젝트 결과물들과 함께 9월 17일부터 10

품 제작에 참여하는 청소년 과학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다. ‘탄소’라는 아티언스 프로젝트의 전체 주제 아래 아

월 3일까지 대전 시내 옛 충남도청 청사에서 전시될 예
정이다. 개막행사는 첫날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된다.

티언스 캠프에 제시된 주제는 ‘순환, 재생’이었다. 막연

참고로 옛 충남도청 청사는 대전지역의 대표적 근대문

하게 여겨질 수 있는 주제를 대신해서 제시된 캠프 세

화유산으로 등록문화제 제1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영

부주제는 ‘유기체가 누는 보석, 똥’. 더럽고 우스꽝스러

화와 드라마 제작 장소로 활용되기도 한다.

운 이미지이면서도 친근감이 가는 똥을 매개로 세부 프
로그램들이 운영되었다. 똥에 직접 관련된 내용뿐 아니
라 생명·물질·에너지·자원의 순환, 물질의 탄생까
지 연결되는 강의를 통해 청소년들의 상상력을 자극한
후 과학자, 예술가 멘토들과 함께 토론을 거쳐 주제와
내용을 발굴하고 과학예술 작품을 만들어가는 12강 일
정이었다. 멘토와 청소년들의 협업과정 결과는 미술·
설치예술·음악·뮤지컬 작품으로 제작되었다.
올해 아티언스 캠프의 목표에는 청소년 체험을 넘어서
는 또 다른 측면도 고려되었다. 참여 멘토들을 모두 대
전 및 인근지역에서 선발하여 멘토들의 과학예술 융합

김민수
물리학 박사 학위 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빛의 특성을 이용한 정보통신 소자를 연구하고 있다.
시민참여연구센터 운영위원장으로서 과학기술의 공공적 활용과
과학기술 및 과학문화 영역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 과학과
예술의 융합을 위한 교류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www.facebook.com/leinad.kms
leinad.kim@gmail.com

경험이 축적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자 한 것이다.
물론 한해의 시도만으로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매년 이
어질 행사를 통해 더욱 탄탄한 과학문화 기반이 형성되

사진제공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시민참여연구센터

어 갈 것을 기대한다.
끝으로 간략한 일정 소개를 덧붙이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아티언스 캠프를 통해 제작된 결과물은 여타의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9월 22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PART 3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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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사회적 성장을
이끄는 예술
문화예술치유, 힐링을 넘어서
정여주
정여주미술치료연구소 소장

‘예술이 마음을 치유한다.’

심리적 문제들을 극복하기도 하지만, 이를 들여다보지

음악, 시, 그림 혹은 공연 등을 감상하면서 그것이 바로

않고 미루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함으로써 문제가 없다

자신의 이야기이며 그로부터 공감과 위로를 받은 경험

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심리적 갈등과

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에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일

문제들은 여전히 자기 내면에서 점점 웃자라 뜻밖의 상

것이다. 또는 힘든 시기에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황에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따돌림, 폭력, 분

자신이 치유된 사례를 우리는 많이 접한다. 예를 들어

노 폭발, 트라우마 등으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

예술가 니키 드 생팔(프랑스 조각가, 1930~2002)은
어릴 때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로 오랫동안 정신적 고

들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지 않는가?

통을 받았지만, 그림에 자신의 고통을 처절하게 표현하

최근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이들을 위하여 예술

면서 치유되어 가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오늘

을 통한 치유적 접근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날 힐링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심리적 키워드이며 가히

예술치유는 모든 인간에게 존재하는 예술성을 근거로

붐(boom)이라고 할만하다. ‘힐링 붐’ 현상은 누구나 마
음속에 힐링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다. 얼마 전까

한다. 요셉 보이스(독일태생 미국 화가, 1921~1986)
는 ‘모든 인간은 예술가’이며 ‘자신과 자신의 환경을 창

지만 해도 유행처럼 번진 웰빙에서 심리적, 정신적 웰

조하는 존재’라고 한다. 그는 ‘예술은 바로 치료’라고 하

빙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힐링, 치유가 사회적 이슈로

면서 예술과 치료의 상관관계와 예술의 치유성이 갖는

연결된 것은 당연한 과정이 아닐까?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 우리 사회
도 ‘인간을 위한 예술’로서의 예술의 치유적 역할에 대

과거 어떤 때보다 ‘풍족하게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왜

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이슈화하고 있다. 예술의

‘힐링’이 중요한 이슈며 일상 언어가 되었는가? 힐링 붐

치유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켜야한다는 점에

은 개인이나 사회, 모두가 상처를 받고 삶의 균형이 흔

서 볼 때, 이런 시도는 예술 개념과 예술역할의 확장을

들려 이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위한 인식전환이라고 본다.

다. 이런 흐름으로 우리는 누구나 상처 받을 수 있고 고
통을 겪으며 그것을 회피하거나 감출 것이 아니라는 의

힐링이 사회의 키워드가 되는 현상에서 예술을 통한 치

식이 높아졌다. 심리적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방법

유는 인간에 내재한 창의성, 감성, 정서를 표현하는 경

을 찾고 그것을 드러내놓을 수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험을 제공할 것이다. 예술의 창의성, 감각활동, 자발성,

현상이다.

정서 표현, 카타르시스 체험, 현재화 능력 등은 예술을
표현하는 사람에게 스트레스 해소, 삶의 의미 발견뿐만

성취능력, 학벌, 스펙 등의 개발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아니라 이웃과 사회공동체에 대한 민감성도 높여준다.

공감능력, 감동, 정서 등은 부차적이거나 불필요한 것

예술을 통한 자기표현, 자기경험, 감상과 의사소통 경험

으로 여겨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세태에 적응

은 우리를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치

하기 위해 현실보다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쉬지

유력을 지닌다. 예술을 통한 치유의 중심 요인은 예술

않고 달리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에 동반되는 불

기법을 배우거나 작품의 완성이 목표가 아닌, 예술과정

안, 열등감, 좌절감, 무기력, 우울, 공격성, 피해의식 등

을 통한 치유적 체험이다. 여기에는 감각활동, 과정의

은 세대 구별 없이 겪는 심리적 문제들이다. 사람들은

즐거움, 정서적 해방감인 카타르시스, 내적 현실을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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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을 대상으로 한 만다라 미술치료 워크숍

적으로 표현하기, 작품 감상과 집단원 및 치료사와의 만
남과 대화, 의사소통 등이 치유적 역할을 한다.
최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학교폭력, 재난사
고 등 심리적 상처를 가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특화
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예
술치유는 예술을 주로 다루어 치유영역이 부족하다거
나 예술을 치유의 수단으로만 사용한다는 비판도 있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2015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
원사업은 예술과 치유를 함께 품는 방안을 시도하는,
비판보다 개발과 확장을 위한 결단이라고 본다. 예술치
유에는 예술의 치유성에 근거한 심리적, 예술적, 병리
적 지식과 치유적 동행 등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예술
치유의 대상은 특정 집단만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도 다양한 대상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
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는 사회의 관심, 정부부처 간

정여주
독일 쾰른대학 치료교육대학에서 석, 박사 취득 후 한국에서
대학 미술치료 전공 교수를 거쳐 현재는 미술치료연구소에서
심리상담, 개인미술치료와 미술치료 관련 교육, 워크숍, 강연
등으로 미술치료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미술치료 저서로
『미술치료 이해』 『만다라 미술치료 이론과 실제』 『노인미술치료』
『만다라 그리기 시리즈』 등이 있다. 역서로는 『정신분석적
미술치료』 『치유로서의 그림』 『융의 분석심리학에 기초한
미술치료』 『색의 신비』 『그림 속의 나』 등이 있으며, 미술치료
관련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www.jbaum.kr
jbaum@jbaum.kr

협력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5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힐링 붐 이면에 있는 치유에
대한 갈망을 우리 안에 내재된 예술성과 예술의 치유력
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믿는다.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10월 27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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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속 비틀즈와
조용필을 살려라
중년의 예술 감성을 회복해야하는 이유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 문화예술 명예교사

지금의 젊은 세대는 상당수가 청소년기에 케이팝
(K-POP)으로 표현되는 아이돌 댄스 음악을 접하다
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인디 음악을 찾아듣는 수순
을 보인다. 기본적으로 음악의 범위가 넓지 않다. 이에
반해 그들의 부모세대인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1955
년-1964년 출생자)는 애호가든 문외한이든, 청년기에

‘천국으로 가는 계단(Stairway to heaven)’을 동시에
안다는 것은 경이롭다.
미8군을 통해 서구음악이 무차별로 유입된 결과일 테
지만 이렇듯 놀라운 정도로 장르의 팔레트가 형성된 나
라는 전 세계에서 일본과 한국 정도라고 한다. 이 점에

상상 이상으로 다양한 음악들 속에서 살았다. 우선 그

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장르 다양성’의 정점을 찍

들은 대중문화예술이 지금처럼 폭넓은 환경이 아니었

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아이돌 댄스와 인디

기 때문에 대부분 라디오와 TV를 통해 음악을 듣는 게

에 국한된 젊은이들과는 달라도 한참이 다르다. 어른들

전부였다. 그래서 자연스레 음악만은 상당한 청취력을

이 젊은이들의 음악을 두고 ‘그게 그것’이라고 약간은

지닌 세대 특성을 드러낸다.

무시하는 데는 이런 저간의 사정이 있다. 그런데 문제
는 이런 광대한 장르의 음악이 가슴 속에 내재, 저장된

남진, 나훈아, 패티김, 최희준을 통해 트로트, 스탠더

중년들이 굴곡진 세파에 시달리면서 예술 감성이 퇴색

드 발라드 음악을 아는 것은 당연했고 중고교 시절에
는 김민기, 송창식, 양희은, 김정호, 이장희의 포크 음

했다는 점에 있다. 어마어마하게 음악을 접했지만 20
대 이후 생활전선으로 나오면서 그 음악들과 인연을 이

악을 끼고 살았다. 그러면서도 영미의 팝송에도 밝았

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만만치 않

다. 엘비스 프레슬리, 비틀스, 롤링스톤스 등등 서구 팝

은 문화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임방울의 명창과 핑크

스타에 열광한 그들을 역사는 가요 아닌 ‘팝 세대’로

플로이드의 프로그레시브 록을, 배호와 김광석을, 비틀

규정한다. 딥퍼플, 레드제플린과 같은 강렬한 헤비메

스와 조용필을 동시에 아는 문화적 풍성함이 전혀 빛을

탈 팬들도 많았다. 놀라움은 여기부터다. 영미 팝만이

발하지 못하고 있고 후대로 계승되지도 못했다.

아니라 프랑스의 샹송, 이탈리아의 나폴리 민요와 칸
초네, 포르투갈의 파두, 그리고 라틴 음악을 방송하는

우리나라 중년의 그 넓고 깊은 음악 감성을 회복하게 되

프로들이 있어서 이쪽의 음악들도 팝송만큼이나 정서

면 다양성 부재에 시달리는 현재 대중음악이 갖가지 스

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지금의 중년은 에디트 피아

타일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

프의 ‘장밋빛 인생(La vie en rose)’, 자크 브렐의 ‘떠나
지 마세요(Ne me quitte pas)’, 나나 무스쿠리의 ‘사랑

인다. ‘중년 문화의 부활’을 꾀하는 여러 형태의 프로그

의 기쁨(Plasir d’amour)’ 그리고 ‘오 나의 태양(O sole

문화예술 명예교사 ‘추억이 울리는 음악다방’ 프로그램

mio)’, ‘돌아오라 소렌토로(Torna a surriento)’, 아말리
아 로드리게스의 ‘검은 돛배(Barco negro)’와 같은 노

을 하면서 놀라웠던 사실은 여기 참여한 중년들이 엘피

래에 익숙하다. 이용복의 ‘마음은 집시’, 박인희의 ‘방랑

비지스의 로빈 깁이 부른 ‘세이브드 바이 더 벨(saved

자’와 같은 곡은 모두 칸초네를 번안한 노래들이다. 그
렇다고 임방울 명창의 판소리, 이은관의 배뱅이굿, 설

by the bell)’이었든,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즐거워했다
는 것이다. 그 다채로운 예술 감성이 깊이 숨어있을 뿐

과 추석이면 어김없이 출연한 판소리꾼 조상현의 소

이지 죽지는 않았다는 것을 절감했다. 1956년생인 한

리를 모르지 않는다. 조상현의 판소리와 레드제플린의

참여자는 스스로도 놀랐는지 작은 목소리로 “내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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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최한

(LP)로 듣는 저 옛날의 음악에, 송창식의 ‘밤눈’이었든

살아있네!”를 연발했다. 서둘러 이 보석과도 같은 기성

안 통합니다!” 앞서 길게 상기했듯 실은 전혀 그렇지 않

세대의 음악 감수성을 끄집어내야 한다. 단순히 추억과

다. 예술 감성을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거나 아니면

향수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젊은이들의 문화에 기를 펴

그것을 표류, 방치하고 있어서이지 실제로 우리의 중년

지 못하는 그들이 문화적 주체로 나서서 다시금 적극적

은 문화 감성의 강자들이다. 이제는 그것을 스스로 일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깨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음악을, 저 옛날의 레전드들
을 말하고 노래하는 아버지를 아들은 자랑스러워 할 것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삶의 질

이다. 세대의 접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중년은 예술

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행복감을 증진시

적으로 깨어나야 한다.

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음악평론을 하면서 40대 중반까
지는 자녀들에게 용돈을 제대로 주지 못할 만큼 경제적
으로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단 한 번도 불행하다는 생각
을 가지지 않았던 것은 음악을 늘 곁에 두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중년이고 베이비붐 세대의 한복판
에 위치한 나이다. 조금 우스꽝스럽다고 할 고백이지만
술자리를 마치고 취해서 방에 들어와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엘피(LP) 앨범들을 보면 가끔 울컥할 때
가 있다.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그 음반들이 고맙고 황
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음반진열
대에 감사의 큰 절을 올린다. 아마 남이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다른 하나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원활해지리라는 것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 문화예술 명예교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경향신문사, 내외경제신문사에서
기자 생활을 했다. 1991년부터 음악평론가로 활동을 시작해
현재 ‘배철수 음악캠프’(MBC라디오), ‘조영남 최유라의
라디오시대’(MBC라디오) 등 8개 프로그램에 고정출연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제5회 다산대상 문화예술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음악 웹진
[이즘](www.izm.co.kr) 운영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팝, 경제를
노래하다』(2014) 『가수를 말하다』(2012) 등이 있다.
jjinmoo@izm.co.kr

이다. 자신들을 대중문화세대라고 여기는 지금의 젊음
은 음악을 전혀 모르는(혹은 모르는 것 같은) 부모 특히
아버지들에게 답답함을 호소한다. “아버지와 이야기가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11월 3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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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닿는 국악
미래의 전통을 만드는 예술교육
송혜진
숙명여대 전통문화예술대학원 교수, 문화예술 명예교사

변화하고 협력하고 연계하기

야금을 포함한 ‘국악’이 오늘날 일상에서 멀어진 탓에

‘어쩌다’ 국악을 전공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

해설을 곁들인 가야금 연주회가 어떤 분들에게는 국악

는다. ‘글쎄~’ 내가 생각해도 의아할 때가 많다. 대학교

과의 첫 만남 일수도 있고, 어쩌면 평생에 단 한번 뿐일

국악과에 입학하고 나서야 국악 전문 중등학교 과정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관객들을 만날 때마

있는 줄 알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동창들이 국립국악

나 이런 국악과의 ‘첫 만남’이 ‘단 한번’으로 끝나지 않

원이나 관현악단에 취직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게 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도 갖게 되었고, 자연

‘국악 하는 사람으로서의 현실’을 눈치 챈 그야말로 ‘국

히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궁리가 많다.

악 문외’의 사람인 내가 정말 ‘어쩌다’ 국악을 하게 된
것일까.
누구에게나, 손닿는 곳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눈 돌리면 보이는 곳에
우연한 ‘첫 만남’이 이끈 인연

‘국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공연이든, 음악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내가 처음 만난 국악은 ‘쑥대머리’

수업이든, 악기박물관이든, 국악을 소개하는 책이든, 국

였다. 중학교 3학년 때 우연히 친구들과 문화원 같은
델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누군가 ‘쑥대머리 귀신형용

악을 담아낸 앱(App) 프로그램이든 손을 뻗으면 만만

~’ 이런 노래를 가르쳐주었다. 뭐가 뭔지 분별할 겨를

래서 누구나 그것이 국악인지 뭔지 모르고 만나도 다

없이 단 한 번의 수업으로 끝난 짧은 만남이었다. 그 후

른 곳에서 다른 형태의 국악을 만났을 때 ‘내가 아는 것

진학한 고등학교 음악 연습실 한쪽에서 가야금을 보았

같은데~’라고 인식하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지속

다. 어쩐지 눈길이 쏠렸다. 그러던 차에 마침 새로 부임

적으로 국악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현대 한

해 온 음악선생님이 의욕적으로 가야금 반을 만들겠다

국인의 생활에서 멀어진 국악에 ‘일상성’을 불어넣자면

며 ‘국악 해 본 사람’을 모집하셨다. 당시 합창반 활동을

더 많은 ‘국악’이 곳곳에 스며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고 있던 나는 손을 번쩍 들었다. 뭘 해 봤냐고 물으시

언제 어디서 스치듯 경험한 국악이 반드시 ‘미래의 국

길래 ‘쑥대머리를 해봤다’고 당당히 대답했다. 이렇게

악’으로 꽃피어나기를 바래서만은 아니다. 국악의 전통

‘쑥대머리’가 빌미가 되어 우연히 시작된 가야금은 곧

에는 한국인의 음악정서가 응축되어 있다. 수천 년 동

‘내 전공 악기’가 되어 나를 국악의 길로 이끌었다. 비

안 한국인들의 희로애락을 담아온 음악 전통의 경험

록 실기 능력이 뒤쳐져 대학을 졸업한 후 연주자의 길

은 우리의 말과 글, 정신과 역사를 체험하는 것과 같다

을 포기하고 국악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되었

고 여긴다. 그래서 ‘국악’을 여러 예술장르의 하나로 한

고 지금은 연주단의 예술감독을 겸하며 학계와 공연계

정하여 인식하거나, 서양음악, 혹은 대중음악의 상대적

를 오고가고 있지만, 한국인의 오랜 음악문화의 전통을

개념으로만 받아들여질 때 많은 한계를 느낀다. 독립적

미래에 실어 나르는 나의 ‘국악’을 소중히 여기며 더 많

인 한 예술 장르인 동시에 한국인의 예술 저변으로 자

은 이들에게 알리려 노력하는 중이다.

리 잡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문화예

하게 손에 잡히는 국악이 도처에 널려있어야 한다. 그

술교육 대상으로서의 ‘국악’은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
수년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명예교사’로서

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프로그램들이 설계되어 다양

숙명가야금연주단과 함께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다. 가

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모든 문화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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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교육의 기초 공통과목으로 채택되었으면 하는 생각
도 해본다. 그래서 국악기를 연주할 줄 아는 발레리나
도 나오고, 민요를 부를 줄 아는 재즈 뮤지션도 나오고,
전문 직종을 가진 아마추어 국악동호인 모임들도 활성
화 되었으면 좋겠다.
지난 늦여름, 뉴욕에서 온 이스라엘 출신 재즈 음악가
의 공연을 보며 ‘우리 음악가들도 저랬으면 좋겠다’고
느낀 적이 있다. 재즈 공연 중간 중간 이스라엘 전통 민
요를 정말 ‘전통스럽게’ 불렀다. 청중들이 민요에 호응
하자 급기야 후렴구를 따라하게 하더니 본인은 앞소리
를 멋지게 메기며 언제 ‘재즈’를 불렀나 싶게 완전히 다
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재즈는 뉴요커처럼,
민요는 이스라엘 전문 음악가처럼, 마치 이중언어 하듯
이 자연스러웠다. 그 음악가가 성장기에 경험한 예술교
육에 대해 들어보니, 예상했던 대로 민요는 누구나 배
우는 공통 교육의 성과였다. 미래의 전통을 만드는 예

송혜진
서울대 음악대학 국악과 및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 및 박사. 현 숙명여대 전통문화예술대학원 교수이자
숙명가야금연주단 예술감독. 학계 및 공연계에서 우리 음악이
오늘과 미래의 삶에 의미 있는 유산으로 숨 쉴 수 있는 데
관심을 두고 국악의 외연을 넓히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dalsure@hanmail.net

술교육은 이런 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뭐가
뭔지 모르고’ 국악을 시작해 40여년 남짓 국악을 열심
히 공부하고, 국악을 세상에 퍼 나르는데 힘쓰고 있는
나의 요즘 생각이다.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12월 15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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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다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문화예술교육 현장에는 자신만의 교육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열정을 불태우며 활발하게
활동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힘,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삶의 모습을
인터뷰어의 시각에 담았습니다.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다양한 생각과 시선,
움직임이 일곱 빛깔 무지개처럼 고스란히
드러나길 바라며,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예측하고 변화하는 국악수업
거창하지 않아도 묵직한 솔직 담백
변화의 시기에도 방향을 잃지
꿈과 음악을 조립하는 지휘자
세대를 넘는 음악의 다리가 놓일 때
수업 끝 음악 시작
표현하고 토론하고 타협하는 힘
지금은 재밌고 미래엔 유익한 수업
예술반찬으로 행복밥상을 차립니다
사소하지만 묵묵하고, 무뚝뚝하지만 꾸준하게
변화와 성장을 이끄는 연극교육
마음을 매만지는 소박한 손끝
온 몸으로 귀 기울이는 엄마의 마음
내 몸을 알아가는 무용수업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성장만화 캐릭터
느린 것도 다른 것도 다 소중하다
솔직한 표현에 정답은 없다
재미있게 실패하고 함께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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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고 변화하는
국악수업
서울 영풍초등학교 박지영 예술강사
설동준, 김현채
정가악회

국악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는가?

시간에 배워둔 민요를 부르며 박지영 강사의 안내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경계를 떠나 우리 모두에게 가

에 따라 전통놀이 ‘고사리 꺾자’를 직접 체험했다.

치 있는 예술로 기능하고 있는가? 예술이 평범한 사

놀이의 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한 후에는 모두가

람들의 삶에 어떠한 풍요를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운동장으로 나섰다.

과연 예술인은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
봄 햇살이 선선한 바람과 함께 기분 좋게 어우러지
이러한 질문들 앞에 어딘지 모르게 당당하기 힘든

는 정오시간. 열두 살 아이들은 신나게 민요를 부

전통예술인의 자화상을 마주하며, 그 해답의 실마

르며 ‘고사리 꺾자’ 놀이를 한바탕 벌였다. 노랫소

리를 얻고자 서울 영풍초등학교에서 국악수업을

리에 저절로 발 박자가 맞아지고 부끄러워 잡지 못

하고 있는 박지영 예술강사를 찾았다. 그저 평범한

했던 친구 손도 얼떨결에 잡고 빙그르르 돈다. 놀

동네의 평범한 아이들에게 국악으로 예술의 가치

이에 빠져 다 외운 노래도 잠시 잊고 있노라면 옆

와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

친구들 노랫소리가 또 리듬을 이어간다.

고 직접 확인하러 나선 것이다.
방과 후 자유시간도 아니고, 사극드라마 속 한 장
교무실에서 만난 그녀는 잠시 후 수업을 할 곳이라

면은 더더욱 아니다. ‘지금’, ‘서울’의 평범한 한 학

며 우리를 운동장으로 안내했다. ‘음악수업인데 운

교의 음악시간 풍경이다.

동장이라니?’ 갸우뚱하고 있는데, 그녀는 햇볕이
드는 운동장 모래바닥이 좋을지 시원한 그늘 아래

예술이 인간에게 자유와 기쁨을 준다는 말은 들어

포장바닥이 좋을지를 고민하고는 교실로 향한다.

본 듯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실현되는 모습을 본 적

곧이어 국악으로 연주되는 수업종이 울리고 5학
년 아이들이 들어온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시작부

은 별로 없다. 더군다나 보통의 아이들이 우리음악

터 범상치가 않다. 반장의 차렷 구호 대신에 구성

모습은 처음 보았다. 막연히 그리던 꿈속에서나 있

진 장구 장단이 교실에 울려 퍼진다. 이내 육자배

었을까……. 박지영 예술강사가 특별히 국악에 대

기 선율로 박지영 예술강사가 인사노래를 건네자

해 편견 없는 좋은(?) 아이들을 만난 것은 아니다.

을 통해 재미를 느끼고, 활력을 찾고, 행복해 하는

아이들이 받는 소리로 인사를 마무리한다. 10초도
안 되는 짤막한 순간, 일상 속에 민요 한 구절이 들

“아이들이 저에게 올 때도 이미 ‘국악은 재미없는

어왔다. 기분이 이상하다. ‘너무도 쉽고 간결하다.’

거, 어려운 거, 할머니할아버지 음악’이라는 선입
견을 가지고 와요. 그러다가 수업을 받고 난 후에
는 ‘재밌는 거, 꼭 지켜야 되는 거’ 그렇게 대답을

편견을 깨는 간결함

하죠. 첫 시간에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국악을 어
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요. 왜냐하면 처음에 자신

이어지는 수업도 한마디로 그랬다. 너무 쉬웠다. 특

이 어떤 생각을 가졌었는지 구체화시켜야 마지막

별할 것이 없다고 여겨질 만큼 간결했다. 많은 말

에 내가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이 필요치 않았고 책은 더욱 필요가 없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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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을 통해 비포(before)와 애프터(after)의 확실
한 차이를 만드는 것, 예술의 힘을 보여주는 것은 멋진

장면은 그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준 시간이었다.

일이다. 하지만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

수업이 잘 되었는지 아니었는지 어떻게 판단할까?

‘열정’, ‘아우라’와 같은 강렬함을 기대하며 지켜본 그녀의
수업은 예상과 달리 내내 침착하고 안정되어 있었다.

“(제 수업이 끝나고) 뭘 배웠냐고 물어봤는데, ‘노
래 부르고 장구 쳤어요.’라고 대답하면 그 수업은
실패한 수업이고, 아이들이 ‘세마치장단을 노래에

신뢰를 쌓고 목표를 향하는 수업

어울리게 쳤어요.’라고 이야기 하면 그 수업은 성
공한 수업이라 할 수 있어요.”

“매 시간 짜인 수업구조에 아이들이 익숙해지도록
해야 해요. 수업의 진행을 예측하게 하는 거죠. 반

사실 예술을 비롯해서 예술 수업에 대한 평가를 한

전이 일어나면 재미는 있어요. 갑자기 ‘오늘 날이

다는 것은 무척 불편한 일이고, 갑론을박이 많은

너무 좋은데 밖에 한 번 나가볼까?’하면 굉장히 재

일이다. 하지만 ‘미적 체험’을 목표로 하는 예술 수

밌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 수업에는 일관성이

업 역시 ‘교육’의 큰 터 위에 서 있는 것이기에 평가

없고, 아이들과의 신뢰관계를 쌓기에는 부족한 수

가 무의미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업이에요. 오늘 뭘 할 건지 처음에 설명해주고, 끝
나고 나서는 뭘 했는지 다시 정리해주고, 다음 시

“이것이 예술강사가 알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인데,

간에는 뭘 할 건지 늘 예고해요.”

많이들 그걸 놓치죠.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어떤 목
표를 가지고 수업을 해야 하고, 그 목표를 이루었

예술과 놀이의 차이를 찾는다면 롤러코스터와 기

는가, 이루지 못하였는가, 내가 수업을 잘 했는가,

차의 차이로 비유할 수 있다. 롤러코스터는 출발한

그러지 못했는가, 그것을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중

그 자리로 돌아오고, 기차는 다른 곳으로 데려다

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놓는다. 놀이 역시 즐겁지만 끝난 후에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다. 하지만 예술은 사람을 다른 어떤
곳으로 안내한다. 박지영 예술강사의 대답과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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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가도 민요만 부르는 아이들

아니냐 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술강사예요.”

교육적 구조와 예술의 힘의 조화를 오랜 시간 고
민하고 다듬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녀의 수

국악이라는 밭을 일구는 일에는 농부가 필요하다. 그

업은 화산처럼 끓어오르기보다는 이미 안정을 찾

농부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싱싱한 작물을 키워낼

아 꾸준히 열을 내뿜는 온천과 비슷했다. 아이들

수 있다. 이 밭을 어떻게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

은 그 안에서 시나브로 편안함을 느끼고, 음악에

민하며 사는 와중에 오늘 노련하고, 침착한 선배 농

젖어들었다. 우리음악을 알아야 한다거나 좋다고

부 한 명을 만났다. 훌륭한 예술강사로 살아가고 있

말하지 않아도 이미 각자의 삶에 친숙한 무엇, 좋

는 그녀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하는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국악은 그냥 수많은 음악 중에 하나예요. 우리
(전공자)에게 국악은 뭔가 특별하고 다른 것이
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음악의 종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선입견이 없어지죠. 재작년
에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는데, 차에서 민요만
불렀대요. 만약에 국악이 어려운 것, 옛날 것이
라는 생각을 했더라면 아이들은 대중음악만 불
렀겠죠. 하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똑같은 음악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게
생활화예요. 국악은 더 소중하고 더 지켜야 되
고 다른 음악보다 우수하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
니고, 어떤 음악이든 다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우리 것도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박지영
대학에서 전통피리를 전공하고 10년여의 시간동안 예술교육
현장경력을 쌓아왔다. 더 나은 예술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대학원에서 음악치료를 배웠고, 가르침과 배움의 목마름이
가시지 않아 다시금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배우고 있다.
음악치료사, 음악중재전문가, 교과서 필진 등의 많은 타이틀이
있지만, 무엇보다 예술강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힘차게 살고 있다.

아이들이 알거든요.”
박지영 예술강사의 수업은 꽤 큰 여운을 남겼
다. 국악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대
중화’라는 말을 버거운 숙제처럼 느낀다. 그것
의 답을 찾기 위해 공연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고군분투해왔다. 그런데 그 해답의 실마리를 그
녀의 수업에서 본 것이다. 부러움을 떠나 고마
움이 느껴졌다.
문화예술이라는 커다란 생태계에 어떻게 꽃만
있거나, 나무만 있을 수 있을까? 미생물도 있고,
이름 모를 풀도 있고, 곤충도 있고, 바람도, 비도
있어야 숲이 되는 것이다. 무대 위에서 꽃이 되

설동준, 김현채
설동준은 대학에서 탈춤 추고, 풍물 하던 것이 인연이 되어
전공과 거리가 먼 예술업에 발을 들여놓았다. 문화예술 늦깎이
기획자로 시작해, 지금은 단체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챙기는
일을 하고 있다. 김현채는 가야금을 전공하고, 실내악단 사계의
객원활동을 거쳐, 정가악회의 단원으로, 지금은 정가악회의
예술교육팀장으로 땀 흘리고 있다. 국악의 밭을 건강하게 하는
건실한 농부 중 한 명이다.
jgah@jgah.co.kr

는 것만 예술가라 생각하고 배우는 지금의 현실
에서 ‘예술강사’라는 업(業)에 대한 박지영 예술
강사의 마음가짐이 새삼 빛이 난다.
“어렸을 때 예술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가장 큰 차이는 아름다움을 배우며 성장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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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4월 21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묵직한 솔직 담백
부산 전포지역아동센터 강현주 예술강사
장현정
호밀밭출판사 대표

봄비 내리던 월요일 오후, 전포동 주택가 골목길은 차분했

고 시작하게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예

다. 모처럼 맛보는 고즈넉한 분위기가 좋아 심호흡도 해보

술강사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지도 못했죠. ‘결’은

며 한동안 서 있다가 시간이 되어 허름한 건물 2층에 위치

사회적기업으로 출발해 주부를 비롯한 다양한 분

한 전포지역아동센터로 발걸음을 옮겼다. 순식간에 평화롭

야 사람들이 모여 공공미술을 비롯한 여러 문화 활

기 그지없던 정신 상태는 와장창 깨지고, 나는 아이들이란

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예전에 문화예술교육지원

과연 대단한 존재임을 새삼 깨달으며 강현주 예술강사가

센터에서 연수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에 주로 논

수업하는 교실로 향했다.

의되던 수업은, 제 생각엔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

산만한 분위기와 아이들 떠드는 소리에 속이 울렁이던 나와

가능성이 없어보였어요. 생각해보면 지금 제가 하

는 달리 강현주 예술강사는 익숙하고도 친근하게 아이들과

고 있는 수업과 맥락이 같은 수업이라 시간이 지나

어울리며 수업 준비에 한창이었다.

고 돌이켜보면 지금 이런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게
신기하게 느껴져요.

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하고 졸업하자마자 23살부터 미술학
원을 운영했다는 강현주 예술강사는 아이 둘을 키우는 엄

조각을 전공하셨죠. 예전과 지금은 미술을 대하는 태도나

마이면서 동시에 문화예술에 대한 꿈을 잃지 않고 수업을

생각도 많이 변했을 것 같습니다.

통해 아이들과 마음을 다해 ‘교학상장(敎學相長)’하려는 열

작가를 꿈꾸던 학창시절엔 남들에게 인정받고 눈

정적이면서도 야무진 느낌을 주는 분이었다. 한사코 내세울

에 띨 수 있는 작품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어

게 없는 사람이라 반복해 강조했지만 수업의 분위기나 인

요. 그러다 한 번은 제 아버지의 모습을 묘사해봤

터뷰 내내 솔직하게 털어놓았던 생각들은 새겨둘 점이 많

죠. 이제는 나이 들어 힘이 빠진, 늙은 내 부모의 모

았다. 문화예술이라는 공통분모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낸

습을 조각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주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녀는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 끝에 지

변 반응이 좋았죠. 그때 오히려 주변 눈이나 남들

금과 같은 생각과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다른 예

의 평판 같은 걸 의식하지 않고 내가 말하고 싶은

술강사들은 어떻게 느낄지, 또 아이들과 부모들에겐 어떻게

걸 중심으로 작품을 하는 것이 더 큰 공감을 불러

받아들여질지 궁금하다.

일으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 해본 것 같아
요. 지금도 아이들에게 멋있고 근사한, 완성된 작품
을 만들도록 유도하기보다는 작은 것, 모자란 것이

간단히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중2 남자아이와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를 키우
고 있는 엄마이고요. 원래는 대학에서 조각을 전공

라도 자기 스스로를 표현해내는 능력을 끌어내주
고 싶다는 생각이 훨씬 강하죠.

했는데 졸업하고 한동안 미술학원을 운영했어요.

수업하시는 걸 보니 거창하게 교육철학이나 사변적인 틀을 가

그러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던 해에 육아와

지고 수업에 임하기보다는 아이들의 에너지가 흘러가는 그 분

일을 병행할 수 있는 방과후강사일을 하게 됐죠.

위기 자체의 자연스러움을 중시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그 일을 하는 동안 저를 좋게 봐주신 선생님의

정말로 저는 교육철학 같은 거창한 말은 잘 몰라

소개로 돌봄 교실 외부강사 일도 하게 됐고 문화예

요.(웃음) 그래도 교육이니만큼 기능적인 부분도 무

술센터 ‘결’에서 예술강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

시할 순 없는 게 사실이죠. 적절한 균형이 필요할 텐

PART 4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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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아무래도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주입식 교육만
하다보면 아이들이 쉽게 지치고 못 따라오는 경향

저는 23살부터 대학 졸업하고 계속 미술을 가르쳐
왔는데요,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은 부분에서 나아

려 가다보니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와 만나게

졌다고 느낍니다. 10여 년 전에는 정말로 예체능
과목은 말 그대로 무시당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된 경험도 있고요. 예전에 <강아지 똥> 대본을 가지

술교육이란 그저 수학문제 몇 개를 맞추느냐의 문

고 연극수업을 해야만 했던 적이 있는데 돌이켜보면

제와 달리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풍

그때는 너무 의욕이 넘치고 앞서나갔지 않나 싶어

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소양을 심어

요. 의외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했죠. 그래서 다 내

주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대안이냐 아니냐를 떠나

려놓고 너희들은 뭘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전혀

앞으로도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 있어요. 또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휩쓸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들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제
가 모르니까 그게 뭐냐고 묻다보니 상호작용도 많

그럼에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오해나 편견은 없었나요?

아지고 더 좋은 대본이 완성된 경험이 있죠. 아이

주변에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어

들도 더 즐겁게 수업을 하게 됐고요. 제가 속한 단

요. 그래서 자랑할 때도 많죠. 아이들에게 얼마나

체인 ‘결’에서는 나름의 연구와 조율 등을 통해 1년

힘이 되는지, 가르치다 만나는 아이들의 웃는 모습

정도 긴 흐름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시범사업

이나 흥분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얼마나 나 자신

이기에 완전히 자유롭게 커리큘럼을 짜는 건 아니

에게도 보람이 되는지 막 떠들죠. 더 중요한 건 처

지만 저는 그렇게 나름의 고민의 결과로 나온 틀을

음에는 다른 아이들 얘기하는 걸 못 참던 아이들

어느 정도 따르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 지금은 얘기를 듣고 알아들으며 반응하는 것이
에요. 어떤 사람들은 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하면 그

수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 같은 게 있나요?

냥 아이들과 기분 좋게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생

딱히 원칙 같은 걸 의식적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아

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 역시 교육이기 때문에

무래도 기본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아이

어쨌든 이 과정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성장해나가

들과 제가 소통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 수업이 뭔

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도 모르고 그냥 그리라면 그리고 칠하라면 칠하
는 식으로 진행되는 건 별로인 것 같아요. 왜 그걸

말씀 듣고 보니, 그래도 많은 측면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

그렸는지, 또 다른 친구는 어떻게 그렸는지 느끼

한 이해도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도 있는데요, 예

네, 맞아요.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출강한 지 약 5
년쯤 된 것 같은데 처음과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

를 들어 인형극 수업이나 미디어영상 수업의 경우

가 다르죠. 처음엔 차상위계층 등 가정형편이 안돼

에는 관련 서적을 찾아 읽어보고 이런 수업이 아이

서 부모가 어찌할 수 없이 아이들을 맡기는 분위기

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면서 수업

였어요. 그래서 평범한 가정 아이들은 거의 없었죠.

준비를 합니다. 저 스스로 익숙하지 않은 수업은

요즘은 국가나 단체 등에서 관심을 갖고 전문성 있

우선 스스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할 것

고 차별화된 문화예술교육도 지원해주다보니 분위

같아서 그렇고요, 나름 도움도 많이 되는 것 같아

기가 많이 바뀌었고 확실히 에너지도 달라졌죠.

는 기본적인 감응 능력이 중요하다고 봐요. 단체에

요. 저처럼 정통적인 미술 수업만 하다 통합 수업
을 접하게 되는 다른 예술강사들이 있다면 조금이

문화예술교육을 하시며 최근 가장 고민하고 있는 점은 어

나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후반부로 수업이 진행되면 여러 가지 활동 프로젝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교육문제에 대한 비판이 끊이질 않고

트 수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수업에 적극적

있죠. 이런 상황에서 문화예술교육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으로 참여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들 사이에

있을까요?

분리가 일어납니다. 소극적인 아이들이 분위기에
흡수되지 못하고 도태되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기능과 창의성이 중시되는 일반 미술 수업보다 그
정도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어떻
게 이끌고 가야하나 고민이 많죠.

114

2015 arte 365

강현주 강사님께 아이들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사실은 그동안 아이들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살아
온 것 같아요. 하지만 미술 수업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힘을 키워주고 싶다는 생각을 요
즘 들어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인성 등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하죠.
저희는 마칠 때 청소도 꼭 같이 해야 한다는 식의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힘을
서로 주고받는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업을 참관하고 인터뷰를 하는 동안, 강현주 예술강사는
문화예술교육을 창백한 이론이나 관념으로 대하기보다 스
스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의 마음 그대로, 그 더도 덜도 않
는 건강한 욕망에서 비롯된 포근함으로 한걸음씩 진지하게

강현주
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하고 중등 2급 정교사(미술) 자격도 받아
졸업 후부터 계속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쳤다. 2013년 울산에
있는 문화예술센터 결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예술강사로 출강하게
되면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점이 많이 달라졌다. 거기에는
예술강사들 간에 자신의 경험담과 조언을 나누는 자율연구모임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미술을 매개로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즐기며 성장할 수 있는 수업을 꿈꾸고 있다.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요즘의 문화예술 판이 정
책이나 담론, 스마트한 트렌드 등을 읊조리다 날 새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던 차에 중심을 잃지 않고, 묵직하면서도
아이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수업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 솔직함과 가감 없음이 마음을 건드려왔다.
끝으로 하나 더 인상적이었던 점은, 끊임없이 재잘대고 예
술강사의 얘기 중간 중간에도 자기네들끼리 떠들어대는 아
이들에게 단 한 번도 조용히 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는
것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수업 5분 만에 도망치고 싶어졌던
나로서는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었다. 왜 그랬는지 물었더니,
“제가 그랬나요?” 하며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장현정
호밀밭출판사 대표. 현재 호밀밭출판사를 운영하며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다. 『소년의 철학』 『록킹 소사이어티』 등
몇 권의 책과 연극 <나투라>의 대본을 썼고, 영화 <보름달>을
연출하는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며 매주 토요일 부산
KBS1 <TV-문화속으로>에서 부산의 다양한 문화예술 소식을
전하고 있다.
hjmiro@naver.com

가만히 생각해보더니, “아마 조용히 하라고 해봐야 별 소용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하며 환하게 웃
고 만다. 이 소박하면서도 품 넓은 경상도 예술강사의 수업

사진
윤영욱 (미디어아티스트)

에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건물을
나오는데 여전히 추적추적 내리는 봄비가 어쩐지 더 투명
하고 반짝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졌다.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4월 28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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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기에도
방향을 잃지 않기
김소연 예술강사
이선영
트러스트무용단

서울 모 초등학교에서 만난 김소연 예술강사의 안내로 무

가지 못한 사례라고 생각되네요. (웃음)

용수업이 이루어질 장소로 이동했다. 수업을 하기에 좋은
조건의 중강당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곳에서 펼쳐질 수업에

예술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예술강사를 하시게 된

대한 기대감에 설렐 때쯤 아이들이 담임선생님의 인솔을

특별한 동기가 있나요?

받으며 강당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쉬는 시간 없이 진행

예전에 경기도의 모 초등학교 체육 전담교사로 있

된 80분간의 무용수업은 짧은 인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을 때 표현활동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무용이 전
공이다 보니 신체를 이용한 창의적인 표현력을 중

‘퐁퐁이와 툴툴이’라는 동화의 내용이 주제가 되어 창작무

점적으로 가르치게 되었죠. 그때 수업을 통해 차츰

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수업은 아이들로 하여금 상황을

차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동기를 충분히 제공해 주

예술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 계기였어요.

었다. 장면과 상황을 만들 때 발생하는 문제를 아이들과 강
사가 일련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예술

초등학교 교사에서 예술강사로 전향하게 된 계기는 무엇

교육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

인가요?

간을 갖게 했다. 동화를 통해 진행되는 수업임을 충분히 이

자발적 의지는 아니었어요. 예술교육에 대한 열정이

해시킨 김소연 예술강사는 최소한의 가이드로 수업을 진행

생길 무렵 학교 교육시스템이 바뀌면서 교사를 그만

했는데, 그 안에는 그녀만의 교육철학과 교습법이 담겨있음

두어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상실감이 컸죠. 체육전

을 짐작할 수 있었다.

담 교사였지만 표현활동에 중점을 둔 예술교육을 해
야겠다는 교육의 구체적 목표가 생길 무렵에 그만둘

현대무용 전공 후 교육대학원에서 무용교육을 공부하고 지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한 달 뒤에 친구의 소

금은 일반대학원의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소연 예술강사

개로 예술강사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어

는 문화예술교육의 현장에서 학생뿐 아니라 예술강사를 교

떤 일인지 잘 알고 준비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육하는 일을 병행하는 문화예술교육자이다. 예술교육을 통

예술강사를 준비하면서 잠시 접은 꿈들을 다시 펼칠

해 아이들의 정서와 사회성 인성을 고루 이끌고 싶다는 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죠. 그리고 초등학교 아

녀는 무엇보다도 예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절박한 인식과

이들을 예술교육으로 다시 만났는데, 그때 이 일을

교육자로서의 소명과 사명감을 이야기했다.

왜 해야 하는지 확신이 생긴 거예요.

오늘 수업은 어떠셨나요?
최고로 자유분방한 모습의 수업이었죠.(웃음) 2학
년 친구들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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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교육을 시작하신 이후 지금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예술을 교육하면서 강사로서 가장 큰 변화는 무
엇인가요?
가장 큰 변화는 스스로 찾고, 발견하고, 이해하는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구체적인 이야기

시간을 주는 것이에요. 기다림이죠. 처음에는 아이

들로 수업을 끌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은 사전

들에게 움직임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

에 주의집중이나 기본적으로 동기유발이 덜 된 것

은 마음에 수업에 많이 개입하고 주도적으로 이끌

같아요. 그래서인지 아쉽게도 수업으로 깊이 들어

려고 했어요. 그러다보니 저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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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것이 많아지고, 아이들의 생각을 듣거나

예술교육, 그중 무용수업을 통해 아이들과 나누고 싶은 것

말하기를 기다리기보다 끌어가려 했죠. 그런데 이

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런 것이 아이들의 생각을 닫히게 하거나 수동적으

몸으로 소통하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로 만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분명한

싶죠. 무용, 즉 춤이란 몸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

목표 아래 아이들에게 최대한의 시간을 주고 저는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자신의 내면과 소통하고, 또

최소로 가이드를 제시하는 수업을 하려고 해요. 쉽

한 친구의 모습을 보며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아

지는 않죠. (웃음)

름다운 예술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즐겁고 아름다
운 것인지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러한 경험

특별한 교습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간단하고 명료하지만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발문

이 있을 때 진정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어른으
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을 꼼꼼하게 준비해요. 발문은 연령과 개인별 특성
을 최대한 고려해서 준비하는데, 저학년일수록 좀

학생들 교육뿐 아니라 예술강사 교육도 하신다고 들었습니

더 세분화된 발문이 준비되어야 하고 이것으로 수

다. 예술강사 교육 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과 강의 시 꼭

업을 이끌어 가요. 발문은 능동적인 사고를 유발하

전하는 말씀이 있나요?

는데, 창의적 교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개인적인 경험만으로 하는 교육은 한계가 있어요.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놀이예요. 아이들은 상황과

다른 예술강사의 학습 스타일과 교습법을 함께 나

환경에 따라 빠르게 변화되는데, 유독 동기부여가

누고 차이를 발견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교

안 되는 날에는 놀이로 수업을 진행해요. 단순 흥

습법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무엇보다

미위주의 놀이가 아닌 수업의 주제와 연계될 수 있

도 선배, 동료들과의 네트워킹이 중요하다고 말해

는 놀이를 접목해요 이렇게 제 구조화된 놀이를 통

요. 그리고 강사의 마음 밭에 기쁨이 있어야 해요.

해 아이들의 내재된 에너지를 충분히 발산하게 하

예술강사가 먼저 행복하고 그 마음 밭이 좋아야 아

면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죠.

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죠. 좋은 것,
긍정의 에너지를 스스로 채우며 나를 가꾸는 일도
중요하다고 격려의 말을 꼭 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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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강사로서의 자부심과 교육자로서 계속해서 도전받고
계신 것, 또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연령과 대상의 제한 없이, 문화의 불모지에서도 예
술로 소통하고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가
장 큰 기쁨이자 자부심인 것 같아요. 변화 흐름 안
에서 예술교육의 목적을 놓치지 않으려 해요. 문화
예술교육 안에서 무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큰 흐름이 바뀌고 있는 지금은, 과도기라는 생
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
되는 예술교육의 개념과 흐름을 이해하고, 교육의
방향성과 목적을 놓치지 않기 위해 대비하고 깨어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 교육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는 예술강
사들이 당면한 어려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어쩌면 현실과 이상, 꿈은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
죠. 그러므로 꿈이란 현실의 위치에서 그 거리를 좁혀가는
일이기도 해요.”

김소연
현대무용 전공 후 교육대학원에서 무용교육을 공부하고 지금은
일반대학원의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자이다.
무용을 통해 아이들의 정서와 사회성 인성을 고루 이끌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예술교육의 현장에서 학생뿐
아니라 강사를 교육하는 일에 헌신된 삶을 살고 있다.

그녀는 10년째 교육현장에 있으면서 예술이 사람들에게 특
히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통해 예술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은 이러한 예술교육이 그 가
치를 인정받고 교육으로 정착되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
한 것 같고, 이러한 시기에 겪게 되는 현실적 어려움도 예술
강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것은 예술교육을 통해 변화
되었던 아이들을 보았기 때문이고, 그 첫사랑의 힘으로 다시
금 교육현장에 서게 된다고. 마지막으로 김소연 예술강사는
교육자로서의 소명과 사명감을 스스로 찾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점이라고 교육자로서의 소신을 조용히 강조했다.

이선영
현재 트러스트무용단에서 창작활동과 예술교육을 병행하며
활동 중이다. 예술교육의 전반을 담당하며 예술가가 가르치는
예술교육이라는 관점으로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을 위한
무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단원들 교육과 더불어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mbc417@hotmail.com

그녀는 말한다.
“나에게 있어서 교육이란 삶이에요.”
과거에도 예술교육으로 살아왔고, 현재에도 예술교육으로 삶
을 살고 있으며, 미래에도 예술교육자로서의 이 삶을 살아갈

사진
윤영욱 (미디어아티스트)

것이다. 그렇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교육이란 나에게 인생
이며 삶이라고 말하는 그녀의 눈빛은 단호하고도 확신에 차
있었다. 예술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소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그녀의 삶을 통해 마주 하게 될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예술의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히길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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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5월 12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꿈과 음악을
조립하는 지휘자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 문진탁 음악감독
송현민
음악평론가

서울시 성북구민회관 2층에 위치한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의

들의 상한 기분을 풀어주느라 바쁘겠죠. 지금까지

연습실. 악기를 쥔 작은 손들은 영화 ‘스타워즈’의 한 장면을

가진 공연을 떠올려보면 매 공연마다 기대 이상으

그리느라 바쁘다. 그런데 박자는 점점 느려지고, 이내 곧 음악

로 연주를 잘 해주어 고마울 따름이에요. 어쨌든

이 멈추니 우주선의 비행도 멈춘다. 하지만 지휘자의 지휘봉

음악적인 부분보다는 아이들의 행복이 우선순위가

이 다시금 우주선을 쏘아 올린다. 활을 쥐고, 스틱을 흔드는

되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의 손은 다시 분주해진다. 아이들의 꿈을 쏘아 올리는
지휘자, 그는 문진탁이다.
2010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운영해오는 꿈의 오케스트라는 아동·청소년이 오케스트라
2013년에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이 창단되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음악감독을 맡게 되었나요?

합주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형성과 공동체적 인성을 갖춰

지인의 권유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트라’라는 명칭 뒤에는 ‘성북’과 같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열정적으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들

지역명이 붙는다. 서울 성북구를 기반으로 한 ‘꿈의 오케스트

과 함께 하다 보니 이제는 제 삶의 중요한 존재

라 성북’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클라리넷, 플

가 되었습니다.

루트, 타악기로 구성된 소규모 오케스트라다. 초등학교 3학년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이다. ‘꿈의 오케스

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구성된 이 오케스트라는 월요일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을 이끌면서 첫 순위에 두고 있는 것

과 수요일마다 각각 3시간씩 연습을 진행한다.

은 무엇인가요?
아이들의 행복입니다. 개인의 행복이 충족되면 음악
적인 면은 자연스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연습할 때

단원 선발은 어떻게 하나요? 지원자들이 많나요?

는 힘들지만, 무대에 서면 아이들은 저의 기대보다

음악 교육을 제대로 받아 보지 못한 아이를 1순위에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은 관객에게

두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추천과 입소문, 지역 신문

감동을 주면서 동시에 스스로들 감동을 받아요.

에 게재된 광고를 접하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무래도 음악교육은 악기 구입과 같이 금전적인 부담

2014년 2월 첫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많은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관객들로부터 들었던 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이 많은데, 무상으로 악기와 교육을 제공하니까 매년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 있다면?
“완벽한 연주였습니다.”라는 말! 물론 단원의 아

악기를 처음 접하는 학생이 오케스트라 합주에 투입되면

버지입니다. (웃음)

학생과 오케스트라 모두에게 무리가 가지 않나요?
처음에는 기교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죠. 각 파트별로

이런 상황을 가정해보죠. 공연을 준비하면서 연습 분위기

강사가 배정되어 있어요. 단원이 가장 많은 바이올린

는 너무 좋았으나, 공연이 엉망이었다면 지휘자로서 기분

에는 3명의 강사가,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클라리

이 어떨까요?

넷, 플루트에는 1명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음악을 만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는 무대 뒤에서 아이

드는 데에 1주일에 6시간은 그리 짧은 시간이 아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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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리고 각 학생마다 운도 따르는 것 같아요. 타악

죠. 창단 때보다 지금은 기량이 많이 향상되어서 편

기 단원은 처음에 한 명 뿐이어서 6시간이 온전히 개

곡을 통한 악보가 아니어도 아이들이 여러 곡을 잘

인레슨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소화합니다.

현악기, 목관악기, 타악기는 있는데 금관악기는 없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의 모체이기도 한 베네수엘라의

올해는 사정이 여의치 않았고, 내년에는 예산이

엘 시스테마는 ‘기적’을 낳은 음악교육프로그램으로 널리

허락되는 범위에서 트럼펫과 트롬본을 추가할 예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LA필하모닉의 음악감독 두다멜을
좋은 예로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과는 어떤 간

정입니다.

극이 있을 것 같은데요.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을 통해 음악에 눈을 뜨는 아이들도

걱정할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엘 시스테마는 40여

있을 텐데요.

년의 시간이 축적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한

맞아요. 지금 지휘를 하고 싶어 하는 단원이 있어요.

것이잖아요. ‘기적’을 만드는 데에 앞장서기보다는 이

예전에 지휘봉을 잡게 해봤는데 곧잘 하더라고요. 앞

러한 음악교육에 대한 ‘토양’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

으로 한 곡 정도 맡겨 볼 예정입니다.

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부지런히 촉매제 역할을 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

아이들의 역량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고 생각해요.

악기와 악보를 처음 접하는 동일한 시작점에서 다 같
이 출발하기에 그런 차이가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협동심’입니다. 좋은 음악은

‘저 아이는 음악을 위해 태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

마음이 맞을 때 나오는 것 같아요.

각이 들 때도 있고요. 단원과 파트 별로 기량을 파악

그런 점에서 오케스트라란 협동심을 기르는데 좋은

한 뒤에 편곡해서 ‘맞춤형 악보’를 만들기도 합니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맞춤형 악보’를 만드는 것도 쉽지는 않을 텐데요.

120

오케스트라 수업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 합주 때, 음악적으로 즉각 반응하는 아이를 보면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은 2014년 2월 첫 정기연주회

창단 초기에는 정말 많은 악보를 만들었습니다. 파트

를 시작으로 다양한 무대에 오르고 있다. 다양한 기

별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정을 잘 알아야했

념일과 행사가 많은 5월도 역시도 바쁜 달이다. 성북

2015 arte 365

문화다양성축제의 일환인 제3회 유럽단편영화제 행
사에 출연했고,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나흘 동안 부
산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때,

이 또래의 아이들이 모인 오케스트라란 어떻게 보면 엉뚱한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마로니에 공원에서 ‘문화가 있

꿈의 덩어리, 즉 꿈의 집합체일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 아이들

는 날’ 야외 공연을 갖는다.

은 완성되지 않은 소리들을 가지고 소리로 부딪히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본인이 들어갈 자리와 상대방의 소리가 들
어올 자리를 알아가며 협동심을 기른다. 오늘도 꿈의 오케스

활약이 대단합니다.
앞서 협동심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그것을 기

트라 성북의 아이들과 음악감독 문진탁은 서로의 꿈을 음표로
조립하느라 여념이 없을 것이다.

르는 데에는 무대에서의 공연이 큰 영향을 줍니다.
2014년에는 일곱 번 공연을 가졌는데 올해는 좀 더
욕심을 내어보려고 합니다.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때 갖는 무대에서는 어떤 음악을
선보일 예정인가요?
꿈의 오케스트라 성동(성동문화재단)과 오산(오산
문화재단) 그리고 저희가 함께 하는 무대입니다.
영화 ‘스타워즈’, 뮤지컬 ‘맘마미아’와 ‘레미제라블’
의 수록곡을 들려줄 예정이에요. 연주는 2년 이상
의 경력을 지닌 단원들이 맡고요. 올해 입단하여
아직 미숙한 단원들은 합창무대에 함께 오를 예
정입니다.
지휘자나 강사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 때 자부심을 느
끼고 즐거워하나요?
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는 만
큼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엽니다. 크게 잘 못을

문진탁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 음악감독.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에서
피아노와 지휘를 전공했고, 건국대학교와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등의 강사를 역임했다. 현재 코리안 피스 오케스트라 예술감독,
세종대학교 겸임교수, 세종예술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교육과 기획
업무도 맡고 있다. 그는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에서 음악을 처음
접하는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악보’ 제작부터 연습은 물론이고
무대에서의 지휘까지 1인 다역으로 활동하며, 아이들과 음악의
행복한 결합을 꿈꾸는 재미에 빠져 있다고 한다.

하거나 악기를 파손했다 하여도 다그치거나 혼내
는 것보다는 타이르는 것이 나중에 봤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죠. 오케스트라 연습 시에 지적해야
할 때는 악기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
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좋고요.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은 6월에도 무대를 준비하겠죠?
향상음악회가 있습니다. 매해 하는 공연인데 자
기 솜씨를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은 ‘큰 것(오케스트라)’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웃음)

송현민
음악평론가. 월간 ‘객석’ 기획실장. 음악 듣고, 글
쓰고, 음악 하는 사람 만나며 책상과 객석을 오고간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공부했고, ‘한반도의 르네상스’를
주장했던 음악평론가 박용구론으로 제13회 객석예술평론상을
수상했다.
bstsong@naver.com

이 질문으로 인터뷰를 끝내겠습니다. 음악감독 문진탁에게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의 단원들이란?
단원들은, 그 아이들은 한마디로 ‘꿈’입니다. 사회적

사진
윤영욱 (미디어아티스트)

으로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
요.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이에요.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5월 26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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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울방울
퐁! 퐁! 퐁!
인문예술캠프 ‘달빛감성’
조숙경
그림책작가

깊은 여름 강원도 인제 인문예술캠프 ‘달빛감성’ 두 번째 날 아침이다.
고즈넉한 만해마을길을 다섯 가족들이 줄을 지어 걷고 있다.
오리처럼 쑤욱 내민 그들의 입에서는 비눗방울이 방울방울 피어오르고 있다.
우스꽝스러운 종이 왕관도 쓰고 있는 그들은 지금 비눗방울 묵언수행 중이다.
말없이 걸으며 모든 생각을 비눗방울에 담아 하늘로 날려 버리는 것이다.
나를 가득 채웠던 생각들이 비눗방울에 실려 퐁! 퐁! 퐁! 사라져 버리고 있다.
두고 온 일터와 가정, 학교, 친구 등 나를 둘러싼 많은 생각들이 저만치 날아가 버린다.
생각들이 떠나간 자리에 남아 있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어른, 아이, 여자, 남자, 엄마, 아빠, 선생님, 학생…
이런 것 없이 그냥 사람,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서 있는 그들 속에 나도 그저 한 사람일 뿐이었다.
생각들을 날려 버리니, 우스꽝스럽기만 했던 종이 왕관도 어쩐지 괜찮아 보였다.
한 여름 햇살에 볼이 빨갛게 된 사람들이 입을 가리고 조그맣게 웃고 있다.
그리고 두 눈을 반짝이며 서로를 바라본다.
금방이라도 커다란 웃음보따리가 터져 버릴 것만 같다.
강원도의 ‘달빛(文)감성‘은 인문예술이 그리 거창하거나 철학적이지 않아도 좋다고 말하는 듯하다.
그저 한 사람의 이야기와 그림, 노래, 춤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 마음을 열수만 있다면 더없이 좋다고 말이다.
오늘 아침은 그 마음들이 만들어낸 웃음보따리가 만해마을의 고요한 침묵을 휩싸고 도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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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넘는
음악의 다리가 놓일 때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임소영 예술강사
송현민
음악평론가

현대무용가 안은미가 2011년에 선보인 <조상님
께 바치는 땐쓰>를 본 적이 있다. 이 ‘잘 나가는

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노인분야 예술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무용가’는 전국을 돌며 ‘아주 평범한 할머니’들을
만났다. 그리곤 할머니들의 춤, 흔히 막춤이라고

“처음에는 ‘노인’이라는 단어에서 무조건 ‘나이가 많은 분’이

불리는 일상적인 춤을 통해 그 세대를 들여다보

떠올랐어요. 이런 배움 자체를 어려워 할 것이라고 생각했

았다. 한국전쟁과 산업화를 거쳐 테크놀로지 시대

고요. 무엇보다 기력들이 되실 지도 궁금했어요. 하지만 강

에 이르기까지, 그 파란을 겪은 이들의 삶을 춤으

의배치를 받고 첫 수업을 할 때, 에너지가 저보다 더 많으

로 살펴본 것이다. <조상님께 바치는 땐쓰> 공연

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는 그 어르신들이 직접 출연하여 막춤을 추었
힘이 아닌, 신명과 흥이었다. 안은미는 그 때 ‘이

임소영 예술강사는 1주일에 2시간 씩 수업을 진
행한다. 이곳 외에도 강동노인종합복지관과 이천

것은 막춤으로 쓰는 인류학 보고서다’라고 말했

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수업을 맡고 있다. 성가

다. 그런 할머니들과 막춤을 통해 그 세대를 되돌

정노인종합복지관에서 임소영 예술강사가 만나

아보기도 했다.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 ‘국제시장’
도 그랬다.

는 어르신들의 연령층은 60대부터 80대로 다양
하고, 수업은 20명 정원이지만 건강과 가정 상황

임소영 예술강사의 수업을 보면서 위의 작품이

참여한다고 한다.

다. 아프다던 관절에 힘을 불어넣은 것은 의학의

에 따라 대략 출석인원이 달라져 보통 16명 정도
떠올랐던 것은 당연한 것 같다. 어쩌면 임소영 예
술강사의 수업은 단순한 음악 프로그램이 아닌

수업은 초급자와 중급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진

음악으로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카네이션을 달아

행된다. 어르신들은 우쿨렐레의 운지법을 배우고,

주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럼 이

그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합주로 끝을 맺는다. 임

제 임소영 예술강사가 있는 곳으로 가보자.

소영 예술강사는 수준을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췄
다고 하지만, 아무 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분들이
기에 결코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한다. 그래서 악

어르신들이 피우는 음악의 꽃

기를 잘 다루는 기술보다는 “배우려는 학생의 의
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다. 합주로 마무리를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하는 이유도 부족한 부분은 다룬 분이 채워주며

에서 우쿨렐레 소리에 맞춰 뉴질랜드 민요 ‘포카

하나 되는 느낌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일종의

레카레 아나(Pokarekare Ana)’를 흥얼거리는 소
리가 들린다. 돋보기 너머로 악보를 보고, 우쿨렐

아름다운 빚을 지는 셈이다.

레의 운지법을 짚는 모습이 진지한 어르신들이

오늘은 16명이 출석했다. 여학생(?)들 중에 유일한

나를 맞이한다. 그리고 그들의 운지법을 부지런히

남학생(?)도 보인다. 집에선 호통 치는 가장이지만,

고쳐주는 임소영 예술강사가 보인다. 임소영 강사

이 수업에서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모범생이다.

는 2010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복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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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때의 사진을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여러 악기를 배
우셨더라고요. 남성분들 중에는 여성분들만 계신 분위기가

수업을 참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나 또한 질문

힘들다고 나가시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번에도 남자 혼자

인들의 신체활동 촉진’ ‘사회활동의 감소로 저하

라서 못 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제가 꼭 계셔야 한다고 당

하는 사회성 방지’ 등의 딱딱한 용어만 적혀 있었

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지켜본 이 시간은 어르

지를 ‘리셋’ 했다. 내가 들고 있던 메모지에는 ‘노

신들이 그간 잊었던 감수성을 회복하고, 가슴 속
지금, 그 남학생은 자리를 지키며 차임벨로 여학

한 구석에 출렁이던 미지근한 물을 뜨겁게 덥히

생들이 부르는 ‘포카레카레 아나’에 맛깔나게 반

는 시간이었다.

주를 담당하고 있다.
정책(政)보다 앞서는 정(情)이 있다
딸 같은 예술강사, 엄마 같은 학생
세대 간의 갈등과 통합이 이슈로 떠오르는 지금,
두 시간 수업의 중턱,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임소

임소영 예술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이

영 예술강사를 챙기는 그 모습은, 영락없는 어머

곳에 작은 해답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니의 모습이다. “여기 와서 시원한 거 한 잔 마셔

었다.

요” 어떤 분은 내 옆으로 오셔서 귀띔한다. “우리
선생님은 최고예요! 내가 잘 못해서 그렇지.” 임소

“작년에 어르신들의 음악회가 있었어요. 자녀분들이 음악

영 예술강사가 말한 대로 ‘20명의 학생’이 ‘20명
의 어머니’가 되는 순간이다. 예술교육이 맺어준

회를 보고 악기를 선물해드렸다고 해요. 어떤 할머니는 손

다리에는 이처럼 음악과 정이 오간다.

기도 했어요.”

자들과 우쿨렐레는 함께 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 보내주시

“아이들은 부모가 보내서 오거나 의무로 하는 경우가 많습

작은 악기가 가족 간의 소통의 징검다리가 된 것

니다. 어르신들은 출석이 건강과 가정 상황에 따라 들쑥날

이다. 이것이 임소영 예술강사가 갖는 제일 큰 보

쑥하지만, 본인의 의지에 의해 나오세요. 아이들은 예술강

람이라고 한다.

사가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음악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
반면, 어르신들은 그냥 저 하나만을 보시고 오시는 것 같아

“80세가 넘은 분이 계세요. 작년에는 우쿨렐레가 부족해서

요. 어르신들은 정말 사랑을 많이 주세요. 늘 힘들지만, 이

두 분씩 악기 하나를 나눠서 쓰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본인

점이 제가 이 수업을 계속하는 원동력이에요. 뭔가 도움이

악기를 직접 구매하셨더군요. 그 악기를 들고 수업 받으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매번 들어요. 어르신들과의 수

오시는데 동네의 젊은 엄마들이 악기를 멘 모습을 보고 어

업을 통해 제가 더 크는 것 같아요.”

디 가시는지, 너무 보기 좋아 보인다고 했대요. 자신이 난
생 처음으로 악기를 배우는 게 뿌듯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 이 수업은 앞으로 나이가 들 임소영
예술강사를 위한 인생 교실 같아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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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일까. 이렇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나이 든다’라는 말은 은퇴(隱退)라는 말과 직결

통해 만남의 다리가 놓이고, 그 사이로 정과 보람

된다. ‘퇴(退)’란 물러난다는 뜻을 갖고 있다. 하지

이 오고 가지만, 지원이 종료되어 이별하게 될 때

만 이 날은 ‘퇴(退)’가 ‘퇴(堆)’로 느껴졌다. ‘퇴(堆)’

는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이럴

는 쌓인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노인들은 사회에

때, 임소영 예술강사는 딸처럼 아껴주던 어르신들

서 한 발짝 물러난(退) 분들이지만 인생의 지혜를

에 대한 미안함과 아쉬움이 예술강사로서의 책임

쌓은(堆) 세대이기도 하다. 이분들과 만날 수 있는

감을 앞선다고 한다. 그 속상함이 깊었는지, 개인

문화예술의 다리가 많이 놓아졌으면 한다.

적인 징검다리를 놓아 어르신들과 인연을 이어가
기도 한다.
“개인적으로라도 인연을 이어가는 게 어르신들의 사랑에
대한 보답인 것 같아요. 물론 예술강사 대우보다는 부족한
데요. 어머니들의 사랑이 그 나머지를 채워주세요. ‘의리’인
것이죠.(웃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情)’은 ‘정책(政)’보다 더
앞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음악은, 가슴이 시켜서
하는 일인 것이다. 앞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문화
예술교육의 다리와 고리를 어떻게 놓아야 할지
더 많은 고민을 했으면 하는 나의 바람도 여기에
남겨본다.

노인은 우리의 미래다
흔히들 어린이와 청소년을 우리의 미래라고 한다.
그런데 노인 또한 우리의 미래, 나와 직결된 미래

임소영
선화예술고등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다. 서울의 여러 고등학교에서 음악교과 강사를
역임했으며, 2010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감을 위해
실버국악·아동국악 실기, 타악과 모듬북, 우쿨렐레 등의
지도사 자격증을 획득했다. 노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늘 고민하며, 자신의 음악적 지식과
어르신들로부터 받는 정을 교환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고 한다.

이다. 그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곳에, 어느덧 우리
의 어머니가, 그리고 나 자신이 앉아서 우쿨렐레
는 배우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것을 지켜보는 자
녀가 그 자리에 앉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맞아요. 이분들이야말로 저의 30~40년 뒤의 모습이에요.
그 때는 저도 이분들처럼 뭔가를 열심히 배우는 학생이 되
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열심히 음악활동을 하고 있을 거예
요. 그런데 배운 게 있어서 선생님한테 딴죽 거는, 좀 엉뚱
한 학생이 되지 않을까요.(웃음)”

송현민
음악평론가. 월간 ‘객석’ 기획실장. 음악 듣고, 글
쓰고, 음악 하는 사람 만나며 책상과 객석을 오고간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공부했고, ‘한반도의 르네상스’를
주장했던 음악평론가 박용구론으로 제13회 객석예술평론상을
수상했다.
bstsong@naver.com

임소영 예술강사에게 ‘나이 듦’이란 질문을 마지
막으로 던졌다.

사진
윤영욱 (미디어아티스트)

“여유를 찾아가는 여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삶을 좀 더
즐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자신도 지금은 직업
으로 노인음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지만, 언젠가 직업
이 아니라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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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6월 16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수업 끝
음악 시작
삼혜원 박설 예술강사
정민룡
광주북구문화의집 관장

박설 예술강사의 수업과 만나기 위해 방문한 삼

나 음악 감상에 필요한 다양한 음악자료들이 생

혜원은 여수의 작은 동네에 자리 잡고 있는 아동

략된다. 그 대신 아이들의 이야기와 말소리 그리

복지시설이다. 아이들이 가족이 되어 서로 의지하

고 몸을 활용한다. 덴마크 자유교육에서 강조하

며 함께 생활하는 아동복지공동체다. 필자가 예상

는 수업의 기본원칙처럼 말이다. 아이들에게 이야

했던 수업은 잘 갖추어진 시설에서 아이들이 악

기하게 하며 서로의 눈을 보며 대화하게 한다. 수

기를 연주하고 있거나 발성연습을 하고 있는 모

업 내내 떠들고 이야기하고 노래 부른다. 악기는

습이었다. 처음 대면한 수업 풍경은 작은 강의실

아이들의 몸이고 수업에 필요한 악보는 아이들

공간에 책상을 멀찍이 밀어 놓고 맨바닥에 둥그

이 떠들며 대화하는 이야기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렇게 옹기종기 모여 참새들처럼 함께 동요 ‘네잎

흐름은 결코 선생님이 계획하고 의도한다고 해서

클로버’를 부르는 모습이었다. 우리가 흔히 접하

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과의 충분한 관계형성을

는 음악교실처럼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 모

통한 그만의 교육 노하우가 이를 가능하게 해준

습이 매우 낯설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 낮선 풍경

다. 박설 예술강사는 수업의 목적을 오로지 즐겁

은 오히려 추억을 자극해주었다. 예전에 후미진

게 음악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귀결시킨다.

동네 사랑방에서 옹기종기 모여 수다 떨며 손장
난 하며 놀고 있는 소꿉장난 같았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아이들과 다섯 가지 약속을 합
니다. 첫 번째는 즐겁게, 두 번째는 더 즐겁게, 세 번째는

흔히 발도르프 음악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몸을

더 더 더 즐겁게, 나머지 두 가지는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통한 스킨십 놀이, 손가락 놀이, 함께 부르는 노래

라고 인사하는 것과 친구들끼리 서로 예의를 지키고 배려

를 통해 음악을 즐기고 있었다. 그렇기에 필자가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교육에서 보았던 다른 음악수업과는 사
뭇 다르게 느껴졌을 것이다. 멋지게 잘 차려 입은

모든 음악활동에 게임을 활용해 신체활동으로 자

모습의 예술강사라기보다는 친숙한 동네 형 같고,

연스럽게 습득하게 해서 ‘아, 우리가 하는 음악활

여러 가지 매체의 음악 교보재 보다는 입과 눈

동이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의

을 맞추고 이야기하며 손뼉 치는 몸이 악기가 되

도였습니다. 마치 모국어를 배우듯 음악을 즐기며

는 그런 음악수업이었다. 내가 본 박설 예술강사

배워야 한다며 음악에서 신체활동을 중요시여기

는 아이들의 음악 사랑방에서 마치 빠끔살이(소꿉

는 코다이 교수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몸의 움직임

장난의 전라도 방언)와 같은 음악놀이를 리드하고

을 활용한 계이름, 동요를 활용한 박자치기 수업

있는 모습이었다.

을 중심으로 합니다.
활동 중에 예술강사가 개입해 들어가면 아이들의

몸은 악기, 이야기는 악보

자유도는 이와 반비례해서 저하됩니다. 저도 어제
모든 친구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며 깜

그의 음악수업과 그에 필요한 교재는 매우 단순

짝 놀랐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스

하다. 음악수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육용 악기

스로 이해해야만 빨리 수업에 젖어들 수 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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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습관이 서서히 몸에 배다 보니 그 친구들이

자유로움과 음악적 상상력의 비례관계

노래로 자신들의 자율성을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
이처럼 그의 수업은 주로 기악수업 보다는 노래

이 듭니다.”

수업이 대부분이다. 그가 게임 형식으로 수업하는
그의 수업에서 주목했던 것은 한 아이가 게임과

것은 단지 지루함을 없애기 위한 한 가지 방편으

정에서 노래를 부르면 다른 아이들이 약속한 것

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음악을 관계를 형

처럼 자연스럽게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합창하는

성하고, 인성을 기르는 수단이나 도구로 활용한

모습이었다. 예술강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이

다. 물론 기능을 익히거나 발표회와 같이 음악적

들끼리 게임을 하면서 흥에 겨워 정말 즐겁게 목

형식을 갖추기 위한 수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

청껏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다. 다만 그가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은 음악활동에 있어서 아이들의 주도성이다. 이

코다이 교수법(Kodály method)코다이(Zoltán
Kodály, 1882∼1967, 헝가리의 작곡가·음악교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특별한 기능이나 형식을
익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육자)는 우리가 글을 읽고 쓰듯이 음악을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그는 악보를

“저의 교수법에서 음악은 관계형성, 인성교육을 위한 매개

읽고 기보하는 능력에 중점을 둔 교수법을 개발

입니다. 도입 부분에는 관계형성을 위한 방법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인

수업을 진행하고, 전개 부분에서는 특별한 음악이론보다는

간이 내는 소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악보 읽는 것

실기를 중심으로 하고, 마지막에 필요하다면 발표회 형식

을 노래로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코다이

과 같은 작은 음악회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교수법은 가창지도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코다이

형식도 아이들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 스스로 공연

는 모든 사람들이 모국어를 갖고 있듯이 음악도

시나리오도 짜고 순서도 진행하며 주도성을 갖게 합니다.”

모국 음악이 있으므로 자기 나라의 음악부터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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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음악수업 자료로

박설 예술강사의 음악수업은 음악교육에 있어 자

민속음악을 주로 활용하였으며, 음악 지도를 시작

유로움과 자율성을 높이는 수업 방식이 음악적

할 때는 동요를 활용하였다.

상상력을 높이는데 어떤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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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준다. 실제 음악이라는 장르는 미술에 비

통해서 아이들이 관계 맺는 모든 것, 음악으로 인

해 엄격한 질서와 규칙을 요구하며 숙련된 기능

해 달라지는 아이들의 문화적 환경이 아이들의

을 필수로 하는 매우 보수적인(?) 장르이다. 음악

삶에 조그마한 변화의 단초가 된다. 음악교육은

교육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하지만 그의 수업은

수업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의 과정

정의되고 지시되지 않는 즉흥성을 중요하게 여긴

과 결과가 일상 영역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 이처

다. 물론 박설 예술강사도 은연중에 자신이 교육

럼 아이들의 일상 속에서 음악이 꿈틀거리게 해

받았었던 것과 같은 도제식 음악교육 방식을 완

주는 소중한 경험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의 음악

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는 음악적

수업이다.

형식과 틀 안에서 자유로움을 고민하고 있었다.
필자는 이것이 바로 음악적 상상력의 원천이라고

수업 참관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이 작

생각한다.

은 입으로 불렀던 동요가 계속해서 입에 맴돌았

“수업하기 전에 큐시트를 작성해서 갑니다. 순서와 연계성

다. 아이들도 그랬을 것이다. 대부분의 수업은 2
시간이라는 시간적 한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살

을 갖고 수업하려고 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면 편하긴 하

아 숨 쉬는 생동감 있는 수업은, 수업 그 자체보

겠죠. 하지만 저는 어떤 수업도 의자에 앉아서 하지 않습니

다 그 뒤의 여운이 더 중요하다. 그것은 아이들

다. 운동장 시설 등 열린 공간을 주로 활용합니다. 많은 것

개인의 일상생활, 또래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

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면 다 됩니다. 어떨 때는 밖으로 나

음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음악을 문화로 향유하

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Sound of Music)’과 같이 자
연을 느끼면서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은 환경에 따라 자연

거나 음악활동을 놀이화 하는 것이다.

스럽게 음악적 분위기를 만들어 냅니다. 즉흥적으로 아이

기존의 많은 음악교육이 일상과는 다소 동떨어져

들 스스로 개사를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아이들이 노래를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신의 일상에 돌

음악적인 상상력은 즉흥성을 동반하면 더 잘 발

아가 입으로 다시 불리게 만들어 주는 역할이 바

휘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주변의 모든 것이

로 음악예술강사의 역할이고 문화예술교육에서

음악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음까

음악교육의 목표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도. 이렇게 보았을 때 리듬, 화성, 화음이라는
것도 음악을 구성하는 하나의 작은 요소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음악적 상상력을 위해서는 음악적

배워서 익히는 vs 즐기며 나누는

요소 뿐 아니라 주변의 일상에 관심을 많이 가져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토리텔링을 통해 동네를

박설 예술강사가 줄곧 강조했던 것은 다름 아닌

소개해보기도 하고 ‘우리 이웃엔 어떤 사람들이

음악을 통한 삶의 변화와 예술강사로서의 태도다.

있을까?’ ‘지역에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인생의 음악 후원자로서 아이들과 언제든지 함께

합니다. 이것이 음악적 상상력의 기본 재료가 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는 것이 아닐까요? 여기에 즉흥성을 가미하여 자
유도를 높이려 합니다.”

“저에게 음악교육에서 기능의 범주는 음학(學)이 아닌 음
악(樂)입니다. 음악을 즐기면서 스스로의 삶에 위안을 주고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방편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일상에서 꿈틀거리는 음악

음악수업을 합니다. 제가 함께하는 아이들은 수업 끝나고
그만 볼 아이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안부를 전하고 물

그는 스스로를 음악선생님이라기보다는 아이들

어옵니다. 계속 함께 만날 수 있는 인생 친구들입니다. 제

의 인생 후원자라고 칭했다. 그것은 아마 그가 음

가 교육자로서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악을 통해 소소하지만 꾸준히 아이들의 삶에 작

같이 떠들고 웃고 호흡하고 즐기고 느끼다 보니 아이들이

은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역할을 더 바랐기 때

저에게 갖는 감정이 남다른 것 같아요. 음악을 통해서 좋은

문일 것이다. 오로지 음악 자체가 아니라 음악을

인간관계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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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음악은 설렘입니다. 중간에 음악을 놓은 적이 있었
는데 그때도 무대를 항상 그리워하며 갈망했습니다. 사랑

박설
박설전남대학교 예술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다. 대학시절
강숙자 오페라라인 합창단, 졸업 후 빛소리오페라단 등에서
활동한 바 있다. 2007년부터 광주·전남지역 음악예술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지역 곳곳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대표 예술강사로 참여한 바 있다. 현재
목포시립합창단 베이스 상임단원, 메이트남성중창단 단원으로
연주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따분하고 지루한 음악이 아닌
세계로 떠나는 음악여행이 될 수 있는 수업을 하며 즐거움과
보람을 느낀다. 수업을 통해 만나는 아이들과 동네 형, 동생처럼
스스럼없이 지내며 인생의 동반자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하는 사람을 만나면 처음에는 설레지만 어느 순간 퇴색되
면서 그런 마음이 사라집니다. 저에게 음악은 첫사랑처럼
변함없이 설레는 존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초심을
잃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에게 음악교육은 단순히 음악 그 자체가 아니
다. 음악을 통해서 삶을 가꾸는 수업, 음악이라는
질서 안에서 자유로움을 배우는 시간이다. 서로
소통하고 생각에 개입해 들어가고 양보하고 협력
하는 법을 배워 인성을 가꾸어 나가는 그런 통합
적인 수업이다. 음악을 통한 인문수업, ‘어린이를
위한 음악 인문학’이라는 느낌마저 들게 만드는
배려하고 소통하며 음악으로 상상하게 만드는 그
런 ‘착한 음악수업’을 오랜만에 만났다.

정민룡
71년 전남 완도생, 현 광주북구문화의집 관장.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목포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전공했다. 광주비엔날레 시민참여프로그램 <광주별곡>,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프로젝트 <나도 디자이너 작가>,
대인예술시장프로젝트 2010~2012 등 공공예술
프로젝트와 <518 레드페스타> 등 다수의 청소년축제와
<우리집살림살이전> <기념사진전> 등 박물관형 전시를
기획했다. 북구문화의집에서 <바퀴달린학교>(2007~2009,
2012~현재)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생교육과 마을학교에
관심이 많다.
a3a4@naver.com

사진
윤영욱 (미디어아티스트)
수업사진제공
삼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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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6월 23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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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고 토론하고
타협하는 힘
창일중학교 김혜옥 예술강사
허경
독립영화인

서울 창일중학교 멀티미디어실에서는 영화 촬영이 한창

서 같이 시나리오를 쓴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

이었다. 반 친구들 중 한 명은 감독, 한 명은 촬영감독, 또

떻게 보이는 게 좋을지 앞서 배운 기초적 영화언

한 명은 슬레이트 담당이 되고, 모든 학생들이 배우로 출

어를 떠올리면서 토론해서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연하고 있었다. 약간은 어색하지만 제법 진지한, 그리고

데, 그림이 아닌 글로 쓴다. 그 후 자원을 받아 감

무척 유쾌한 분위기 속에 촬영이 진행되다가, 어느 한 장

독, 촬영감독, 슬레이트맨 같은 주요 스태프를 정

면의 촬영을 앞두고 갑자기 토론이 벌어진다. 반 친구들

하는데 지원자가 많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한 번

중 한명이 사라지는 장면을 찍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씩 하면서 서로서로 가르쳐 주도록 한다. 촬영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인 상황. 선

때에는 반 아이들 모두가 한번 씩은 배우로 등장

뜻 답이 나오지 않다가 이윽고 한 학생이 말한다.

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촬영까지 하면 1학기가

“카메라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한번 이동했다가 다

끝나고, 2학기가 되면 NG컷까지 포함해서 촬영
한 걸 모두 보고, 영화 편집을 배우고, 자원한 학

시 돌아와서 저 친구가 없는 빈 의자를 보여주는 건 어떨

생들은 간단한 툴로 직접 편집을 해 보기도 한다.

까요?”

이렇게 편집한 영상에 음악도 넣고 제목도 붙여
서 완성하고 나면 함께 감상한다. 다른 반 작품들

그러자 김혜옥 예술강사가 눈을 반짝이며 좋은 아이디어

도 같이 보고.

라고 칭찬한다. 이렇게 아이들 스스로의 의견이 터져 나
껴진다. 예술강사와 아이들이 영화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1년 동안 이렇게 제한된 환경에서 영화 한편 만드는 전 과
정을 모두 체험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아무래도

그 빛나는 순간. 모든 예술이 그렇겠지만, 영화는 더더욱

영화 만드는 법을 완벽하게 익히는 것보다는 이 과정을 통

‘표현’이다.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은 스스로의 생각

해서 학생들이 얻었으면 하는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오는 순간이 되면 커다란 멀티미디어실에 온통 활기가 느

을 표현하는 것. 그런 영화가 빚어지는 김혜옥 예술강사

자기 스스로 의견을 만들고 발표하는 것. 그런데

의 영화 수업에 다녀왔다.

그게 의외로 잘 안 된다. 보통의 수업은 주로 선
생님이 얘기하고 학생들은 그걸 수동적으로 들으
면서 진행되다 보니 이런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 수업인지 궁금하다.

에서는 굉장히 힘들다. 대부분은 그냥 적당히 시

1학기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1년 동안 영화를 한
편 만들자고 이야기한다. 처음엔 영화적으로 이야

간 때우고 놀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기 상상하기, 그리고 숏 사이즈나 앵글 같은 기초

좋다. 아까 수업에서 카메라 회전 아이디어가 나

적인 영화언어를 배운다. 그런 다음 학교에서 영

온 것처럼, 아이들이 스스로 어떤 걸 좋아하게 되

화를 촬영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쓴다. 우리의 목

고, 좋으니까 생각하고, 그러다 원하는 걸 말하는

표는 영화 만들기이니까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찍

그런 순간이 제일 좋다.

어느 순간에 하고 싶은 걸 딱 얘기하면 그게 또

을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든다. 예를 들면 “이 교실
에서 우리가 모두 모여 있는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은 뭐가 있을까?”에 대한 의견을 모아

힘든 점은 없나?
이 모든 과정에서 아이들이 늘 자발적으로 나서지

PART 4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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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는다. 오늘 수업한 반은 굉장히 참여가 좋은

이 실제 어떤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다.

편이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내가 많이

한창 통합, 융합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고 문화예

나서서 진행해야 하는데, 아이들을 억지로 끌고 가

술과 교과과목과의 연계에 대해 많이 얘기할 때

려고 하면 힘들다. 그럴 때면 차라리 영화 제작 과

가 있었다. 그때 연수를 많이 들었고, 여러 가지를

정을 최대한 쉽게 줄이고 영화 리터러시(literacy)

시도해 보면서 꽤 재미있게 작업을 해보기도 했

수업으로 바꿔 볼까 싶기도 한데, 그런다고 잘 되

다. 그런데 그게 내 수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는 것도 아니다. 아이들이 의견 얘기하는 걸 별로

는 않았다. 아무래도 학교라는 곳이 보수적인 시

좋아하지 않는데 사실 의견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스템으로 돌아가니까 현장에서 바로 적용되기에

들끼리 있을 때는 서로 생각을 편하게 말하고 굉장

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 그리고 방

히 어른스럽지만, 어른이 같이 있을 때는 어린애가

학 때 문화예술 소외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

되고 생각을 감춘다. 그게 참 힘들다.

는 ‘예술상상 체험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도 했
는데, 그때 너무 복잡하고 힘든 프로그램을 준비

또 하나는 수업을 쭉 진행하다가 촬영에 들어갈 때

했다가 엄청 고생하고 그 팀이 바로 해체됐다.(웃

인데, 반 전체가 참여하는 경우는 괜찮지만, 몇 명

음) 아이들에게야 무척 즐거운 체험이었겠지만,

만 촬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아이들을 어떻

막상 진행을 해야 하는 우리한테는, 어휴…… 의

게 해야 하나 고민할 수밖에 없다. 분반해서 반은

욕만 너무 컸지.(웃음) 오랫동안 잘 해오고 있는

촬영하고 나머지 반은 다른 영화를 보게 한 적도

팀도 있는데, 그 분들은 최대한 프로그램을 단순

있는데, 그래도 혼자서 전체를 다 통솔할 수 없으

하게 해서 운영하는 노하우가 있더라. 성공 사례

니까 불안하다. 선생님이 한명 더 있으면 좋겠지만

는 나중에 그런 분들에게 들으면 더 좋을 거다.(웃

그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즘은 혼자서

음) 그래도, (정색하고) 문화예술이 취약한 지역에

도 컨트롤하는 방법을 찾으면서 정해진 환경에 맞

가서 잠깐이나마 아이들에게 예술을 접할 기회를

게 수업하는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만들어준 것은 뿌듯했다.(웃음)

수업 외에도 학교 교사나 타 분야 예술강사들과의 교류에

원래 영화 연출을 전공했고, 영화감독이기도 했다. 어떤 계

도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 어떤 활동을 했고, 그런 활동들

기로 예술강사가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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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와 극영화를 모두 공부할 수 있는 학

마지막 질문이다. 선생님에게 문화예술교육이란 무엇인가?

교를 찾다가 폴란드에 있는 우쯔 국립영화학교에

뭔가 멋있는 말로 답하고 싶은데, 안 떠오른다. 그

갔고, 2006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졸업 작품 찍고
논문을 준비하다가, [씨네21]에 예술강사 모집 광

냥 좋은 거, 재미있는 거. 난 정말 재미있어서 한

고가 난 것을 보고 지원했다. 그때는 단순히 생활
비를 벌 수 있고 시간 조절도 가능할 것 같아서

(아이들에 대해) 뉴스나 TV에서 본 이미지로만 막
연하게 추상적으로 알았던 것 같다. 그런데 매일

지원했다. 한편으로는 아이들 가르치고 같이 얘기

직접 부딪치면서 아이들을 보면 힘들 때도 있지

하는 걸 좋아해서 재미있겠다고 생각했고. 하다

만 아이들만이 가진 좋은 에너지를 많이 얻게 되

보니 벌써 8년째 이 일을 하고 있다.

는 것 같다. 억지로 끌고 가려 하지 않고 그냥 마

다. 예술강사 하기 전에는 주변에 아이들도 없고,

음 내려놓고 편하게 하면 좋다. 아이들을 만나는
8년이면 꽤 긴 시간이다. 특별히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2009년에 두 학교에서 수업을 했는데 공교롭게

건 항상 좋다. 이 일을 하고 있는 자체가 참 좋다.

둘 다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들과 함께 하게 됐다.
일반 고등학교 특수학급과 지적장애인 특수학교
였다. 아이들이 대부분 혼자서 하고 싶은 걸 하
거나 제멋대로 행동하곤 했다. 그런데 이 친구들
이 어느 순간 함께 하는 활동에 집중하게 되고 스
스로 다른 친구들과 협동하는 걸 배우는 게 보이
더라. 기분이 좋았다. 또, 비장애 학생들에 비해서
장애학생들은 창피해하거나 남 신경 쓰는 게 덜
하니까 속도는 더뎌도 자기 색깔이 더 많이 나온
다. 영화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게 훨씬 재미있
다고 느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학생들이 장애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자신감이 적은 편이었는데 1
년 동안 영화를 만들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토론하고 설득하고 타협하는 과
정을 겪고 또 리더의 경험을 하면서 자존감을 찾

김혜옥
강원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폴란드 우쯔 국립영화학교에서
영화연출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우연한 계기로
예술강사를 시작했다가 아이들과의 만남이 재미있고 좋아서
8년째 예술강사로 살고 있다. 영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를
표현하고 조금씩 변화하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며,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 언젠가 세상 사람들과 정말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발견하면 다시 자신만의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산다.
영화 <우쯔에서의 시간여행>(2005), <아름다운 밤>(2007) 등을
연출했다.

아 가더라. 그 1년의 작업을 통해서 ‘영화라는 게
예술작품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매개체구나’하는 걸 느꼈고, 굉장히
뿌듯했다. 지금도 그 아이들은 참 많이 생각난다.
매년 학생들과 함께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다시 영화감독
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나?
있다. 언젠가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 학교 졸업 작
품 단편 만들고 나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다가 잘
안됐는데, 그러다 보니 내가 영화로 사람들과 나
누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나도 모르는 상황까지

허경
서울독립영화제, 인디다큐페스티발, 부산국제영화제를 거쳐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 프로그래머로 일했다. 지금은
EBS 국제다큐영화제에서 일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어느
영화제에서인가 일하고 있을 것이다.
jeolse@gmail.com

돼서 일단 그만뒀다. 그렇지만 언젠가 정말로 하
고 싶은 이야기가 생기게 되면 그때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도 제대로 된 영화 찍고 싶다는 생
각은 늘 있다.

사진
윤영욱 (미디어아티스트)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7월 7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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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재밌고
미래엔 유익한 수업
광양중학교 박근애 예술강사
최승우
자유기고가

우라사와 나오키(Urasawa Naoki)의 만화 <몬스
터(Monster)>는 치밀한 스토리와 철저한 고증, 인

징을 ‘소통’이라고 정의했다.

간의 심연을 파고드는 심리묘사로 유명하다. 그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그림 또는 글로만 표현하는 것

리고 만화가 얼마나 독특하고 세련된 표현수단을

과, 글과 그림을 함께 이용해서 표현하는 건 다르잖아요.

지닌 매체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

그래서 일반 미술수업을 하는 것보다 소통이 잘 이루어지

다. 작가는 컷의 수와 크기로 독자의 몰입을 조절

고 효과가 높아요.”

하는가 하면, 의성어의 글꼴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으스스한 공포를 연출하기도 한다. 좋아하는 만화

지식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에 만화 관련 학과가

를 묻는 질문에 박근애 예술강사가 꼽은 것이 바

생긴 지 오래이며, 유명 만화가가 예술의전당에서

로 이 <몬스터>였다.

대규모 전시를 여는 시대다. 그렇지만 만화의 사
회적 이미지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박근애 예술강

8년차 예술강사인 박근애 예술강사는 산업디자인
과 미술교육을 전공했다. 만화는 어릴 때부터 좋

사 역시 만화/애니메이션을 가르치면서 이런 어

아해서 PC통신의 만화 커뮤니티 운영자도 했고,
코스프레 행사도 구경하러 다녔다. 휴학을 하고

것’이라는 인식이 학부모 세대에게 아직 남아 있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일한 경험도 있다. 그러던

인식을 바꾸는 게 첫 단계다. 워크숍이나 포럼 등

어느 날 친구 때문에 보게 된 <몬스터>는 충격으

에도 부지런히 참여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학생

로 다가왔고, 미술강사로 활동하던 그녀가 만화/

들과 교사들에게 만화/애니메이션 수업의 장점을

애니메이션 분야까지 발을 넓히게 된 계기가 됐

차근차근 설명한다.

려움과 마주친다고 했다. ‘만화는 애들이나 보는
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이런

다. 대학원에서도 「협동학습에 기초한 애니메이션
지도방안연구」(2009)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국영수 공부하기에도 바쁜데 수행평가에도 안 들어가는
걸 왜 배우는지, 선생님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러 이 자

“그전까지는 보기 좋고 예쁜 그림체가 만화의 전부인 줄 알

리에 왔는지, 이걸 배우는 게 왜 중요한지 등을 먼저 설명

았어요. 그런데 <몬스터>처럼 작품성이 뛰어난 만화를 보

해요. 그런 설명을 하고 수업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은 너

고 놀랐죠. 아, 세상에 이런 만화도 있구나.”

무 큰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예술강사들이 모이
는 자리에서도 늘 그런 고민들을 이야기해요.”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와도 소통해야

그래도 막상 수업을 시작하면 학생들의 호응이
폭발적이다. 이날 그녀가 서울 광진구의 광양중

다르고 글과도 다르다. 앞서 <몬스터>의 예에서 말

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메르스 예방 캐릭
터 마스크 만들기’ 수업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

한 것처럼, 사용하기에 따라서 무척 다채롭고 독

었다. 중학교 1학년 교실은 산만할 것이라는 지레

창적인 표현이 가능한 매체다. 박근애 예술강사는

짐작이 무색하게, 학생들의 집중력과 적극성은 놀

만화/애니메이션이 일반적인 미술교육과 다른 특

라울 정도였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스스로 수업을

만화는 그림과 글이 합쳐진 예술이다. 그림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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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고 있는 게 느껴졌다. 아이들은 능동적이고

그래서 수업시간에 흔한 그룹작업도 하지 않는다.

자유분방하게 아이디어를 주고받았고, 예술강사

그 대신 모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에게 쉴 새 없이 질문을 던졌다. 박근애 예술강사

분담한다. 그룹이 있으면 그 안에서 소외되는 아

는 30명이 넘는 아이들 사이를 분주하게 돌아다
니며 한 명 한 명을 열성적으로 지도했다.

이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사소한 변화까
지 알아챌 수 있는 관찰력과 세심함이 교사에게
필요한 이유다.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사소한 칭찬

“사소한 발전이라도 기억해주고 칭찬해주면 아이들은 그만
큼 더 노력해요. 그리고 자신이 만든 결과물에 스스로 뿌듯

박근애 예술강사는 매 시간 아이들에게 계속 질문

해 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 성장해가는 거죠.”

을 던진다. 한 번 이야기하면 잊어버리기 쉬운 기
초적인 것들을 계속 상기시키는 것이다. 색칠과 표
현 등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것, 기초를 탄탄

부지런해야 할 수 있다

하게 쌓는 것은 그녀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이다. “지금은 지루하더라도 천천히 기초를 쌓으면

자신과 같은 길에 들어선 후배들에게 해줄 말이

나중에는 저절로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있냐고 묻자, 박근애 강사는 “솔직히 다른 일 했

다. 강의 초반을 지나면서 점점 탄력이 붙고 아이

으면 좋겠다”는 대답으로 모두를 박장대소하게

들이 뭔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 박

만들었다. 그만큼 예술강사의 길이 쉽지 않다는

근애 예술강사도 깜짝 놀랄 정도의 작품이 종종 나

뜻일 거다. 그래도 그녀는 자신의 일에 큰 자부심

온다고 한다. 이날 수업에서도 지난 시간에 그린

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원래 낯을 많이 가리는

카툰 작품들을 볼 수 있었는데, 어린 학생들의 표

편이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못하는 성격인데,

현력이라고는 믿기 힘든 작품들이 많았다.

아이들 앞에만 서면 괜찮아져서 주위 사람들이
다 신기해한다.

“예술강사 모임에 아이들 작품을 가지고 가면 다른 선생님들
이 놀라요. 얼마나 아이들을 쥐어짰으면 이런 퀼리티가 나오

“연수나 세미나 참여할 때도 준비는 많이 하는데, 정작 사람

느냐는 말도 들어요.(웃음) 그림만 서툴 뿐이지 기성 작가보

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들 앞

다 나은 작품이 나오기도 해요.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

에서는 너무 편하더라구요. 아이들은 뭔가 다른 거 같아요.”

품과 거의 흡사한 아이디어가 나온 적도 있거든요. 아이들은
고정관념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껴요.”

박근애 예술강사는 “예술강사는 부지런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끊임없는 자기계발

그렇지만 박근애 예술강사가 제일 신경을 쓰는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장래 목표는 심리

것은 ‘성장률’이다. 현시점에서 얼마나 능숙하고

학을 좀 더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미술심

잘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아이들의 능력을 조금

리치료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라도 더 끌어내고 동기를 부여하는가 하는 것.

있지만, 만화/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심리치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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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금까지 논문 세 편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
을 정도로 미미하다. 박근애 예술강사는 이 분야
를 개척하고 싶다고 한다.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까지 읽을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다.
“예전에 미술치료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게 강사를 하면
서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림이 확실히 다르게 보이거든요.
민감한 학생을 대할 때 특히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아이
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게 그림에서 느껴져요. 그런 경험
이 쌓이면서 아이들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도록 더 조심하
게 됐어요.”

성장한다는 것은 행복해지는 것
그녀는 자신의 수업이 아이들에게 단순히 ‘재미있
는 체험’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에 유익한 무엇이

박근애
국립군산대학교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하고 2009년
건국대학교에서 미술교육 석사과정을 마쳤다. 교과미술 및 방과
후 교실 강사, 도슨트 등을 거쳐 2009년부터 만화/애니메이션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배우고 익히는 것에 대한 욕심도 많아
유아및아동교육지도사, 미술치료교육사, 디자인공예 및 미술
중등 정교사 2급, 문화예술교육사 등 자격증도 많다. 앞으로
심리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그림으로 아이들의 마음까지
읽을 수 있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다.

되기를 원한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고민
하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주
입식 교육 시스템의 한계를 벗어나서 배운 것을
응용할 줄 알고,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이 되도록 이끌어주고 싶다고 한다. 마지막 질문
으로 “예술강사님에게 성장이란 무엇인가요?”라
고 묻자,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행복”이라는 답
이 돌아온다. 이 대답에 그녀가 예술교육자로서
가진 철학,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함축되어 있
는 듯하다.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내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

최승우
자유기고가. 2011년까지 월간 [PAPER] 에디터로 일했으며,
네이버 온스테이지 기획위원, 스포츠토토 온라인 분석패널
등을 거쳐 음악, 영화, 만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글을
써왔다. 현재 만화웹진 [에이코믹스] 필자,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이며, 자유기고가로 활동하고 있다.
www.facebook.com/loonytuna
loonytuna@empal.com

하구나.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성장은 행복인 거 같아요. 제
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이들이 강사 평가에 ‘선생님이 친절하
게 설명해주셔서 좋아요’라고 적은 거 보면 너무 좋아요. 아
이들에게 칭찬받으니까 행복하고, 그게 저를 더 성장하게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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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윤영욱 (미디어아티스트)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7월 14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예술반찬으로
행복밥상을 차립니다
선덕보육원 이진 예술강사
장걸
전주문화재단 사무국

해가 긴 여름임에도 숲 속 선덕보육원엔 이미 땅거

공동체 구성……. 아무리 둘러봐도 이진 예술강사

미가 내려앉아있었다. 잘 살펴지지 않는 나뭇잎과

의 ‘행복’을 앞서는 답을 찾기 힘들다. 그리곤 덧

어렴풋이 보이는 능선은 이곳이 산 속에 위치해 있

붙인다. 행복이 밥상이면 예술은 반찬이라고, 예

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렇게 주변을 살피는데 여

술 자체가 행복이 될 수는 없지만 그 행복의 밥상

름비가 발길을 재촉한다. 한 여름 밤, 국악기 소리

을 채우는 훌륭한 반찬이라고, 그래서 본인은 그

가 이진 예술강사로부터 아이들의 손과 귀, 마음을

반찬을 만드는 요리사라고 밝힌다. 그가 문화예

통해 울리고 있었다. 어쩌면 그 한적한 시골길을

술교육사를 비롯해 동화구연지도사, 사회복지사

지나는 어떤 이도 우연히 들었을 일이다.

등 6개의 자격증을 가진 이유는 결국 예술교육을
매개로 한 행복요리사가 되어 맛있는 행복밥상을

8년차 베테랑 예술강사 이진의 힘은 참 대단했다.
내발적(內發的) 가치와 자신을 이끄는 신념이 없

차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 이유

이 요즘 아이들을 이겨낸다(?)는 것은 좀처럼 쉽

핀잔이나 큰 소리는 없다. 오히려 놀이로 만들어

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이진 예술

다시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와 시간을 준

강사의 첫인상은 고운 외모에도 다부졌다. 유년시

다. 그만큼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과 관계에 집

절부터 노래 부르기와 음악을 좋아했고, 초등학교

중한다. 전문 국악인이 되기 위해서라면 타악의

5학년 때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 ‘늴리리야’를 불
러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큰 박수와 환

박자와 기능에 반드시 숙달되도록 해야겠지만, 행

호를 받았다고 한다. 그렇게 국악과 인연을 맺게

계가 더욱 중요할 수 있다.

때문일까? 수업 중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복을 만들어 주기 위함이라면 강사와 아이의 관

되었고 지금 이렇게 그것을 매개로 아이들과 만
나고 있는 것이다.

이진 예술강사는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 ‘즐길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늘 구하고 있다. 수업
을 즐길 수 있다면 친구가 될 수 있으며, 친구 같

행복을 위한 관계 맺기

은 관계가 형성되면 오히려 수업의 집중도가 높
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최소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진 예술강사가 평소에 복

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는 제도권 교육과 달

지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침 수업

리 문화예술교육은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할

이 진행된 선덕보육원 역시 복지시설이기도 했다.

수 있다. 특히 예술은 사물에 대한 관심과 관찰을

그녀는 복지란 ‘행복을 좇아가는 것’이란다. 그리

통해 심상을 정리한다. 이 과정은 피사체와 나와

고 문화예술교육의 목적도 행복이라고 답한다. 많

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창작을 통해 밖으로 표

은 사람들이 다양한 수식어를 들어 문화예술교육

현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은 다시 사람들과

의 목적을 논하거나 이론적 배경을 통해 설명한

의 또 다른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매개가 되며 시

다. 그러나 이보다 명확할 수 있을까? 예술적 감

간의 퇴적 속에서 예술은 문화가 되고 세상과 만

수성, 예술치유, 예술을 통한 관계기술 획득, 기능

나는 것이다.

습득 과정에서 파생되는 집중력의 확보, 또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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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을 깨워 서로를 알아가는 감동

동원해서 국악과 만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국
악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수업이 설계되어

예술강사의 대부분은 예술가이기도 하다. 이 둘

있었다. 관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관찰하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묻는 나에게 이진 예술강사

게 되고 알아가는 것이다. 이진 예술강사는 수업

는 “끊임없이 예술가와 교육자의 길을 왕복하고

을 통해 자신과 국악, 자신과 아이들, 자신과 예술

있다”고 말한다. 답을 들으며 참으로 바보 같은

교육 등을 알아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알아가

질문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때론 어느 한 쪽에

기’를 통해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치와 예술교육의

치우침이 생기겠지만 결국 양자 중 어느 것도 수

신념을 실천하고 있었다.

단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술가로서의 집중 없
이는 예술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또 예술교

이진 예술강사가 예술교육을 하며 가장 의미 있

육에만 집중할 경우 스스로의 정체성과 예술적

었던 시간은 아이들과 공감이 이루어졌음을 느꼈

신념이 보편·일반화 되어 제도권 교육이나 학원

을 때였다고 한다. 아이들과 같은 것을 바라보며

교육과의 차별화를 확보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

같이 울고 웃는 과정 속에서 뒷머리가 서는 듯한

하게 되므로 상보적 관계라 할 수 있다.

감동을 느낀 것이다. “현장 체험 시간에 4,5세 아
이들과 함께 뽀로로 공연을 보는데 왜 그리 눈물

예술을 목적으로 삼는 예술교육과 교육을 목적으

이 나던지…….”하며 말꼬리가 흐려졌다. 나이와

로 하는 교육예술의 차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관계없이 아이들의 감정으로 공연을 감상할 수

는지도 궁금했다. 이진 예술강사는 전자를 과정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가! 이진 예술

중심, 후자에 대해서는 결과중심이라고 표현한다.

강사는 8년차 베테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
이와 같았고, 아이들과 함께였다.

아마도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그의 수업과
도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한편 수업 시간에는 타
악기뿐만 아니라 가야금, 아쟁 등 여러 악기와 색
찰흙이 등장한다. 악기를 직접 만져보고 연주해

예술강사 스스로 행복해야 한다

본다. 그리고 그 촉감과 소리, 색을 기억하고 색찰
흙으로 만들어 본다. 아이들은 거의 모든 감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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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예술강사와 만나 인터뷰하는 동안 문화예술

교육 현장은 행복밥상을 잘 차리고 있는지, 더불
어 그 밥상을 차리는 요리사인 예술강사들은 정
작 행복한지, 더불어 문화예술교육이 결핍에 대한
보충이나 치료·치유를 넘어 보편적인 가치와 행
복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지 등 많은 생각이 머
릿속을 들고 났다.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문화예술교육이 양적 팽창과 질적 개선이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몇 년 사이 지나치
게 설계자와 수요자 중심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측면도 보인다. 문화예술 관련 기획자들과 예술강
사들이 자신들의 신념과는 달리 제도의 틀에 갇
히게 되는 일도 있다. 특히 통합적 예술교육 개념
을 도입함에 있어서는 그 필요성 등에 대한 합의
과정과 준비상태를 세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
다.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예술강사들이 지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이기 때문이다.
이진 예술강사의 첫인상에서 느꼈던 다부짐은 마
지막까지 여전하다. 꼭 예술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꿈 하나쯤은 품에 두고 있겠지만, 긍정에너지로
중무장한 그녀는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이 많았다.
융·복합 예술교육과 공연이 그것이다. 자신이 가
지고 있는 국악을 바탕으로 서양음악, 시각예술과
힙합 등 대중예술 등을 섞어보는 것이다. 하고 싶
은 것도 참 많다 싶기도 하지만, 그 꿈에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

이진
국립전북대학교 예술대학에서 국악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음악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대학에서 국악이론과 기초실기를
강의했고, 2008년부터 국악 예술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사회복지에도 관심이 많아 요양원, 보육원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예술교육을 위해 동화구연지도사를 비롯해 여러
개의 자격을 갖추었다. 예술가로서의 욕심도 버리지 않고 매년
한두 편의 공연에 연주자로 참여하는 등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장르 융·복합형 교육과 공연으로 국악 뿐 아니라
장르를 넘나드는 미래를 꿈꾸고 있다.

문화예술은 밥과는 다르다. 예술은 굶어도 배고
프지 않으며, 돈이 없어도 궁핍하지 않으며, 집이
없어도 걱정스럽지 않다. 문화예술은 역설적으로
밥보다 풍요로운 것, 돈보다 가치 있는 것, 집보
다 따뜻한 것을 갖게 할 수 있다. 소설을 읽으며
한없이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밤을 샐 수 있고, 두
시간 남짓한 공연을 보며 뒷골이 당기는 전율을
맛볼 수 있으며, 타악기의 역동적 리듬은 스트레
스를 날려준다.
행복요리사가 차린 행복밥상, 예술반찬을 선덕보

장걸
전주문화재단 사무국장. 2014년까지 극단 황토와 문화영토
판을 거쳐 (사)푸른문화에서 정책실장으로 일했으며,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국립무형유산원 개원 기획감독,
원음방송 ‘아침의 향기’ MC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현재는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mmgirl@empal.com

육원의 아이들은 손과 귀, 마음으로 참 맛있게도
먹는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보고 있는 이진 예
술강사도 행복해 보였다. 시간이 다 되어 손 인사

사진
윤영욱 (미디어아티스트)

를 나누고 돌아오는 길, 비가 갠 하늘엔 별이 총
총 박혀있었다. 수업 내내 유난히 말썽을 피우던
막내 녀석의 장난기 가득한 눈빛이 어른거린다.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8월 11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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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하지만 묵묵하고,
무뚝뚝하지만 꾸준하게
안성시노인복지회관 강은혜 예술강사
박유미
미술작가

뉴욕 브루클린의 작은 담뱃가게 주인인 ‘오기’는

계기는 무엇보다 분명했다. 바로 아버지였다.

10년째 매일 같은 자리에서 사진을 찍는다. 4천
장이 넘는 그의 사진들은 우뚝 솟은 속된 도시의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한 카드 광고의 재기 넘

프레임과 그 안으로 무표정하게 걸어 들어왔다가

치는 아이디어에 폭소를 하는 딸을 향해 아버지

는 이내 사라지는 사람들로 한결같다. 오기의 하

가 건넨 한 마디는 “저게 웃기니?”였다. 아버지는

염없는 사진을 통해 이야기가 흐르고 사람과 사

그 광고가 전하는 시각 이미지의 기호와 의미를

람이 연결된다.

끝내 이해하지 못했다. 강은혜 예술강사가 도슨트
로 일할 때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도 무슨 이야기

안성시노인복지회관에서 사진 수업을 하고 있

인지 도통 모르겠다던 어르신들의 모습이 아버지

는 강은혜 예술강사의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

와 겹쳐졌다. 그들도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

은 웨인 왕(Wayne Wang) 감독의 영화 <스모크
(Smoke)>로 마무리되었다. 진지하게 영화를 감상

일 터였다.

하시던 어르신들이 사진 찍는 담뱃가게 주인 오

‘이것이 비단 우리 아버지만의 문제는 아니겠구나.’

기의 모습에 고개를 끄덕인다. 영화에 이어 강은
혜 예술강사는 말한다.

이렇게 시작된 노인 대상 사진 수업은 올해로 4
년째에 접어들었다. 카메라를 켜고 끄는 법조차

“예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담뱃가게 주인이 매일

알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수업이 진행될수록 찍는

같은 자리에서 자기 일상을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 일상도

재미에 푹 빠진다. 수업 시간뿐 아니라 집에서도,

예술로 기억될 수 있어요.”

여행지에서도 카메라를 놓지 않으신다. 학기 마지
막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찍은 사진을 프
린트해 들고 와 선생님께 보여드리는 열혈 학생

우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도 있었다. 강은혜 예술강사는 늘 일상처럼 사진
을 찍는 태도 그 자체에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

강은혜 예술강사의 학생들은 모두 60세에서 80
세까지의 노인이다. 어르신들의 책상 앞에 저마다

는다. 하지만 이야기가 있는 사진, 의미를 담은 사

의 카메라가 놓여있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강은

는 않다.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이 이른바 ‘접사’

혜 예술강사의 수업은 어르신들이 가져오시는 개

기술과 사랑에 빠진다며 조금은 허탈해했다. 꽃이

인 카메라의 사용법을 가르쳐드리는 것에서부터

피어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핸드폰 카메라를 들이

출발한다. 보통은 전원을 켜고 끄는 법도 모르는

대는 어머님들이 떠올라 웃음이 났다.

진을 찍을 수 있도록 이끄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

분들이 많아서 카메라를 다루는 기초적인 기술을
익히는 데만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어르
신들보다 기계사용에 익숙한 젊은 층이 대상이라

접사와 달력 사진을 넘어 이야기를 구해라!

면 수업은 훨씬 수월할 것이다. 하지만 강은혜 예
술강사에게 노인들을 위한 사진 수업을 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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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꽃을 섬세하게 찍을 수 있는 접사는 어르신

들의 로망이다. 하지만 강은혜 예술강사에게 그것

되는 다양한 전시와 교육프로그램도 항시 체크한

은 넘어야 할 산이다. 예쁜 사진, 고운 사진을 찍

다. 여건이 되면 어르신들과 함께 미술관으로 직

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수업에 들어오는 어르신들

접 현장학습을 나가기도 한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의 마음을 여는 일이 그녀에게는 가장 어렵다. ‘사

서 그녀는 사진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

진 작품’ 하면 ‘달력 사진’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없이 ‘질문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사진 속에 이야

어르신들의 고정관념이 꽤나 견고하기 때문이다.

기를 담기 위해 강은혜 예술강사는 지치지 않고

공주를 구해야 하는 동화 속 왕자들의 운명처럼

물음표를 던진다.

접사의 늪을 지나 달력 사진의 철옹성을 뚫고 이
야기를 건져 올려야 하는 격이다.

“사람을 찍고 싶다고 하시면, 남자요? 여자요? 나이가 어린
사람인가요? 어떤 모습의 여자를 찍고 싶으세요? 하며 많

사진을 통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르신들께는

은 질문들을 해요. 그러면 주제가 좀 더 정교하게 잡히죠.”

왜 그리도 어려운 것일까. 강은혜 예술강사는 “어
르신들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자신의 이야

인터뷰 날에도 어르신들은 강은혜 예술강사가 내

기를 해본 경험이 없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어준 질문지를 적었다. 그녀는 어르신들에게 무

다. 필자 역시 수년간 작업을 하면서 부모님을 전

엇을 찍고 싶은지, 그것을 왜 찍고 싶은지, 그리고

시에 초대하거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수많은 매체 중에서 왜 꼭 사진이어야 하는지를

본적이 없다. 시도를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나 벽

꼼꼼하게 질문했다. 성실하게 적어낸 종이들을 하

을 보고 이야기 하는 것 같은 답답함 앞에서 지레

나하나 살펴보니 어린 손자들을 찍고 싶다는 어

포기했었다. 그분들에게 예술은 어차피 이해할 수

르신들이 유독 많이 눈에 띈다. 예쁜 꽃이나 좋은

없는 것이라 단정했다. 그래서일까. 평생 자신의

풍경을 찍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었다. 주제는 다

이야기를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강은혜

양해도 그 이면에는 모두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

예술강사의 말이 더욱 날카롭게 느껴진다.

간, 흩어져버릴 일상을 잡아두고 싶은 마음이 엿
보인다. 어르신들 대부분이 자신의 이야기와 욕구
를 표현할 기회를 가지기 힘든 시대를 살아오셨

질문 속에 움트는 예술

기에 강은혜 예술강사는 더욱더 그들의 사진 속
에서 ‘이야기’를 끌어내고자 애쓴다. 그리고 이러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시각

한 노력으로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예술이 움트는

이미지 안에 의미를 담아낼 수 있음을, 그것으로

그 순간을 그녀는 소중하게 기억한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음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
그램을 고안했다. 픽토그램(pictogram, 사물, 시

“3,4년 전 시범 수업을 할 때 출석은 늘 꼬박꼬박 하시는데

설, 행동 등을 상징화해 직감으로 이해할 수 있도

수업에 대한 의사표현이 전혀 없는 분이 계셨어요. 그 분

록 만든 그림문자)의 의미를 맞춰보는 게임을 해

이 수업이 끝날 때 저에게 A4 두 장쯤 되는 장문의 편지를

보기도 하고 사진작가들의 작품을 나름대로 해석

보내셨죠. 예술작품을 바라보는 시선과 당신의 이야기를 시

해보는 수업도 진행한다. 여러 미술관에서 진행

각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며,

PART 4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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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사진작가가 되고 싶은 꿈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강은혜 예술강사에게 사진은 단순한 표현의 도구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 분은 지금도 계속 사진을 찍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우리와 부모세

있어요. 몇 년 뒤에는 전시회도 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를 연결해주는 다리이기도 하고, 삶과 예술을
이어주는 통로이기도 하다. 그녀는 지금 자신만의

평생 예술을 모르고 살아오신 분들이 수업을 통

징검돌을 하나하나 이어가고 있다. 때론 물살이

하여 예술을 흥미롭게 생각하고 더 알고 싶어 하

거세어 힘에 부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브루클린

는 모습을 보이면 가장 뿌듯하다는 강은혜 예술

의 담뱃가게 주인 오기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녀

강사는 이런 순간을 만날 때마다 마음으로 환호

역시 사소하지만 묵묵하고, 무뚝뚝하지만 꾸준하

한다.

게 그 일을 계속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 통(通)했다”

삶과 예술 사이의 거리 좁히기
예술은 결코 쉽지 않다. 그렇다고 예술이 멀리 있
는 것은 아니다. 예술은 우리의 삶 도처에 존재한
다. 삶이 곧 예술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예술은 그
것을 발견하고 끌어올릴 수 있는 열린 눈과 마음
을 요구한다. 강은혜 예술강사는 이를 “삶과 예술
사이의 거리”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그녀가 예술
강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거리를 줄이
는 데 있다고 밝힌다. “사실 엄청 힘들다”고 너스
레를 떨면서도 “될 때까지 해보려고 한다.”며 다
부지게 말하는 모습에 왠지 모를 고마운 마음이
든다.

강은혜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홍익대학교에서
사진으로 석사과정을 마쳤다. 미술관 도슨트로 활동하며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어 2011년 학교 예술강사를
시작했다. 아버지와의 대화 중 얻은 깨달음으로 2012년부터
노인 문화예술교육을 시작해 매주 어르신들과 사진을 매개로
만나고 있다. 예술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있으나 쉽게 접하고
표현하기 어려웠던 어르신들과 수업하며 무언가 통했다 느껴질
때 큰 보람을 느낀다. 그 순간을 위해 오늘도 여러 가지 실험을
멈추지 않고 있다.

강사인 동시에 예술가이기도 한 강은혜 예술강사
가 요즘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작업은 작가로서의
나와 예술강사로서의 나를 분리하지 않고 밀착시
킬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이다. 교육과 작업을 밀
착시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는 설명에 그녀
가 삶을 대하는 태도와 예술을 대하는 태도 역시
‘통(通)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강은혜 예술강사는
‘재미있는 강사’로 기억되고 싶다. 삶과 예술 사이
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예술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예
술이 쉽지 않은 만큼 예술을 재미있게 전달하는

박유미
설치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매체에 관심이 많은 미술작가.
2013년 개인전 《what a wonderful world》 외에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으며 2014년 아르코 퍼블릭아트 프로젝트 ‘마로니에
다방’을 기획했다. 어린이 예술교육에도 관심이 많다. 여전히
예술로 말하고 예술을 가르치는 작가 겸 강사로 목하 활동
중이다.
Gomako1983@hanmail.net

일 역시 만만치가 않다.
“제가 더 많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변해야 하는 것 같아요.

사진
윤영욱 (미디어아티스트)

장기적으로 작업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하는 예술강사
가 되고 싶어요.”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8월 25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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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성장을 이끄는
연극교육
영등포여자고등학교 함형식 예술강사
정지은
(사)연극놀이터 해마루 이사

사. 그를 만난 곳은 아이들의 진지한 몸놀림이 공

모여진 12년간의 이야기는 작품집으로 묶여 출
판을 준비 하고 있다. 청소년 작품이 드문 우리의

간을 채우고 있는 영등포여자고등학교 소극장이

현실에서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날카로운 눈매와 차분한 목소리의 함형식 예술강

었다. 학교에도 이런 공간이 있다니! 밀폐된 작은
공간에 소음방지 극장 문, 소박하지만 유용한 조

“어느 학교에서나 청소년들은 상처가 많았습니다. 경쟁사

명들의 배치와 무대를 내려다보게 만드는 관객석

회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처,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

이 특히 인상적이다. 문득 상념에서 깨어나 보니

모두들 외롭고 아프고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마음이 열리

어느덧 공연은 여고생의 깔깔거림을 진한 감동의

면 해결책은 자신들이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보듬어주니

눈물로 바꾸고 있었다. 공연장 바깥으로 나오니

학생들 스스로 해법을 제안합니다. 오히려 도덕적 교훈, 가

19회 전국청소년연극제 국무총리상, 2015 SAC
청소년연극제 단체대상 등 근 몇 년간의 연극제

르침, 강요는 반발만 부채질 합니다. 저는 치유가 근본이라

수상 역사가 전시되어 있다. 함형식 예술강사는

이 만들어졌습니다.”

는 취지로 학생들을 만났고 형식들을 결합하니 좋은 작품

예술강사풀제에 참여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예
술강사로 영등포여고와 인연을 맺고 있다.
학교 연극교육의 의미와 성과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예술에 대한 신념

그는 문제아의 대학입학,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자기 삶의 목적을 찾은 일, 자살시도 학생의 심리

“문화는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저의 신

학과 진학 등 많은 성장과 변화의 사례들을 만들

념이 현장 공연계의 활동에서 실망과 허탈로 다가왔고, 연

었다. 그가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얻은 감동

극수업에서 학교생활이 힘든 학생(이를 문제아라 하죠)을

이며 결실일 것이다. 12년간 지속된 강사와 아이
들의 성장사례가 이처럼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내

발견하면서 교육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2005년도
예술강사 연수 중 참여하게 된 연극치료 강좌로 마음의 변

자 학교도 달라졌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여러 학

화에 대해 관심이 생겼고요. 그 후 학생들의 변화도 보게

교 현장에서 학교가 예술강사를 교사와 같은 동

되었습니다. 학교 현장의 교육은 개인을 더 깊이 있는 변화

등한 교육자로 바라보지 않는 현실에서 많은 좌

로 이끌어 그 효용성이 아주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절과 낙담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가 학교 안에서
만들어 내는 연극교육은 경쟁이라는 사회구조에

12년 동안의 연극 교육은 그를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문화예술교육자로 변화시켰다. 그는

서 생긴 인간성의 상실, 공동체성의 상실에 따른

학생들의 이야기에서 뽑아 낸 날실과 씨실을 엮

연극제 수상 같은 좋은 성과만을 바라는 학교 교

어 연극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학생들 스스로는

육현장에서 연극교육이 개인의 성장이라는 측면

성장의 집을 짓는다. 여기에서 치유라는 이름의

에서도 유용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훌륭한 사례이

베틀은 성장이라는 각기 다른 모양의 무늬를 만

기도 하다. 이제 학교 교육현장에서도 연극교육의

드는 일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렇게

성과를 더 포괄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할 시

폐해에 따뜻한 치유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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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되었다는 생각을 해 본다.

다고 한다. 그는 학생들이 연극교육을 통해 이루
어내는 예술적 성장의 경험을 카타르시스라는 용

아동의 개인적 성장이 목적인 진보주의교육에서

어로 설명하였다. 이는 연극교육에서 대안을 제시

예술교육은 ‘~을 통해 배우기’를 강조한다. 이때

하기 전에 먼저 같이 슬퍼해주고 위로하며 공감하

개인적 성장이란 자아인식, 자신감, 지각, 구별하

고 치유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

는 능력, 도덕적 식별, 이해, 비판성을 포함한다.

다. 그런데 나는 그가 자신의 교육방식을 카타르

그래서 예술강사는 좀 더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시스라는 말 속에 한정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접근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이

생각을 했다. 그가 학생들과 하는 일을 카타르시

전의 경험에 새로운 것을 연결하도록 돕고, 동기

스라는 단어로 한정짓기에는 잠재적인 많은 것들

를 부여하기 위해 고심하고, 문맥에 대한 의식을

이 들어있고, 오히려 ‘공동체의 제의’로서의 역할

제공하고 향유와 흥분을 창조할 필요가 있다. 연

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 이야

극교육의 경우 공동창작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

기를 통한 집중과 몰입, 공연 관객의 환호가 개인

진다. 이 때 교사는 학생들이 단지 보이는 현상을

의 만족에서 그쳐야 할까? 사회와 가정에서 소외

넘어 그 이면에 현상을 만들어 내는 사회구조적

된 학생들이 친구와 선생님과 함께 한 연극경험을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카타르시스를 넘는 공동체의 제의적 경험으로 만
들고 해석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

그렇다면 연극작업에서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는
그는 교육에서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일까?
개인의 카타르시스를 넘어
“예술현장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연극을 하
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카타르시스 관점이 강했어요. 사

그의 연극교육은 자신을 집중시켜 만들어 내는 ‘자

실주의 연극이 좋았고 작품세계에 영향을 많이 미쳤죠. 유

존의 문제’와 공연이라는 ‘공동체 제의식’의 충족

진 오닐, 아서 밀러의 작품처럼 인간이 갖고 있는 내면의

감이 만들어내는 성장의 합주곡이다. 변증법적 과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들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공연을 만

정에서 정(正)-반(反)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을 때,

들 때도 아이들과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가 창작하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개인적

고 작품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주제는 가족, 교사와 학생,

성장의 궁극적인 질문이라면, 함형식 예술강사는

6.25전쟁, 4.19 시대 등 다양했으며 이곳에서 학생들은 자
신들의 이야기를 담고 긍정적이고 따뜻하게 마음을 움직이

정(正)의 영역에 있다. 교육의 백미는 정반합(正反

는 작품을 쓰게 되었지요.”

어쩌면 이는 모든 교육자의 희망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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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의 영역까지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아닐까?

오늘 관극한 <프라미스(PROMISE)> 역시 교사와
제자들의 따뜻한 성장기를 다룬 작품이었다. 관객

여러 가지 면에서 본받을만한 함형식 예술강사의

은 눈물을 글썽거리며 감동했다. 연극제 심사평에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연극교육이 학교 교육현

서도 따뜻하고 긍정적인 작품에 대한 호평이 있었

장에서 가지는 가능성을 더 넓게 바라보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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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에 다시 한 번 박수와 환호를 보내고 싶다.

다. 문화예술교육의 지평이 넓혀지고 있는 것 같
아 앞으로 기대가 된다.
그는 예술강사를 “예술가가 교육자로 거듭나는
혁명적인 사건”이며 “나를 변화시킨 것이고 나의
목표이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술교육을 “사람을 만나는 일, 사람을 변
화시키는 일”이라고 말 하고 있다.
문득 시 하나가 생각난다. 음악이 흐르면 참 좋겠
다. 그것은 각자가 상상으로 만들어 듣자.

함형식
극단 소금창고 대표이자 연출가로서 오랫동안 대학로에서
활동했고,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변신> <중근처럼> <프라미스>
<세일즈맨의 죽음>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연극협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청소년 연극분과를
담당했으며, 한
 국연극치료협회 자격증과정을 수료하고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연극치료 석사과정을 수료했고 대한
통합의학 아카데미에서 대체의학과정을 수료하였다. 2002년부터
문화예술교육자로서 사회문화예술교육과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두루 참여했고, 예술강사라는 명칭으로 학생들과 인연을 맺은
것은 2004년 영등포여자고등학교에 출강하면서 부터이다.
학교에서 만난 청소년들이 예술교육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경험하며 세상을 바꾸는 예술의 힘을 실감하게 되었다.

방문객
정현종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정지은
1963년 서울 생. 중앙대에서 연출을 공부했다. <백두거인의
비밀>, 양평세월마을학교 공동체연극 <달님과 손뼉 치기> 외
다수 작품을 연출했다. 1991년부터 교육연극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지금도 여러 수업과 교사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마포, 성남, 고양, 경기 등 여러
지역 문화재단에서 교육 자문 및 연구사업에 참여했다. 현재
(사)연극놀이터 해마루 이사, 아트 페다고지 연구소 연구원,
전주교대 강사로 활동 중이다. 요즘 관심은 게슈탈트 심리학과
비고츠키이다.
cje8116@hanmail.net

마음이 오는 것이다 –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 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사진
윤영욱 (미디어아티스트)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9월 15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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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매만지는
소박한 손끝
선사고등학교 박정자 예술강사
박유미
미술작가

참으로 오랜만이다. 시선은 두리번거리며 기억을

이다. 학생들에 대한 그녀의 마음도 매일매일 쓸

쫓는다. 정문에 비치된 각종 행사 사진들과 알림

고 닦은 오래된 집 마냥 다정하다.

판, 복도 옆으로 길게 줄지은 교실들. ‘예나 지금
이나 학교는 그대로구나.’ 변함없는 교내 풍경에

사실 박정자 예술강사의 시작은 ‘우연’에서부터

마음을 놓으려는 찰나, 문득 학생이 그린 듯한 포

출발했다. ‘우연’히 인터넷 서핑을 하게 되었고 ‘우

스터 하나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포스터 속의 여

연’히 들어간 사이트에서 ‘우연’히 공예분야 예술

학생은 짙고 긴 속눈썹에 눈망울을 반짝이며 경

강사 공고를 보게 된 이래 지금까지 6년이라는 시

고한다. “화장은 적당히”

간을 공예 예술강사로 활동했다. 그러나 그녀는
시작부터 이미 준비된 예술강사였다. 미술심리치

풍경은 머물러도 사람은 변한다. 노랗게 염색

료사, 유아독서지도사, 문화예술교육사 등 아이들

한 머리의 여학생, 헤드폰을 목에 건 남학생,

을 보듬고 가르치는 일에 꾸준했다. 그리고 이 모

나름의 패션 센스로 스타일링 된 교복들, 학생

든 시간의 중심에는 그녀의 큰 딸이 있었다.

들은 학교 안에서도 저마다의 개성을 숨기지
않는다. “쌤! 쌤!” 선생님을 부르는 목소리에 거

“저는 큰 아이를 키우면서 가르치는 일에 관심을 가졌던 것

리낌이 없다.

같아요. 커가는 큰 아이를 보면서 아이의 나이에 맞게 관심
분야도 다양해졌고요. 이 나이에는 공예와 또 무엇을 통합

암사동 선사고등학교에서 공예를 가르치고 있는

하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독서치료사, 심리치료사 같이 다

박정자 예술강사의 수업이 시작되었다. 얼핏 스무

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졌던 거죠.”

명 남짓의 학생들이 대여섯씩 모여 앉아 꼼지락
대며 손을 움직인다. 선생님은 그 사이를 수업 내

딸과 교감하기 위해 시작한 배움과 가르침이 예술

내 오가며 아이들과 얼굴을 맞대고 손을 고쳐 쥐

강사로서 활동하는 현재의 밑거름이 되었다. 지금

어 준다. 참 자연스럽다.

은 어느덧 성인이 된 큰 딸과 아직 초등학생인 작은
딸까지, 두 자녀는 여전히 박정자 예술강사의 든든
한 지원군이다. 학생들이 무엇을 좋아할지, 어려워

우연인 듯 필연

할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두 딸과 먼저 수업과
정을 손수 테스트해 본다. 무엇을 가르치면 좋을까

올해로 6년째 예술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정자
예술강사는 선사고등학교에서만 벌써 4년째 공예

를 고민하기보다는 무엇을 배우면 좋아할까 아이들
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는 마음이 전해진다.

수업을 맡고 있다. 그래서인지 그녀가 선사고등학
교에 대해 가지는 애정은 남달랐다. 실습실 한켠
에 놓인 도예 수업의 결과물들을 하나하나 들어

서툴지만 자유롭게

보여주며 너무 귀엽지 않느냐며 연신 흐뭇해하기
도 하고 아이들 감각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자랑
을 늘어놓기도 하는 모습이 딱 고슴도치 어미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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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자 예술강사의 수업 과정은 1년에 대여섯 작
품을 완성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모두 그 중의

한 작품씩은 꼭 학교 축제의 전시에 출품하도록

는 이제 우리의 욕망을 넘어 우리를 규정하는 강

하고 있다. 꽤 여유 있는 일정처럼 보일지도 모르

력한 행위이다. 때문에 소비의 시대에 나고 자란

겠으나, 수업 시간은 생각보다 정신없고 바쁘게

학생들에게 제작하고 생산하는 공예 수업의 경험

흐른다. 연필 깎는 법부터 바늘에 실 꿰는 법, 먹

은 비일상적일 수밖에 없다. 박정자 예술강사는

지 쓰는 법, 정교하게 가위질 하는 법 같이 기본

바로 이러한 비일상적인 생경함에서 학생들이 해

적인 도구 사용법이나 아주 간단한 기법도 학생

방감을 느끼고 위안을 얻는다고 말한다.

들에게는 낯설고 어색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학생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남학생들이야말

“여기 오면 아이들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시험 때도

로 대략 난감이다. 살뜰한 박정자 예술강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시험 전 주 3, 4일 남겨놓았을 때면 예

남학생들은 깊은 한숨이다. 실제로 필자가 수업을

민하잖아요. 처음에는 자습하면 안돼요? 그랬는데 지금은

참관한 날, 합판에 먹지를 대고 아이디어 스케치

그냥 작업을 하자고 해요. 애들이 이걸 하면서 스트레스를

를 옮기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손쉬워 보이는 과

푸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에도 질문은 계속되었고 도움을 요청하는 부름
이 끊이질 않아 조금 당황스러웠다.
작업의 추억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연필도 직접 칼로 깎아서 다녔잖아
요. 근데 우리 애들은 연필도 혼자서 잘 못 깎아요. 바늘구

학생들의 일상은 모두 정해져 있다. 정해진 시간

멍에 실을 넣는 것도 힘들어해요. 가위질을 잘 못하는 친구

과 공간에서 정해진 과목과 분량을 소화해내야

들도 상당수 있고요. 우리랑 많이 다르지만 이게 현실이에

하고 정해진 척도로 평가 받는다. 학창시절에는

요. 그동안 체험이 많이 부족했던 거죠. 손사용이 너무 없

모두 같은 운명공동체인 양 ‘남들도 다 하니까’ 위

었던 거예요.”

안하며 보냈다. 그 일상을 이제와 다시 하라면 고
개가 절로 가로저어진다. 박정자 예술강사 역시

요즘은 단 돈 몇 천원으로도 살 수 있는 매끈하고

학생들 하나하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예쁜 상품들이 넘쳐나니 굳이 자신의 손으로 공

솔직하고 자기 주관이 강한데 어른들이 정해놓은

들이고 시간을 들여 만들어 쓸 필요가 없다. 소비

미래에 맞춰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은 아닌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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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굉장히 넓고 다양한 선택의 폭이 있는데 너

늘 따뜻할 것 같기만 한 그녀도 이 원칙에 대해

무 일찍부터 한정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고

서만큼은 아이들에게 수시로 잔소리한다. 아이들

안쓰럽다. 그래서 학생들의 작업에 담기는 그들의

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번 멈추어버리

개성이 더욱 소중하다. 아이들은 무엇 하나 가만

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끝을 맞이하

히 놔두지 않는다. 자기 것으로 바꾸고 자기가 하

게 된다는 것을 숱한 경험을 통해 목격했기 때문

고 싶은 말을 담는다. 아이들의 감각이 손을 타고

이다.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른 채 이미 익

작품에 스민다. 박정자 예술강사가 궁극적으로 아

숙해져 버린 소위 ‘잘 한다’는 기준, 아이들은 이

이들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과정이

기준 때문에 쉽게 절망하고 포기해버린다. 박정자

다. 규율 속에서, 시선 속에서는 결코 자유롭지 못

예술강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롯이 혼자의 힘으

했던 자기 개성을 표출하는 경험, 그리고 그 때의

로 할 수 있는 공예의 작업 과정이 아이들에게 보

자유로움을 그녀는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주고 싶

다 새로운 목적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믿는다.

다. 조금이라도 기억하게 해주고 싶다.

하지만 성적과는 관계가 없는 예술 활동이기에
학생들에게 충분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이 말처

“저랑 수업을 했던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손으로 만들어가는

럼 쉽지가 않다. 그럼에도 그녀는 이 작은 일에도

즐거움을 기억하길 바라요. 아이들이 훗날 이 공간에서 있었

포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며 힘주어 말한다.

던 추억을, 이 시간을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공부와는 상관
없이 여기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머리

“여기서 배우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것

를 맞대고 이야기하는 이 시간들이 아이들의 기억 속에 좋은

같아요. 몇 가지 기법들을 배우는 것, 그것이 아이들에게

추억으로 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나가는 과정, 중간 중간 단
계마다 주어진 과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힘을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는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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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웠으면 좋겠어요.”

박정자 예술강사의 수업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

자기 내적 동력으로 작업하기, 그리고 포기하지

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 것”

않을 것. 필자 역시도 작가로서 내내 지키고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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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는 원칙이다. 그게 뭐 그리 힘드냐며 웃을지
도 모르겠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오늘까지 간신히
붙들고 있는 형편이다. 마감에 익숙하고 평가가
당연했던 시간이 길었기 때문이 아닐까 변명하게
된다. 그래서 자못 소박해 보이는 박정자 예술강
사의 수업 원칙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박정자 예술강사의 눈에는 아이들이 이럴 때도 예
쁘고 저럴 때도 예쁘다. 몽룡 등에 업힌 춘향이 마
냥 이리저리 다 예쁘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공예 수업에서만큼은 잘해야 한다는 짐을 내려놓
고 그저 즐기기를 바란다. 아이들이 작업에 심취
하고 열중하는 모습도 그녀에게는 감동이다. 이제
는 작업 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잘 못했다는 생
각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나가는 아이
들이 많아졌다. 남들보다 조금 느려도 새로 시작
해서 꾸준히 완성해내는 용기도 보여준다. 박정자
예술강사의 애정 듬뿍 잔소리가 조금씩 효력을 발
휘하고 있는 셈이다. 그녀는 이렇게 합(合)이 맞기
까지는 시간의 공이 분명 필요하다고 말한다.

박정자
공예 예술강사 6년차다. 첫째 아이와의 교감을 위해
미술심리치료사, 유아독서지도사, 놀이수학지도사 등을
취득하며 아이와 함께 성장했다. 2010년 공예 예술강사로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간의 성장이 많은 아이들을 만나는데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 공예 예술교육을 통해 공부, 평가 그리고
더 이상 손으로 무언가 만들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에게 손으로
만들어 가는 즐거움과 함께 스스로의 개성을 표출하는 경험을
선물하고 싶다.

“장소를 계속 옮겨 다니는 것보다 한 곳에서 장기적인 계획
을 안정적으로 짤 수 있는 기반이 생기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술강사에게도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만들
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시간은 서로에게 모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공예 수업을 학생들의 심리 치료와 접목
해보고 싶다는 박정자 예술강사는 지금도 장애인
대상의 공예 수업을 병행하며 한걸음씩 꾸준하게
나아가고 있다. 대단히 특별한 예술적 감각을 이
끌어내는 선생님이기 보다는 아이들에게 언제나

박유미
설치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매체에 관심이 많은 미술작가.
2013년 개인전 《what a wonderful world》 외에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으며 2014년 아르코 퍼블릭아트 프로젝트 ‘마로니에
다방’을 기획했다. 어린이 예술교육에도 관심이 많다. 여전히
예술로 말하고 예술을 가르치는 작가 겸 강사로 목하 활동
중이다.
Gomako1983@hanmail.net

따뜻하고 편안한 선생님으로 다가가고 싶은 것이
그녀의 희망이다. 외람되지만 그 소박한 바람이
참 예쁘다. 작품을 매만지듯 아이들의 마음까지
보듬는 박정자 예술강사의 손끝이 또 자연스럽다.

사진
윤영욱 (미디어아티스트)

그녀의 걸음은 오늘도 현재진행형이다. 느리지만
분명한 보폭으로 그렇게 언제까지고 아이들과 나
란히 걸어주기를 바란다.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9월 22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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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몸으로 귀 기울이는
엄마의 마음
김포시장애인복지관 이연숙 예술강사
이선영
트러스트무용단

아담한 크기의 회색빛 카펫이 깔려있는 교실을

보는 내도록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일었다.

안내 받고 들어 설 무렵 뒤이어 들어오는 아이
들, 낮선 우리 일행이 궁금한지 연신 “누구세요?”

이연숙 예술강사는 많은 예술활동과 교육활동 경

를 반복해 물어 본다. 대답을 해 줘도 묻고 또 묻

력을 가진 베테랑 강사이다. 장애인 예술강사로

는가 하면 “안녕하세요!”라고 먼저 인사를 건네도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배시시 웃기만 하는 아이

는 올해가 8년째라고 말하며 장애아동 예술교육
을 시작하면서 예술강사로 또 다른 보람과 행복

까지 그 모습이 참으로 다양하다. 이렇게 부모님

을 느끼고 있다며 웃음을 짓는다.

의 손을 잡고 아이들이 모인 곳은 김포시장애인
복지관이다.
예술가로 또한 예술교육자로 많은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는
벌써 1년 남 짓 이곳을 다니고 있다는 아이들의
모습에는 익숙한 듯 편안함이 묻어 나왔고 공간

데 장애인 예술교육에 까지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을 여기 저기 뛰어 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오

사실 장애인을 만나면 선뜻 다가서지 못하는 것

늘 수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갔다. 이연숙 예술

이 우리 비장애인들 같아요. 다름에 대한 낯설음

강사를 중심으로 두 명의 복지관 교사와 네 명의

과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아이들이 함께하는 수업은 서로의 안부를 묻는

때문인데, 저도 비슷했어요. 그런데 오래전 노인

것으로 시작되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어르신들과 함께 봉사활

있으셨나요?

동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이 장애인 마을공
산만하게 돌아다니던 아이들은 이연숙 예술강사

동체였어요. 그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이

의 지도에 따라 원으로 둘러앉아 노래와 움직임

후 식사시간에 선천적인 지체장애로 누구의 도움

으로 구성된 수업의 흐름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

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을 보게 되었어

어갔고, 조금 전 모습과는 다르게 수업에 집중 하

요. 조금 낯설긴 했지만 옆에서 밥도 먹여 드리며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복적인 노래와 움직임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그 분과의 짧은 만남과 헤

활동은 아이들의 수행능력에 맞도록 충분한 시간

어짐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계기를 만들어

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빛을 이용한 그림자놀이

주었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하여 창의적 예술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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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하기에 잘 구성된 수업이었다. 이렇게 1시간

그날 봉사를 마치고 돌아갈 때 그분이 내년에도

가량의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장애아동들의 특성

꼭 오라며 기다리겠다고 하셨고, 저도 그러겠노라

상 나타나는 돌발 행동은 간간히, 때로는 오랜 시

약속을 하고 헤어졌어요. 그 후 다시 그곳을 찾아

간 지속되기도 했는데, 이연숙 예술강사는 이조차

갔는데 그분 자리가 비어 있어서 물어보니 돌아

아이들의 언어이고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무용선생님은 왜 안 오

듯 아이를 품에 안기도 하고 때로는 그 행동을 읽

시냐며 계속 기다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마

어내려 듯 마음을 쏟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갓

음이 먹먹해 졌어요. ‘내가 너무 늦게 왔구나.’ 하

난아기의 필요를 채우려는 엄마의 마음이 느껴져

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오래도록 아팠어요. 그

2015 arte 365

후에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나를 필요로 하는 곳

비장애아동 예술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이 어디일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즈음 장

생각해요.

애아동 무용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서슴
지 않고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장애인의 경우 복합장애를 가진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서
신체적 인지적 측면에 큰 편차를 보일 텐데 이런 경우 무엇

그렇게 시작된 장애아동 무용예술교육은 어떠셨나요?

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준비, 진행 하시나요?

처음에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우선 능력의 차이를 이해하며 조화롭게 상호작용

아니라 내 기준에 맞춰서 뭔가를 하나라도 더 해

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해요.

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

그리고 수업의 수준은 수행능력이 낮은 아이들이

니 어느 순간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제 모습

그 기준이 되도록 하는데 이때 수행능력이 좋은

을 보게 되었어요. 열정만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

아이들이 지루해 할 수 있어서 개인의 가능성을

는 나를 위한 수업을 한 거죠. 부끄럽지만 처음은

최대한 자극하여 다양한 표현을 유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시행착오를 많이도 겪었어요. 그러면서 하

아이들이 서로 도우며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도

나둘 고쳐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해요. 그렇게 하면 모두 다 함께 성취감도 느끼고
자부심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리더십도 생기는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 무용교육 시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것을 볼 수 있어요.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를

장애인의 경우 그 특수성 때문에 비장애인과 같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보다 친구가 도와주면 훨씬

은 방법으로 수업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 이예

빨리 인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요. 그래서 시작부터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

상호작용을 통해 수업 목표에 함께 오르게 하는

가 있다고 생각해요. 비장애아동과 달리 장애아동

방법을 찾아가고 있어요.

의 경우는 머리가 아닌 오감으로 먼저 느끼고 오
감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해요. 머리

몸으로 표현 하는 무용 활동의 특성과 장애아동의 특수성으

보다 오감으로 감각되어질 때 움직임이라는 표현

로 인해 수업 진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의 과

어려움은 아이들의 감정조절과 신체조절 능력에

정에는 계속되는 자극이 필요하고 그것으로 오감

서 나타나요. 장애아동들은 공간인식이 안 되기

을 깨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것이 장애아동과

때문에 나와 타인과의 거리조절이 안 되서 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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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요. 조금이라도 자신

는 것을 지켜보며 기다리고 배려하는 모습도 변

의 자리를 침범하면 신체적 행동을 하거나 감정

화의 한 모습 이예요. 처음에는 공격적이고 폭력

이 폭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업할 때 가

적인 모습을 보이던 아이가 그러한 행동이 많이

장 중요한 것은 공간인식과 신체조절, 감정조절에

감소된다거나 자폐로 아무런 반응이 없던 아이가

초점을 두고 관계를 적용한 반복적인 활동을 통

소리를 내고 눈 맞춤이 가능해지는 등 많은 변화

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를 보여 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서로가 서로
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지체장애로 인한 어려움인데 장애 정
도에 따라서 움직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무용 예술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친구들이 그 아이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는 움

것을 보면 어떠세요?

직임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 비록 자신은 움

사실 이곳 복지관에 나올 정도가 되면 정말 축복

직이지 못하지만 나도 수업에 참여하고 있고 주

받은 아이들이죠. 가정에서의 경제적 지원과 장

인공으로 주목 받았다는 것에 대해 만족감을 느

애아동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부모님

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소

밑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다른

외되지 않는 수업으로 ‘함께’라는 관계성을 자연

열악한 시설이나 가정에만 있는 아이들도 많아요.

스럽게 경험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이 아니어도 다른 기관으로도

활동영역이 좁고 사회성이 낮은 장애인들이 이러한 수업을

예술강사들이 많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각을 하게 되요. 그러기위해서는 장애아동을 가르

변화는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전체적

칠 수 있는 예술강사가 좀 더 많이 배출되어서 함

으로 가장 큰 변화는 집중력이 생긴 거예요. 원으

께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더 많은 아이들이

로 앉아서 수업을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앉는 것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집중이 안 되던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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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앉는 것 뿐 아니라 다
음 순서에 대한 인식도 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자

장애인 예술교육을 준비 중인 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신을 표현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다른 사람이 하

장애아동을 만날 때에는 사전 지식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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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많은 공부를 해야 하구요. 특수아동에 대한 전문

다고 말하던 이연숙 예술강사의 모습이 아직도

지식이 없이는 장애아동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

눈에 선하다.

에 지식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지만, 아이들을
실제로 만나서 수업을 할 때에는 이론과 지식 위

인터뷰가 시작되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녀

에 마음이 먼저여야 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

의 눈빛 속에서 사라지지 않던 간절함. 그것은 아

요. 그럴 때 아이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설 수

마도 장애아동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다리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머리로 하는 수

가 되어 주고 싶은 그녀의 간절한 마음 때문이 아

업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수업을 할 때

닐까. 소리치고 품에 안기고 도망가기를 반복하는

강사 또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그들의 세계에 귀 기울이며 또 다른 예술
세계로 안내하는 이연숙 예술강사의 마음에 항상

장애인 예술교육을 하시면서 자부심, 어려운 점과 현재까지

생명수가 넘쳐나길 바래본다.

도 가장 크게 도전 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요?
아이들을 대하는 것은 항상 조심스러워요. 장애
아동은 유리병 속에 있는 듯해요. 이 유리병이라
는 것이 잘못하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쁘게
잘 닦아서 다른 곳에 옮기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
고 생각해요. 그렇게 예쁘게 성장시키고 자기 나
름대로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게 돕는 일에 책
임감을 느껴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예술교육
을 하는 저에게 대단하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 물
론 이 일을 하는 저 스스로가 자랑스럽기도 하지
만 나를 그렇게 봐주는 것만이 제가 느끼는 자부
심의 전부는 아니에요. 아이들을 통해서 얻는 기
쁨이 저의 자부심이자 행복이에요. 저는 이 아이
들을 통해 기다림을 배우고 참된 의미의 배려가
무엇인지 깨달아 가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 날마다 도전하며 배움

이연숙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무용과 학사, 체육학과 석사과정을
마쳤다. 졸업 후 공연활동과 함께 노인대학, 학교 등에서
무용교육을 했다. 2007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로 장애아동들을 만나고 있다.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시작했던 아이들과의 만남은 세상으로부터 닫힌 마음을
열어주고,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움직임, 표현들은 세상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다.
지식을 넘어 마음으로 만나기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의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연숙 강사님에게 ‘예술교육’이란?
오아시스.
예술교육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이
루고 끝내는 것이 아이라 그 안에서 감정, 생각
등을 무한대로 표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오아시
스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은 저에게 생
명수이자, 제가 살아 갈 수 있는 버팀목이에요.

이선영
현재 트러스트무용단에서 창작활동과 예술교육을 병행하며
활동 중이다. 예술교육의 전반을 담당하며 예술가가 가르치는
예술교육이라는 관점으로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을 위한
무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단원들 교육과 더불어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mbc417@hotmail.com

아이들과 만나다보면 머리 보다는 마음으로 다
가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다며 절실
함을 담아 말했다. 교육에 앞서 아이들과 진정

사진
사진 _ 윤영욱(미디어아티스트), 마루스튜디오

한 소통을 위해서는 진실함이 필요하며 그렇게
다가 설 때 비로소 아이들이 다가와 품에 안기
고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경험하게 된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10월 13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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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결한
마법지팡이
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탭TAP 탭TAP’
조숙경
그림책작가

중학교 교복을 입은 짧은 커트머리의 귀여운 소녀가 무대 위에서 독백을 하고 있다.
“아! 어떡하지. 그래! 이 마법의 안경을 쓰면 다시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떨리는 손으로 마법의 안경을 쓴 소녀는 ‘애들아!’ 소리치며 무대 뒤로 사라져버렸다.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탭TAP 탭TAP’에 참여한 평촌중학교 연극반의 공연 <엠앤매직(M&Magic)>의 마지막 장면이다.
오늘 본 연극은 예술가와의 협업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이야기를 창작하고 기획하여 무대에 올린 열흘간의 결과물이다.
무엇보다 협력과 소통이 중요한 집단예술인 연극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무엇을 느꼈을까?
강사와 주인공 친구는 공통적으로 친구관계의 변화를 이야기하였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무대에 올리기 위해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가운데 더욱 친밀한 친구관계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배우, 스텝, 무대제작 등의 역할분담을 통해 자신만의 재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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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몸과 맘으로 느꼈던 소통은 한편의 연극무대를 완성시키기 위한 꿈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학교와 학원공부, 카톡, 게임하느라 바쁜 요즘 아이들에게 그 꿈은 어떤 의미였을까?
한 곳을 바라보고 함께 꿈꿀 수 있었던 시간 속에 아이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배우고, 자신들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친구들의 연극을 보고 난 뒤 극장을 나서는 아이들의 등에 커다란 책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어쩌면 저 가방에는 교과서나 참고서 대신 마법지팡이와 모자 그리고 망토, 빗자루 같은 마법도구가 잔뜩 들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꿈꾸는 아이들만 가질 수 있는 마법의 능력 같은 것이 생겨날 것만 같았다.
‘휘리릭’하고 세상을 향해 마법지팡이를 휘둘러줄 아이들의 순결한 마법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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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을 알아가는
무용수업
대원외국어고등학교 김옥희 예술강사
홍은지
연극·무용 연출가

김옥희 예술강사가 진행하는 무용수업을 참관하

몸은 언어가 되고 대화가 되고 놀이가 되어

기 위해 서울 대원외고를 찾았다. 이곳은 한국의
입시교육을 둘러싼 쟁점들이 다루어질 때마다 빠

오늘 수업은 무엇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는지 궁금하다.

짐없이 등장하는, 그 정점에 위치한 학교들 중 하

오늘 수업은 연간계획안 중 현대무용부분이다. 현

나일 것이다. 약간의 긴장감을 어깨로 느끼며 교

대무용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테크닉의 원리들을

정에 들어서자 점심시간이 막 끝났는지 교정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일상의 춤들과 연결해보는 수업

볕을 쬐는 학생들이 여기저기 보였다. 수업이 진

이다. 학생들이 많이 접하는 대중적인 댄스의 움

행될 건물 5층에 위치한 무용실로 안내를 받고 얼

직임도 예술무용의 원리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

마 후 학생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삼

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역사적

십 여명의 남학생, 여학생들이 왁자지껄 떠들고

인 배경 설명과 그 안에서 예술은 무엇을 추구 했

있었는데 어느새 수업이 진행되고 학생들은 줄을

는가 등의 질문들을 하며 생각하는 기회를 갖는

맞추어 서서 자연스럽게 김옥희 예술강사의 수업

시간이었다. 이 수업은 1학기에 발레수업으로 시
작해 현대무용으로 연결되는데, 지난 한 학기 내

에 집중하고 있었다.

내 힘든 발레수업을 하면서 누적된 경험과 그 연
“발레는 긴장 속에 최고의 선을 추구했다면 현대무용은 긴

속성 안에서 학생들이 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장과 이완 속에 자기 몸을 통제하고 해방감을 얻는 자유로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기 몸을 이해

운 춤입니다.”

하고 자기 몸과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그는 한손에는 마이크를 들고 설명하는 동시에,

예술강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학생들과 만나게

학생들 앞이나 뒤에 서서, 또는 그 사이로 다니면

된 계기를 듣고 싶다.

공간 배치를 거부하며 감각이 깨어나도록 끊임없

30대에는 공연예술 현장에 있었고, 그 후 대학에
서 무용 전공자들을 가르쳤다. 그러던 중 내 안에

이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듯 수업을 진행하고 있

많은 질문이 생겼다. 이들은 왜 춤을 출까? 나에

었다. 무용실 공간을 종횡무진하며 학생들에게 쉼

게 춤은 무엇일까? 왜 춤을 ‘추지’ 않고 끊임없이

없이 말을 걸고 몸을 움직여 시도할 수 있도록 열

기능을 ‘습득’해야 하는지, 또 나는 왜 그것을 가

정적이고 역동적으로 수업을 이끌어갔다. 앞쪽 교

르쳐야 하는지 등과 같은 회의가 들었다. 그러던

탁 주변에서 시작된 이 수업은 마지막에는 문이

중, 자기 몸에 대한 고민, 삶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는 뒤쪽에서 인사를 나누며 끝났다. 학교 안에

있는 한 친구와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춤으로 풀

서 어김없이 지켜지는 앞쪽 교탁과 그 이하 학생

어냈는데 그 후 많은 변화를 겪었다. 무용이란 나

들의 자리라는 공간배치가 이 수업에서만큼은 흔

로부터 시작해서 내 몸을 알고 나를 발견하는 시

들려 사라진 상태랄까. 김옥희 예술강사의 수업시

간이 되고 이것이 쌓여 기능으로 익혀져야 하는

간이 그렇게 마무리 되고, 인터뷰가 이어졌다.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용 전공자 뿐

서 자신의 위치를 수시로 바꾸었다. 마치 고정된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몸에 대한 원초적인 예술
매체로서 무용을 경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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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전공자가 아

그 동안 교육현장에서 만나온 학생들은 어떤 모습일지 궁

닌 일반인들을 만나고 싶다는 바램을 갖고 있던

금하다.

차에 예술강사 제도를 알게 되었고 2007년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나와 보니

많은 학생들이 신체의 불균형이나 두통, 요통 등

무용수업은 댄스를 배우는 시간, 이런 공식이 대

호소하는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몸에 대

체로 학교 현장에서 무용수업에 대해 갖는 일반

한 지각능력이 있다는 의미다. 중요한 건 내가 어

적인 기대치였다. 첫해 나갔던 학교에서 대부분의

떤 상태인가를 느끼는 몸이어야 한다. 내가 어느

아이들은 “춤추기 싫어요.” “몸 움직이기 싫어요.”

줄에 서 있는지, 옆에 누가 있는지, 이 순간 내가

라는 반응을 보였었다. 하지만 조금씩 마음이 통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아차려야 내가 여기

하면서 몸도 따라와 주기 시작했다.

에 있는 것이다. 그런 의식이 없으면 내 몸이 어

통증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자기가 가진 통증을

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게 된다. 내 몸을 먼저 지
이 수업이 다른 수업과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

탱해야 규칙 안에 서로 협업이 가능해진다. 아이

2009년 처음 이 학교에 왔을 때 무용을 통해 (전
공자가 아닌 일반)학생들을 만나겠다는 의지가 컸

들은 학교에서 열 시간 이상 같은 자세로 의자에

던 만큼 두려움도 컸다. 그런데 이 수업의 의미나

무용수업에 오면 산만할 수밖에 없다. 의자를 떠

가치를 오히려 아이들을 통해 알게 되었다. 학생

났으니까 마음껏 뛰고 장난치고 싶어 한다. 그럴

들이 무용수업에 대해 쓴 글 중에 ‘내 몸을 알아가

때 아이들에게 규칙을 알려주고 그것을 지켜준다

기’라는 표현이 있었다. 예술교육으로서 무용수업

면 훨씬 더 자유롭게 춤추고 대화하는 것이 가능

은, 학생들에게 무용배우기가 아니라 무용을 통해

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앉아있는 생활을 한다. 그 중 한 시간 주어지는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중요한건 학생들
이 내 몸을 모른다는 것이다. 움직임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내 몸의 감각능력. 나의 몸을 열고, 내

존중하고 인정하고 어우러지는 훈련

몸이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내 몸
으로부터 나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때 비

무용은 중간 매체 없이 오롯이 내 몸으로 표현해야하는 장

로소 생각과 더불어 표현이 나올 수 있다. 내 몸

르이다.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할 텐데 어

을 알게 되었을 때 몸은 언어가 되고 대화가 되고

려운 점은 없나?

놀이가 되어 예술무용에도 과감하게 도전하게 된

아침 첫 수업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친구들의 몸

다. “저는 몸이 뻣뻣해서 무용을 못해요.” “저는

이 가장 어렵다. 깨어난 지 불과 한 시간 반 만인

발레하는 몸이 아니예요.”라고 하는데 발레하는
몸이기 이전에 ‘몸’이어야 한다. 그 부분이 핵심이

아침 8시 20분에 첫 수업으로 무용을 시작해야하
는 건 공포에 가깝다. 무겁고 졸린 몸을 이끌고 들

되어, 내 몸을 알아가고 조절하면서 자기를 실현

어오는 학생들에게 어떤 말을 걸어서 오늘의 수

해나가는 것, 이 과정을 체험하고 또 일상과 연계

업을 이끌어낼 것인가가 관건이다. 아이들은 자신

해보도록 하는 것이 예술교육에서 무용수업이 갖

의 얘기와 상관없는 건 재미없어한다. 어떤 즐거

는 의미이고 가치라고 생각한다.

움으로 그들을 열어주면 그들의 몸이 움직일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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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항상 고민이다. 그들의 몸 상태라든지 일

든 예술이다. 한국 궁중무용이 갖는 감수성, 철학

상생활에 대한 말 걸기를 시작하면 아이들은 참여

등을 알고 오행의 원리, 몸의 원리를 찾아가는 것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이미 움직임은 다양하게 발

에 아이들은 그다지 흥미 없어한다. 수업을 진행

현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학기 초반에는

한 후 다시 아이들에게 궁중무용을 소개하기는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수업을 못해요.”라고 말하

쉽지 않겠다는 좌절감에 빠져있었다. 그러던 어

던 학생들이 하반기쯤 되면 “몸이 안 좋은데 어떻

느 날 궁중무용에서 원을 돌며 추는 회무를 진행

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물으며 먼저 다가온다.

하던 중 한 친구가 “선생님 제가 도니까 우주도
같이 돌아요.”라는 말을 했다. “제가 돌았는데 전

지향하는 예술교육의 철학이랄까, 예술교육이 나아갔으면

체가 다 돌면서 제가 굉장히 커지는 느낌이에요.”

하는 방향에 대해 듣고 싶다.

그 순간 그 친구는 자기 몸의 몰입상태, 몸과 정

예술강사를 하면서 학생들이 말을 잘 들어주면

신이 하나로 만난 상태를 경험한 것이다. 그 후

그 친구가 예쁘고 그렇지 않으면 속상해진다. 하

아이들 사이에서 ‘우주랑 함께 돌았다’는 말이 번

루살이에게도 그 하루가 힘들듯 어른들만 사는

지면서 엄청난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게 힘든 건 아니다. 이 친구들에게도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수많은 선택과

수업을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예술강사로서

판단을 해야 하고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고 행동

확신과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항상 고민

해야한다. 그 순간 어떤 행동이 수업을 진행하는

에 빠진다. ‘이건 반응이 없을 텐데 다른 걸로 바

나에게 불편하게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모든 생명

꿀까, 아니 아이들에게는 어떤 체험이 될지 모르

은 살아 움직이느라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닐까. 자

잖아.’ 그런데 섣불리 이건 아이들에게 너무 힘들

꾸 잘잘못만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모든 순

고 재미없을 거라고 속단할 문제가 아니었다. 각

간이 살아내기 위한 움직임이 아닐까. 그렇다면

각의 무용마다 갖고 있는 원리와 의미들이 분명

친구들의 조그만 실수도 미워할 일이 아니고 실

하다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

수로 볼 일도 아니다, 라는 것을 시간이 꽤 지난

다는 것을 그 때 알았다. 그 경험을 통해 많이 반

다음에야 알게 되었다.

성했던 기억이 난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친구들이 자기 색깔, 자
기다움을 못 찾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항상 눌려

틀에 박힌? 늘 역동적인!

있고 자신 없어 하고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는 모
습을 보면 안타깝다. 무용은 스스로 자기다움을

예술강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이야

찾아가는, 몸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기가 있다면.

길이라고 생각한다. 자기다움을 찾으면 그 다음

예술수업을 한다는 건 항상 창의적인 순간이자

타인에 대한 존중이 생긴다. 타인의 몸짓과 나의

나를 실현하는 순간이 되어 스스로 성찰할 수 있

몸짓이 다름을 지켜보고 인정해주다보면 내가 못

는 시간이 되어야 그 다음을 이어나갈 수 있다.

해도 불안하지 않게 된다. 무용수업 안에서 자기

예술교육자로 학교에 오다보니 학교가 직장인양

다움을 찾고 더불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틀에 박히게 되는 것이 두렵다. 몸을 움직여 수업

걸 보면서 결국 나를 인정하고 친구들을 인정하

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항상 능동적으로 아이들을

면서 어우러질 때 비로소 편안한 시간, 행복한 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틀에 박히기 시

간을 맞게 됨을 발견한다. 이런 부분이 삶으로 확

작하면 몸이 귀찮아지기 시작한다. 인간은 어쩔

장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작게는 무용수업 안에

수 없이 편한 것을 찾고 틀에 맞추려고 하는 것

서 훈련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같다. 하지만 아이들을 만나는 설렘과 즐거움, 그
것이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 노력

다양한 수업과정을 진행하면서 인상적인 순간이나 기억에

한다. 어떤 것이든 고정하거나 획일화하지 않고

남는 경험이 있다면?

항상 역동적으로 삶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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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안에 있다. 그 본분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인 탈춤 등과 비교하면 궁중무용은 다가가기 힘

위해 요즘 나 스스로 경계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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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에 ‘예술강사’라는 역할이 존재한지는 얼
마 되지 않아 선례가 없기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
들이 있다. 예술교육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
적인 장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난 십여 년 간
많은 분들의 노력도 사라져버릴 수 있다. 예술교
육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
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일 년에
열 번도 되지 않는 수업 안에서 학생들이 체험하
고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장에는
여전히 많은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는데 예술교육
이 학교 안에 안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는 강
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

김옥희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를 졸업하고 무용수이자 안무가로
공연예술 현장에서 활동했다. 대학에서 무용전공자 수업을 하며
춤에 대한 회의와 몸에 대한 깨달음(?)으로 무용전공자가 아닌
일반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2007년 예술강사를 시작했다. 춤을
배우는 수업이 아닌 자신의 몸을 알아가고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줄 아는 무용수업을 추구한다. 오늘도 10대들과
예술교육으로 만나며 아이들의 일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몸으로
표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며 알록달록하고 달달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김옥희 강사님께 ‘10대’란?
알록달록 컬러사탕 같다.
다양한 색깔과 달달하고 새콤한 맛. 10대들은 다
양함 그 자체이다. 물론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바
르게 정렬해있는 것이 나에게는 안정감을 준다.
하지만 10대들은 그게 잘 되지는 않는다. 그 자체
로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될 때까지 나에게는 시
련의 시간이었다. 한편으로는 그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만 또 한편 통제 안으로 들어

홍은지
다양한 공연방식을 고민하고 고안중인 공연예술 연출가.
얼라이브아츠 코모(alivearts co_mo, collecors of
moments)에서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순간을
채집하고 그 흔적을 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벙어리시인>
<카페더로스트> <야만적 낭만> 등을 연출했다.
eufy6542@hanmail.net

올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했다. 예술은 자유
롭게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또 그것을 다시 허무
는 과정이다. 10대는 그런 예술로 가장 많은 경험

사진
윤영욱 (미디어 아티스트)

을 할 수 있고, 가능성을 꽃 피울 수 있는 대상이
기 때문에 가장 만나고 싶고 함께 하고 싶다. 10
대는 항상 반짝반짝하다.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10월 27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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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성장만화 캐릭터
전주 문학초등학교 조송현 예술강사
강현정
효자문화의집 관장

전주 효자동에 위치한 문학초등학교 5학년 교실
에서는 만화수업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아이들은

처음부터 만화 그리는 것을 좋아하거나 잘하지

조송현 예술강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

않았던 어린 조송현은 그림 잘 그리던 친한 친구

고 있었고 여기저기 환호와 한숨이 교차한다. “다

를 따라 그리면서 만화를 시작했다. 손재주가 많

음에 그릴 것은 칭찬이예요.” 조송현 강사의 말에

았던 조송현 예술강사는 영화 <트랜스포머>에 나

아이들이 “아~” 하고 고개를 갸우뚱 거리며 고개

오는 로봇 같은 것을 지우개로 조각하는 것이 특

를 숙이고 열심히 그린다. 오늘 수업은 만화빙고,

기였다. 지금도 어머님께서 그때 만들었던 지우개

강사가 단어를 제시하면 그와 관련된 25가지 그
림을 자신이 넣고 싶은 칸에 그리고 아이들이 돌

조각을 담은 상자를 간직하고 계신다. 만화 <드래

아가면서 단어를 제시하면서 맞추는 게임이다. 조

거(지우개 조각) 가르쳐줘. 그럼 내가 그림 가르쳐

송현 예술강사가 진행하는 아이들을 위한 만화시

줄게.”하며 시작한 만화 그리기는 이제 조송현 예

간이다. ‘딩동댕동~’ 수업 끝을 알리는 종소리와

술강사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것이

함께 아이들의 아쉬운 표정으로 다음 만화수업을

되었다.

곤볼>을 유난히 잘 그렸던 그 친구로부터 “나 이

기약한다.
“중학교 3학년 때쯤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냥 즐거웠어요. 하얀 종이에 무엇인가 담을 수 있는 기쁨
졸라맨과 지우개 로봇

과 두려움. 지금도 아무것도 그려있지 않은 하얀 종이를 보
면 두려워요.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인가를 그려내는 기쁨.

인터뷰 전 조송현 예술강사가 전북문화예술교육

그 미묘한 감정 때문에 그림에 빠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원센터에 연재하고 있는 <조군의 강사생활>이
란 웹툰을 먼저 접하게 되어 조송현 예술강사가

하얀 종이위에 자신을 담아내고 그것에 대한 만

어떤 분일까 매우 궁금했다. 깔끔한 외모에 굵은

족과 위안을 받으면서 인생을 그려내고 있는 만

목소리 톤, 유머러스한 말솜씨까지 아이들이 좋

화작가, 새로운 도전을 계속 시도하는 자신의 자

아할 만한 스타일을 갖춘 남자강사, 그것도 만화

화상 같다.

장르이니 그 인기는 당연지사, 필자 역시 어린 시
절부터 만화를 좋아했던 사람이라 인터뷰 시간이
기다려졌다. “제가 소극적인 사람이라서 잘 이야

눈높이를 맞추고 위트 있게

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색한 기류 속에
서 시작한 인터뷰는 조송현 예술강사의 재치 있

만화애니메이션 학과에 입학해서 체계적인 교육

고 끊임없는 이야기로 한 시간이 짧게 느껴질 만

과정을 기대했지만 고등학교 시절 독학해서 공부

큼 편안하게 이어졌다.

했던 것과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해 크게 실망하
고 만화를 포기하려고 했던 시절도 있었다. 휴학

“졸라맨 부터 그렸고, 친구한테 못 그린다고 엄청 구박을

을 하고 군대 조교를 하면서 자신의 새로운 모습

받았죠.”

을 발견한 것이 또 다른 전환을 가져온다. 군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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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림을 그리지 않고 다른 길을 모색하려던 고

대로 하자는 의지를 담아 필명을 ‘집중력’으로 정

민 속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을 찾

했다. 필명을 정하고 ‘집중해서 그림 한번 제대로

게 된 것이다. “군대에서 조교를 했는데 제가 은

그려보자’ 하고 시작한 작품이 전북문화예술교육

근히 사람을 잘 가르치더라고요.” 제대 이후 다른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연재하고 있는 웹툰 <조군

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해보고 싶어서 미술학원에

의 강사생활>이다. 학과 후배들이나 친구들 중에

서 8개월 동안 만화수업을 시작했다. 그의 웹툰을

서 유명해진 사람도 있어서 상대적으로 능력이

보면 아이들 언어를 이해하고 눈높이를 맞추려는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제대로 하기 위해

노력에서 그 만의 특유한 위트가 보인다. 그렇지
만 처음부터 아이들 눈높이에서 함께 했던 건 아

100번 이상 집중하고 노력한다면 언젠가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만은 잃지 않는다. 천천히 가도

니었다.

포기하지 않는 더디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근성을 가지고 만화작가의 길을 가려는 조송현

“예술강사 7년의 세월동안 차츰 아이들과 맞춰가고 있지만
여전히 한발자국 더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예술강사의 의지가 대단하다.

역시 주입식 교육에 길들여져 있어서 처음 예술강사를 시작

“연재하던 사이트가 1년 만에 갑자기 그냥 문을 닫았던 적

했을 때 주입식 교육으로 결과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이 있어요. 사이트가 그렇게 없어지면 경력도 안 남아요.

못했었죠. 결과는 항상 좋게 평가되었지만 해를 거듭 할수록

실컷 연재했는데 사라지고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활동이 아닌 교사가 주도적으로 하는
교육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번은 아이들에게

아쉽고 허무하긴 했지만 한번 경험 했으니 다음

주제만 주고 지켜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아이들

엔 성급하지 않게 조심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청

끼리 알아서 노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년 만화작가의 어깨 넘어 현실적인 아픔이 느껴
졌다. 창작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젊은 만화

그는 수도권에서 3년 정도 예술강사를 하다가 지
역에 있는 작은 학교로 옮겼을 때, 아이들의 분방

작가들에게 좋은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해답을
찾게 된다. 가르치는 사람이 다 해주는 것이 아니
라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어머니의 교훈과 아이의 엄지손가락

것이 중요하고 아이들 스스로 선택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심어주는 것이 예술교육의

“어머니께서 살아가면서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실적

강점이라고 그는 믿는다.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한

인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주셨어요. ‘남자는 무게 있게 놀아

것에 대해 책임도 진다는 것을 7년 동안 예술강사

야 되고 기죽어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당당한 행동만 해야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터득했다.

한다’고 늘 강조하셨어요. 불의를 보고 참지 않는 것, 약한
사람은 도와주고, 조금 있는 놈 것은 벗겨먹어도 된다고 하

그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놀고 싶은 것도 많고

셨죠.(웃음)

주변의 유혹도 많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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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다. 중학교 시절 공부보다는 만화에 빠져있

손가락의 감동, 그리고 15주 된 뱃속의 아이 ‘꼭
꼭이’가 조송현 예술강사의 내적인 힘의 원천인

는 아들과의 대립 속에서 힘들어 하셨지만 그 이

것 같다. 꼭꼭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아빠가 그

후 평생의 든든한 아군이 되어 그 누구보다도 작

리는 만화 세상에서 함께 행복하길 바란다.

웹툰에 자주 등장하는 어머니는 그의 정신적인

가의 길을 지지해준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에 최
선을 다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한다는 어머
니 철학이 조송현 예술강사의 교육방향과 일치되
는 점이다.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을 만들어 주고 그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것, 그것
을 위해 아이들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직
접 경험 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아이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만화 <슬램덩크>의 작가 이노우에 다케히코는 농구선수 생
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상으로 인해 선수생활을
못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화를 그린 거
죠. <슬램덩크> 첫 권에서는 그림이 투박한데 마지막 완결
에서는 ‘펜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멋지게 그려
진 것처럼 노력한 과정이 그대로 녹아있는 작품이 좋아요.”
이노우에 다케히코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다.
처음 설정에선 능력 없던 캐릭터들이 자신의 재
능을 찾아가고 노력을 통해 성장해나가는 만화,
조송현 강사도 그런 감동 있는 만화를 그리고 싶
다고 한다.
“만화는 제 삶의 표현입니다.”

조송현 (집중력)
2009년 조선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 학부를 졸업하고 군대에서
확인한 교육자로서의 가능성을 살려 미술학원 강사를 거쳐
현재는 7년째 예술강사이자 만화가로 활동하고 있다. 아이들과
교실에서의 이야기(강사생활)와 자신의 이야기(사생활)를
담은 웹툰 <조군의 강사생활>을 2012년부터 연재하고 있으며,
최근 엠툰에 웹툰 <그날>의 연재를 마쳤다. 슈퍼히어로들의
‘초능력’보다 강력한 ‘초등력’을 매일 실감하며 조군의
슈퍼히어로들과 함께할 새로운 놀이를 위해 집중하고 있다.

그가 최근까지 웹툰 사이트 엠툰에 연재한 웹툰 <
그날>이란 작품을 보면 조송현 예술강사의 생각
이 담겨있다. 어린 시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지 이 작품을 통해서 독자에게 의미를 부여한다.
자신의 삶 속에서 가치를 찾아내고 성장하는 과
정을 담은 작품, 사람들과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
거리게 할 수 있는 감동의 작품, 그런 작품을 위
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만화 예술강사다.
수업 평가 받는 어느 날, 긴장한 탓인지 힘든 수

강현정
생활체육과 문화인류학을 전공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청소년수련관에서 일했으며, 현재 전주 효자문화의집
관장이다. 2005년 우연히 들어온 문화의집에서 지역문화의
가치와사람 중심의 문화에 심취해 10년 넘게 지역 주민들과
생동감 있는 문화 활동을 만들어가고 있다.
yuna13579@gmail.com

업을 마치고 주섬주섬 짐을 챙겨서 나서는데 교
실 밖에서 책가방을 메고 기다리고 있던 아이가
엄지손가락을 내밀면서 던진 한마디 “선생님 오
늘 수업 최고였어요.” 뛰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사진
윤영욱 (미디어 아티스트)

보면서 느꼈던 감동이 지금도 큰 힘이 된다. 어머
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교훈, 아이가 보여준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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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 것도 다른 것도
다 소중하다
부산 성우학교 최정인 예술강사
박진명
개념미디어 바싹 발행인

부산시내에서 한참을 달려 기장의 논과 밭을 지

사진이라는 장르가 교육에 접목될 때 어떤 매력과 장점이 있나?

나면 야트막한 산 입구에 성우학교가 있다. 성우

카메라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주변에 있다. 주변

학교는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재료가 되고 관찰하고 발견

다. 몇 년간 장애청소년들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

하면서 교감을 할 수 있는 좋은 매체이다. 이곳

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서 그곳에서 사진수업이

성우학교에서도 교실 안의 사물들, 선생님, 친구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매 번 장애

들, 건물, 논과 밭, 들풀과 꽃, 나무와 산들이 모두

를 가진 청소년들을 만날 때마다 진이 빠질 정도

재료가 된다. 카메라를 통해 세계를 관찰하고 소

로 온 힘을 다했지만 명쾌하지 못했던 내 경험 때

통하는 과정은 결국 내면에 대한 말 걸기이자 관

문인지 그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이 어떤 분일지

찰이기도 하다. 카메라는 손쉽게 그 소통을 가능

는 더 궁금했다.

하게 한다.

교실에는 최정인 예술강사가 다섯 명 정도의 학

예술강사를 하시면서 보람을 느끼거나 감동을 느꼈던 순간은?

생들과 둘러앉아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감동적인 순간이 많다. 처음 한두 번 수업을 할

있었다. 동물의 울음소리를 들려주고 무슨 동물인

때는 학교 선생님들도 귀찮아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 맞추고, 그 동물의 특징을 간단하게 짚었다. 처

수업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선생님이나 아

음에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공감을 끌어내

이들이 나를 기다린다는 확신이 들 때가 있다. 구

기 위해 편안한 이야깃거리를 던지는 줄로 만 알

체적으로는 스스로의 카메라를 상상하는 ‘미래의

았다. 아이들 손에 카메라가 하나씩 쥐어지고 나
서 뱀의 시선으로 사물을 보자고 바닥에 드러눕

상상카메라’를 주제로 수업을 할 때였다. 30개가
넘는 버튼을 가진 카메라를 제안한 아이가 있었

고, 박쥐의 시선으로 보자고 다리 사이로 머리를

다. 보통 학교에 특수 아동들이 몇 명씩 있는 경

숙여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고서야 ‘사진’을 아주

우가 있는데 그 친구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

쉽게 아이들에게 전하려는 최정인 예술강사의 배

다. 그 카메라는 엄마의 목소리를 찍는 기능, 엄

려였다는 것을 알았다.

마가 빵 굽는 소리를 담는 기능, 친구들의 목소
리……. 평소 듣고 싶었던 소리를 찍어주는 버튼

최정인 예술강사는 중학생 딸을 둔 엄마이자 예

들로 가득했다.

술강사로는 올해가 6년차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여러 대학에서 주로 미학과 사진·영상에 대해

성우학교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일반적

강의를 했는데 출산 후에 아이를 돌보느라 대학

인 교육과 다른 점은?

강의를 계속 할 수 없었다. 출산 후 어린이 도서

조금 느리거나 이유를 알기 힘든 상황에서 거부

관 체험 프로그램 도슨트를 하다가 예술강사 지

하거나 거칠 때도 있고, 자기주장이 강할 때가 있

원사업을 알게 되었고 당시에는 사진은 해당되지

지만 존중하려고 노력한다. 오히려 사진을 매개로

않아 눈여겨만 보다 사진장르가 추가된 때부터

아이들을 만날 때는 더 순수하고 더 집중을 잘 한

지금까지 사진으로 아이들과 만나는 수업을 진행

다. 장애가 없는 아이들도 카메라를 들고 몇 시간

하고 있다.

집중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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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할 줄 안다. 자동차를 좋

게 놀지를 고민한다. 몇 번 만나다 보면 아이들의

아하는 친구는 계속 자동차만 찍고, 한 친구는 함

특징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어떻게 만나는 것

께 지내는 방을 주로 찍고, 또 한 친구는 친구들

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다. 어렵지 않

얼굴을 계속 찍는다.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고 사

게 만나기 위해 게임을 하고 시·청각적인 다양

진을 찍는 것에서 생각을 읽을 수 있다.

한 접근을 고민한다.
예술강사 중에 사진파트의 강사들이 모여 어떻게

사진은 결과물이 시각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장르인데,

하면 사진이라는 장르와 아이들을 연결할 수 있

때로는 느리게, 아이들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진행하다 보

을 것인지 고민하다 목마른 사람들이 우물을 판

면 더딜 것 같다. 과정과 결과 사이에서 오는 충돌 같은 것

다고 연구모임 ‘아트브릿지’를 만들어 2년째 운
영 중이다. 어떤 고민이 들기 시작하면 사진가,

은 없는지?
과정이 교육이다. 사진에 있어서 결과란 선택과

수학선생님, 과학선생님 등 다양한 교과의 선생

집중의 결과이다. 순수하기 때문에 거르지 않고

님들에게 조언을 구해 다양한 교과나 장르로의

좋아하는 것, 찍는 순간의 사물이나 감정에 집중

확장과 통합을 고민한다. 또 구호를 만들어 같이

한다. 아이들이 찍은 사진 중에 의외의 좋은 사진

외치고, 빙고게임으로 자기만의 이미지를 공유하

들이 많은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어떻게 보

기, 음악적인 요소나 끝말잇기 등을 결합해 이미

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을 애써서 가르치는 게

지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아니라 이미 집중할 것과 그 순간을 즐길 수 있는

있다. 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

자질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자연스레 결과로

민이 많다.

반영된다.
예술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얻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사진이라는 장르로 아이들과 만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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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초등학생들에게 사과 그리기를 시도하면 전부 비

대학에서 강의할 때부터 사진교육이나 기획을 하

슷한 모양의 사과를 그린다. 일반화된 이미지의

고 싶었다. 성우학교에 올 때도 오기 전까지 어떤

사과가 아니라 스스로 떠올리는 사과의 상이 많

방식으로 만날까 고민한다. 더 정확하게는 어떻

았으면 좋겠다. 때때로 꼭지만 남은 사과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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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좋은 것만이 아니라 작고 다른 것들도 그것
대로 소중하다는 것을 자연스레 알아가게 될 것
같다. 느림과 다름의 인정 속에서 ‘행복사진관’이
만들어진다.

있는데 이 사회는 초등학생에게도 정형화된 사과
를 요구한다. 다른 시선에서 바라보는 연습이 절
실하다.
최정인 예술강사님께 사진 예술교육이란 어떤 의미인가?
함께 즐기고 어울리고 소통하는 것. 그 시간만큼

최정인
사진을 전공하고 여러 대학에서 사진과 영상, 미학을 강의했다.
2010년 사진분야 예술강사 지원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부산지역 아이들과 만나고 있다. 과정의 교육,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보지 않던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사진 예술교육의 힘을 믿으며 오늘도 행복사진관의 문을 연다.

은 카메라를 매개로 행복하게 노는 것. 그래서 강
좌가 개설되면 ‘행복사진관’이라고 이름 붙인다.
놀이로 받아들이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장르의
매력을 이해하는데 가장 빠르고 좋다. 자연의 변
화, 계절이 변화하는 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카메라를 들면 주변의 사소하고
일상적인 움직임조차 조금은 선명하게 인식된다.

교실에서 다양한 동물들에 대한 시선으로 렌즈를
바라보며 카메라에 익숙해진 다음 가을 풍경이
무르익는 야외로 나갔다. 아이들은 몇 차례나 언

박진명
예술가와 아마추어들이 자기의 장점과 주변의 이야기로
기사를 쓰는 ‘개념미디어 바싹’을 발행하고 있다.
부산청년포럼 위원장을 맡아 지역에서 청년들이 처한 삶의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플랜비
문화예술협동조합 문화기획팀장으로서 문화예술 관련 기획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가끔 시도 쓴다.
www.facebook.com/motwjm

제 밖에 나가냐고 채근이었다. 따뜻한 햇살 아래
꽃이며 나무들, 친구들을 찍으며 오솔길을 산책
했다. 한 아이는 나무를 한참 서성이더니 잘 익은
돌감 하나를 건넨다. 언젠가부터 너무 먹기 좋게

사진
윤영욱 (미디어아티스트)

생긴 큰 감들만 손쉽게 먹었던 것 같다. 놀이와
다양한 감각으로 확장해 사진으로 아이들을 만나
려고 하는 최정인 예술강사의 노력을 통해 크고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11월 24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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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 표현에
정답은 없다
부산 덕포초등학교 강정림 예술강사
장현정
호밀밭출판사 대표

부산 사상구 덕포초등학교에서 강정림 예술강사

디자인교육은 기존의 미술교육과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것

를 만났다. 왁자지껄 참새 떼처럼 재잘대는 아이

같은데요?

들 사이에서, 스스로도 한 명의 학생인 것처럼 자
연스레 스며들어 함께 웃고 떠드는 중이었다. 오

일반적으로 미술이라고 하면 회화나 조각 같은

늘 수업의 주제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이용한 캐

것을 떠올리게 마련이죠. 그런 이른바 ‘파인아트’

릭터 디자인’. 수업을 시작할 때, 또 수업의 중간

는 작가의 심상이나 개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편

중간, 강정림 예술강사는 “디자인에는 정답이 없

이고요. 반면 디자인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자

다.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꾸 새롭게 봐야 할 필요를 느끼게 해요. 크게도

떠오르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고 남에게 보여주는

보고, 작게도 보면서 여러 발상들을 해봐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반복해 강조했다. 요컨대

거죠. 또, 계획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

기능보다는 발상이라는 것. 나아가 디자인을 전공

아닐까 싶습니다. 결과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

한 선생님답게 자기 안에서 그리고 끝나는 게 아

달까요. 이치에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발

니라 그 결과물을 잘 발표하는 것까지 마무리해

상을 떠올리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을 여

야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 것이라는 신념을 갖

러 표현방법 중 하나로 표현하는 등 자신의 발상

고 있었다. 아이들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

과 표현을 구체화하기 위한 계획이 좀 더 체계적

기, 열심히 완성한 것을 자신 있게 보여주기, 다른

으로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

사람의 발표를 잘 들어주기… 흔한 미술교육에서

신의 작품을 설득력 있게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

는 보기 드문 풍경이었다.

까지가 하나의 과정이죠.

교사 생활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예술

수업 중간 중간 ‘디자인에는 정답이 없다’고 강조하시는 것

강사가 되셨나요?

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업을 할 때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
는 점이 있다면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졸업하고 부산디

166

자인고등학교에서 4년, 부산관광고등학교에서 3
년, 도합 7년간의 교직 생활을 했고요. 처음부터

쉽고 재밌는 디자인을 목표로 합니다. 처음 디자인

디자인 전문 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한 덕분

나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등의 질문을 많

에 적성을 살릴 수 있었고 그 점이 좋았어요. 출

이 해요. 당위를 묻는 거죠. 획일화된 교육의 한계

산과 더불어 교직을 그만뒀는데 둘째 아이 낳은

중 하나라고 봅니다. 기술이나 결과 중심 교육의

뒤 다시 일을 하고 싶었어요. 또 기왕이면 제 적

폐해이기도 하고요. 그러다보면 과정을 즐기지 못

성과 전공을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

하게 됩니다. 그런 아쉬움을 느끼면서 어떻게 바꿀

고요. 마침 문화예술교육 관련 일을 하게 돼 좋습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됐어요. 디자인에는 정답이

니다. 지금처럼 활동한 것은 6년 정도 됐고 학교
외에도 사회적기업 등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없다는 걸 강조하고 마음껏 자유롭게 발상하고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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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가르치려 하면 아이들은, “이렇게 하면 되

고 재밌게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편입니다.

오늘 수업은 아이디어 발상부터 발표까지 전 과정이 40분

현재 우리 교육은 경쟁을 강조하고 대학 입학이라는 한 가

동안에 모두 이뤄졌는데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진행하는

지 목적에만 집착하다보니 여러 문제들을 낳고 있습니다.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업은 보통 어떤 순서로 진

이와 관련해 문화예술교육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행되나요?
좀 거창하게 들릴지 몰라도, 저는 우리 삶의 전반
먼저 주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합니다. 문제제기

적인 질적 향상과 디자인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

혹은 물음을 던지는 거죠. 지구온난화 같은 사회
적 이슈가 주제라면 사례나 유머 등을 활용해 흥

돼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공부 1등 하는 것보다
디자인에 대한 감각, 창의성, 발상의 신선함 등이

미를 돋웁니다. 혹은 영상, 시각자료, 동화 등을

실제로 사회에 나갔을 때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통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선 느끼도록 하

만드는 데 더 필요하다고 보죠. 삶의 질은 성적보

는 거죠. 1차적 생각, 날 것의 생각을 떠올리게 하

다는 융통성, 문제해결능력 등과 더 직접적으로

고 이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이들과 의논합니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보면 디자인

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습목표나 주제로 자연스

교육은 오히려 고등학생들에게 더 필요한 게 아

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죠. 아이들에게 학

닐까 싶고요. 매일매일 획일적인 사고방식으로 사

습목표를 전달하고 나면 목표를 명확하게 할 수

는 사람들일수록, 거꾸로 보고 새롭게 볼 수 있는

있도록 유도합니다. 편하게 의견을 툭툭 던질 수

디자인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브레인스토밍을 하죠. 여

기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요.

러 단어들이 계통 없이 막 튀어나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스타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해요.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구현하도록 하는 거죠. 중

현직교사이셨던 만큼 학교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여러 가

간 중간 저는 모든 아이들과 1분이라도 꼭 1대1
로 얘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이들의 자신감을

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술강사로 활동하면서 아
쉬운 점은 없나요?

북돋워주는 효과도 있고 그런 피드백을 주는 게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후

디자인은 문제와 부딪쳤을 때 여러 발상을 통해

스케치한 것을 채색하는 등 작품을 완성시키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교

완성된 작품을 발표하도록 하죠.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보통의 미술 수업이라고 생

PART 4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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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고 결과 중심적으로 접근하죠. 예쁜 수채화나

경우도 의성어와 의태어를 선택하고 표현하는 수

학예제 때 발표할 만한 멋진 작품들이 나오기를

업이었죠.

바라는 분위기가 있어요. 원근감이나 기술적 완성
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선생님이나 학
생들이 평소 문화예술을 많이 접하지 못하기 때

늘 학생들과 함께 변화해온 것 같다는 말씀이 크게 와 닿습

문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경험들이 있어야 진로

니다. 예술교육을 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점이 있다면요?

결정 등에도 유익한데 그런 점에서 아쉬운 점이
많죠. 중학교 자유학기제처럼, 초등학교에서도 과

우선 저 자신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이라, 그

정 중심, 문제해결 중심의 시간을 확보해줬으면

런 관점에서 아이들을 보게 되요. 물론 학교에 와

합니다. 저는 수업할 때 아이들과 참 좋은 시간을

서 디자인 스킬만 주고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엄

보냈는데, 나중에 들어온 다른 선생님은 ‘오늘은

마의 마음으로 보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게시판에) 붙일 만한 게 없네요’ 하는 식으로 반

분위기는 공부든 뭐든 잘하는 아이들만 주목받고

응을 보이면 아무래도 힘이 빠지죠. 문화예술을

부각되는 분위기인데 문화예술 영역에서도 다르

도구로 보는 인식이 여전히 많습니다. 한편으론

지 않아요. 아이디어는 있는데 손이 못 따라가는

이런 것이 제가 풀어야 할 숙제 아닐까, 생각해보

아이들도 많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익숙

기도 하고요.

하지 않아 늘 움츠려 있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이
아이들을 잘 이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주어
진 시간 안에 수업만 하고 와야 하니 더 깊이 소

예술강사로 활동하신 지 6년이면 꽤 긴 시간인데, 그동안
현장의 느낌도 많이 변했을 것 같습니다.

통하고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여유가 부족
하죠. 그런 게 가장 고민인 것 같아요.

우선 제 자신이 가장 많이 변했죠. 디자인 교사로
서 현직에 있을 때는 저 역시 입시 위주로 가르쳤

요즘 들어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지역의 특색

고 커리큘럼도 대학 입시를 목적으로 짰어요. 학

이 반영된 문화예술교육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

교 바깥에서 디자인을 가르칠 때는 콘셉트, 레이

다. 부산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이 다른 지역에 비

아웃 등 초보적인 개념조차 낯설어하는 학생들을

해 특별히 다른 점이 있을까요?

상대하면서 하나하나 디자인 자체에 대해 원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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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 다시 생각해보게 됐죠. 아이디어를 입 밖

다른 광역시에 비하면 부산이 문화적으로 낙후된

에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고 여겼고 여러

편이라고 봐요. 어린이미술관, 아이들 관련 도서

발상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 또 그것을 어떻게

관 프로그램 등 뭔가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이니

멋지게 표현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

기대는 됩니다. 처음 강사 생활 시작할 때만 해도

며 학생들과 함께 변화해온 것 같아요. 제 수업은

아이들에게 뭔가 보여줄 만한 실물이나 프로그램

디자인 수업이긴 하지만 음악이나 국어, 수학 등

이 많이 부족했어요. 해운대나 동부산 쪽은 영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다 가지고 와요. 오늘 같은

의 전당이나 미술관 등 비교적 문화적 인프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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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편인데 이쪽 서부산은 여전히 많이 부족
해요.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간이 전시 등 여
러 프로그램이나 기회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좋
은 점도 있죠.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늘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아이들이 작품 소재
로 바다를 많이 다루기도 합니다.

강정림 강사님께 아이들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고등학교에서 교직 생활할 때는 미스였는데 결혼,
출산 등을 겪으며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아이들을 바라보고 또 가르치
는 태도는 정말 다른 것 같고요. 지금 저에게 아이
들은…… 그냥 다들 자식 같다고나 할까요. 특히
소외받고 상황이 안 좋은 아이들을 보면 엄마 입
장에서 마음이 많이 아프죠. 책임감도 더 많이 느
끼게 되고요. 가정에서 디자인이나 문화예술을 경

강정림
경성대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2002년부터
부산디자인고등학교, 부산관광고등학교에서 디자인교과 교사로
7년간 근무했다. 디자인분야 예술강사 지원이 시작된 2010년부터
예술강사로 활동하며 부산의 초등학교 아이들과 디자인으로
만나고 있다.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있어 디자인의 역할이
크다고 믿으며, 오늘도 신나고 재미있는 브레인스토밍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험할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으면 저라도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려 합니다. 제가 특수학교
나 좀 소외된 지역의 학교를 많이 선택하는 이유
이기도 하죠. 사교육을 많이 받거나 풍족한 지역
의 학생들을 대할 때보다 책임감도 많이 느끼는
편이고 거꾸로 아이들이 저를 채찍질하기도 합니
다. 아이들 눈빛만 봐도 그날 제 수업이나 준비해
간 내용이 70점인지, 80점인지 알 수 있을 정도에
요. 아이들은 저에게는 스승이기도 하고, 이 분야
에서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죠.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요?
아이들이 환경에 상관없이 건강하고 창의적인 사
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통해 돕고 싶

장현정
현재 호밀밭출판사를 운영하며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다. 『소년의 철학』 『록킹 소사이어티』 등 몇 권의 책과 연극
<나투라>의 대본을 썼고, 영화 <보름달>을 연출하는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며 매주 토요일 부산 KBS1 에서 부산의
다양한 문화예술 소식을 전하고 있다.
hjmiro@naver.com

사진
윤영욱 (미디어아티스트)

어요. 통합교육이라는 화두도 숙제죠. 어떤 것들
과 융합해서 디자인을 좀 더 쉽고 밝고 또 재밌게
가르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12월 8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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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게 실패하고
함께 배운다
성모자애복지관 허인열 예술강사
박유미
미술작가

그녀는 쿨했다. 재치 있고 명랑했으며 유쾌했다.

어가다가는 은행에서 내 인생을 마감하겠구나.’하

낭랑한 목소리와 막힘없는 말재간도 그녀의 쾌활

는 회의에, 그녀는 돌연 은행을 그만두었다. 한 번

함을 더했다. 인터뷰가 시작되기도 전에 무슨 말

사는 인생, 재미있게는 살아야겠다며 새로이 들어

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부러 엄살을 피우는 모

선 길은 뜬금없이 섬유디자인이었다. 다시금 편입

습은 천진하기까지 했다. 그녀는 매서웠다. 예리

해 늦깎이 대학생이 되었고, 대학원 과정도 밟았

하고 단호했으며 치밀했다. 수업을 진행하는 그녀

다. 작품 활동을 하며 간간이 대학에서 강의도 했

의 모습은 얼렁뚱땅 인 듯, 능수능란했다. 자고로

다. 그러던 중, 교수님의 추천으로 예술강사 일을

무림고수의 공력은 느슨함 속에서도 견고한 법.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오늘까지 왔다. 일일이 나

때론 진지하게, 때론 무심하게 치고 빠지는 뼈있

열하고 보니 숨이 찰 만큼 종횡무진 동분서주 했

는 말이 그녀의 내공을 짐작하게 했다. 완연한 늦

다. 오로지 재미있는 일을 쫓아 먼 길을 구불구불

가을, 성모자애복지관에서 만난 허인열 예술강사

걸어온 것이다. 그래서인지 그녀에게 예술강사 활

의 첫인상은 깊고 날카로웠다.

동이 갖는 의미는 더욱 남다르다.
“예술강사는 체력이 허락하는 한 끝까지 하고 싶어요. 지금

예측불허 마이 웨이

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해왔는데, 이 일이 제일 재미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기쁨도 있

허인열 예술강사는 성모자애복지관에서 미술수

고요.”

업을 하고 있다. 그녀의 학생들은 자폐성 장애나
지적 장애를 가진 성인들로, 모두 성모자애복지관

허인열 예술강사의 수업 철학은 오로지 ‘재미있어

에서 직업 훈련을 받고 있다. 성인들이라지만 여

야 한다’는 것. 재미를 향한 그녀의 일편단심이 참

전히 앳돼 보인다. 낯선 얼굴들이 보이니, 굳이 코

으로 굳건하다. 아무리 좋은 수업도 재미가 없으

앞까지 달려와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네는 모

면 학생들에게 가 닿지 않는다. 그래서 그녀 자신

습도 산뜻하다. 그 해맑은 환대에 괜스레 쑥스러

도 최대한 신나게 수업하려 노력한다. 선생님부터

워졌다. 때 아닌 불청객의 등장으로 산만해진 분

수업을 즐겨야 학생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더 재

위기를 허인열 예술강사가 특유의 명쾌함으로 다

미있게 건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그녀

잡는다. 샐샐 웃으며 눈길을 휘어잡는 그녀의 모

의 수업에는 틈틈이 웃음 코드가 숨어있었다. 우

습이 척 보기에도 만만치가 않다.

리가 참관한 날, 학생들은 낙엽을 점점이 찢고 잇
고 채워 저마다의 가을을 그려나가고 있었다.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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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소심한 사람’이라며 손사래를 치지만, 허인

하자면 낙엽을 이용한 모자이크 수업인 셈이다.

열 예술강사는 당차고 대담했다. 그녀는 대학에

그런데 본격적인 개인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 원예학을 공부했지만, 전공과 무관한 은행에서

허인열 예술강사가 낙엽을 입으로 불어 누가 누

일했다. 은행 업무는 어설프고 낯설었지만 다니다

가 더 멀리 보내나 시합을 하잔다. 훅, 후, 후우,

보니 익숙해졌고, 다닐 만하니 능숙해졌다. 그렇

휘유우, 마구잡이로 불어제치는 입바람에 바싹 마

게 만 13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이렇게 늙

른 낙엽들은 맥없이 흩어졌고, 학생들의 마음도

2015 arte 365

나붓나붓 신이 났다. 작업을 하는 학생들을 한 명

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상처도 받았었

씩 돌아보며 툭 하고 던지는 농담도 자연스러웠

다. 목이 터져라 수업을 하는데도 학생들이 아무

다. 쉬는 시간에는 춤을 추고 싶다며 졸라대는 학

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는 실망을 넘어 슬프기

생을 위해 신청곡도 틀어주었다. 참 웃음이 헤픈

까지 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서슴

교실이었다. 그러나 허인열 예술강사에게 그 웃음

없이 다가가다 보니, 이제는 그마저도 재미있다는

의 의미는 중하다.

허인열 예술강사. 그래서 살포시 번지는 학생들의
웃음이 그녀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귀하다.

실패와 배움의 연속

허인열 예술강사는 학생들을 주로 친구들이라 지
칭한다. 격의 없이 그들을 대하는 마음이 말에도

학생들의 웃음은 곧 반응이다. 소통의 이유인 동

인이 박인 모양이다. 하지만 동시에, 매의 눈으로

시에 증거이다. 비장애인에 비해 사회성이 부족

학생들을 관찰하며 파악하기도 한다. 사실 허인열

한 학생들이 많다 보니, 서로 의사 전달이 원활하

예술강사는 친구들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지 않을 때가 있다. 선생님이 자칫 답답한 마음에

분류를 믿지 않는다. 장애 등급도 개의치 않는다.

학생들을 다그치고 강요하면, 표현이 서툰 그들에

그마저도 그들에 대한 편견이 될 수 있기 때문이

게 상처가 된다. 때문에 허인열 예술강사는 마음

다. 그녀는 오직 자신이 직접 마주하고 겪은 친구

을 내려놓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

들의 모습만을 직시한다. 그들의 성향과 능력을

다. 오늘은 이렇게 다가가야 하나, 다음에는 어떻

정교하게 탐색하고, 수업의 내용과 성취 도달 수

게 말해야 하나, 매시간 고민하고 주저하면서도,

준을 조절한다. 그녀는 수업을 통해 최대한 많은

부딪히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녀는 여

매체들을 다루어보려고 노력한다. 선생님 입장에

전히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서야 그림만 그리면 편하기 그지없겠지만 비장애
인에 비해 경험의 폭이 좁은 학생들을 위해 다양

“지금도 실패를 통해서 배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학생들마

한 재료를 만나고 느끼고 탐색할 수 있는 수업을

다 성향이 다 다르기도 하고, 때마다 컨디션도 달라지거든

중시한다. 또한 매 시간, 작품이 하나씩 완성될 때

요. 어느 날은 분위기가 좋았다가도 또 어느 날은 돌연 본

마다 발표의 시간도 갖는다. 우리가 참관하였을

체만체 하기도 하죠. 그래도 친구들에게 다가갈 때는 그냥

때에도 수업의 마무리는 여지없이 작품 발표였는

들이대요. 이 방법이 아니다 싶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다가

데, 사실 “이것은 무엇이다” 정도의 짧은 소개가

가면 되니까요. 실패하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배워

전부였다. 학생들은 이마저도 부끄러워서 어쩔 줄

가는 거죠. 매일 그런 시간을 반복하고 있어요.”

을 몰랐다. 하지만 그렇게 작품을 발표하고 나면
한 명 한 명 아낌없는 박수를 받았고, 모두 은근

사람마다 상황 따라 치고 빠지기를 거듭한 끝에,

한 미소를 지었다.

허인열 예술강사도 이제는 밀당의 고수가 다 되
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실패가 당연했던 것은 아

“이 친구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걸 좋아해요. 관심도 받고

니다. 1년을 정성으로 가르쳐도 시간이 지나면 그

싶어 하고요. 사실 친구들이 소극적인 면이 있어요.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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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주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도 하지만, 못하면 누가 한번

허인열 예술강사는 학생들의 작품을 모티프로 새

이라도 더 관심을 가져주니까 혼자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로운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 학생들이 보

경우가 있죠.”

여준 재미있는 표현과 따뜻한 색감을 타피스트리
로 한 올 한 올 엮어보려 한다. 말하자면 친구들

허인열 예술강사는 학생들이 한 번이라도 더 자

을 향한 허인열의 오마주(homage)라고나 할까.

기를 표현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는 성취감을

분명 그들을 닮아 쿨하고 발랄할 것이 틀림없다.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그들은 관심과 격

유쾌, 통쾌, 상쾌한 허인열과 친구들. 오늘도 재미

려를 받을 자격이 충분한, 우리 모두의 친구들이

있게 가르치고, 재미있게 실패하고, 함께 배우는

기 때문이다.

중이다.

작은 변화도 충분히 고맙다
매일 실패하고 또 새로이 배워야 하는 일이 고되
지는 않을까. 기약 없는 대답을 속절없이 기다리
는 일이 힘겹지는 않을까. 허인열 예술강사는 친
구들의 장애가 자신을 힘들게 하지는 않는다며
딱 잘라 말한다. 그 단호함에 움찔할 수밖에 없었
다. 필자는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기가 더
힘들 것이라 예상했었다.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부끄러운 편견이 까발려진 것 같아 뼈아팠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욕심이 없다. 대단한 변화를
기대하지도 않는다. 학생들에게 큰 의미로 남고
자 하는 의지도 없다. 선생님의 욕심과 기대가 학

허인열
대학 졸업 후 10년 넘게 다니던 직장생활을 과감히 접고 다시
미술공부를 시작했다. 상명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섬유디자인을
전공하고 대학 강의를 했다. 내가 배우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나누는 것은 특권이라 생각하며, 더 많은 현장에서
가르치고자 2012년부터 예술강사 활동을 시작했다. 행복은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는 가치관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하며
문화예술교육으로 만나는 모든 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긍정하는 힘을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생들에게는 강요와 편견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
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학생들의 변
화에서 자신의 보람을 찾다 보면, 성과를 위해 친
구들을 다그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기대에 미
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실망하고 스스로 좌절할
수도 있다. 허인열 예술강사는 욕심과 기대를 내
려놓고 그저 기다리고 지켜본다.
“나 자신도 잘 변하지 않는데, 이 친구들에게 큰 변화를 기
대하는 건 모순이죠. 그저 친구들이 처음보다는 미술시간
을 기다려주고, 좋아해줘요. 이 정도의 작은 변화로도 충분
히 고마워요.”
그녀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오롯이 받아들이는 선생님이다. 그들이 기뻐하면

박유미
설치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매체에 관심이 많은 미술작가.
2013년 개인전 《what a wonderful world》 외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으며 2014년 아르코 퍼블릭아트 프로젝트 ‘마로니에
다방’을 기획했다. 어린이 예술교육에도 관심이 많다. 여전히
예술로 말하고 예술을 가르치는 작가 겸 강사로 목하 활동 중이다.
Gomako1983@hanmail.net

사진
윤영욱 (미디어아티스트)

그녀도 기쁘고, 그들이 뿌듯해하면 그녀도 따라
흐뭇하다. 친구들과 작은 즐거움을 지금, 여기에
서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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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되었습니다.

세대를 넘는 음악의 다리가 놓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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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향은
마음밭을 물들이고
2015 학교문화예술교육
서예·한국화 분야 시범사업
조숙경
그림책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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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초등학교 시절 서예수업의 기억은 손톱 끝과 아끼는
하얀색 원피스를 검게 물들였던 먹물이다.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았던 먹물은 하얀 원피스에 물든 얼룩보다 더
짙게 내 마음에 남았다.
명당초등학교에 도착해 서예전문교실인 추사관에 들어서니
무엇보다 아이들의 바른 자세가 눈에 들어왔다. 곧게 뻗은
허리 그리고 책상과 수평을 유지하는 팔의 각도가 꽤나
멋져 보였다. 책상에 고개를 박은 채 몰입하는 보통의
수업과 다른 자세는 기품마저 있어 보였다.
취재 초반에 들었던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얼마 전 강원도 여행길에 들른 율곡 이이의 생가 오죽헌의
추억이 생각난다. 1788년 정조 임금은 그곳에 율곡의
저서인 『격몽요결(擊蒙要訣)』과 유년시절의 벼루를
보관하도록 유품소장각인 어제각(御製閣)을 지어 주었다.
정조가 율곡의 정신을 사람이 사는 집에 담고 싶을 만큼
아끼고 존중했나 싶어 한참을 들여다보았었다. 오늘 그
정신이 명당초등학교 추사관에 깃들어 묵을 타고, 아이들의
마음밭을 짙게 물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
정갈해지는 아이들 마음을 따라 어린 시절 내 마음에
새겨졌던 얼룩에서 어쩐지 은은한 묵향이 배어나오는 것만
같다.

“서예는 한국인의 얼이 깃든 대표적인 예술장르입니다.”
오랜 역사의 향기를 품은 은은한 묵향이 21세기 아이들의
마음도 정갈하게 만드는 걸까. 가만히 수업을 지켜보니
얇은 화선지에 스며드는 묵의 농담은 아이들의 해맑은
정서와 닮았다. 물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솔직담백한 수묵의 맛이 아이들 마음을 들여다보는 듯했다.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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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문화예술교육 현장 사례를
발굴합니다.

삶의 터전에서 배우다
우리는 즐거운 대가족!
책은 연극이 되고 이야기는 내가 되고
노동하고 창조하는 거룩한 손
계급장 내려놓고 락앤롤
도초도에 울려 퍼지는 선율
사파에서 서울까지 사진으로 말 걸기
놀이의 놀이에 의한 놀이를 위한
개성만점 이야기 속으로
우리 동네는 살아있는 학교
궁중무용과 만난 아이들
음악의 향연, 성숙과 감탄의 한마당
예술꽃의 열매는 누구의 것인가
예술가가 우리 학교에 찾아옵니다
떠나요, 우주보다 신비로운 마음 여행!
어제, 내일이 아닌 오늘을 춤춘다
음악의 중력으로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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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터전에서
배우다
전북 남원초등학교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
이은진
칼럼니스트

수업의 시작은 동네 한 바퀴

문화예술통합교육의 조건

“이리로 가자!!”

불과 5년여 전까지만 해도 남원초등학교는 좋은 문

“아니아니, 여기 찍고, 여기로 가야 토끼 모양이 되

화적 환경(국악의 성지, 춘향테마파크, 광한루, 교육

지 않을까?”

문화회관, 수영장, 국립·시립국악원 등)을 가지고

“오! 좋~아!!”

있음에도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
다.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정서적, 경제적 어려

중앙 현관 앞에 4학년 아이들이 쪼그려 앉아 지도
위에 머리통을 맞대고 있다. 이번 시간의 미션은 학

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아지다 보니 소위 ‘기피 학

교 옆 마을 조산동을 ‘토끼 모양으로’ 한 바퀴 도는

정으로 인해 열정과 능력을 가진 지역 교사들이 남

것이다.

원초등학교로 결집하게 되면서 학교에 변화의 바

교’가 된 것이다. 그런데 지난 2011년 혁신학교 선

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리고 같은 해 예술꽃 씨앗
“자, 그럼 출발! 얘들아, 차 조심해서 같이 걸어가는

학교로 지정되며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를 모색할

것, 알지?”

수 있게 되었다.

“네~~!!”
예술강사와 함께 삼삼오오 학교를 빠져 나온 아이들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돕는 데에는 문화예술교육만한 게

은 학교 앞 큰 건널목을 건너 아파트 단지를 지난다.

없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교육과정을 총체적으로 꾸려갈

성규(가명)가 아파트를 가리키며 말한다.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일반적으로 학교 예술교육

“아, 저기 우리 집인데 놀다 가면 좋겠다!”

은 각각 분절되어 있어서 문화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다행
히 동료교사와 예술 강사들 사이에 기능 중심의 예술교육

앞서거니 뒤서거니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 아이들을

보다는 통합적 예술교육이 필요하고 아울러 삶에 대한 폭

맞이하는 매화나무에 꽃이 활짝 피었다. 아이들은 작

넓은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년에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마을 이야기 지도를 들고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은 그런 우리의 문제의식을 담아내

마을 탐방을 시작한다. ‘무서운 개가 사는 집’을 지나

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예산도 예산이지만, 4년 간 지

‘마당에 꽃이 예쁜 집’ 앞에서 아이들이 함께 사진을

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죠. ‘과정

찍는다. 일종의 ‘미션’이다. 따뜻한 봄볕 아래 서 있는

중심’의 교육이 되려면 긴 호흡으로 가야 하니까요.”

아이들 얼굴에 핀 웃음꽃이 골목을 가득 채운다.

권영오 (남원초 교사, 예술꽃씨앗학교 담당)

무슨 봉사활동 혹은 체험활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

“기능 중심의 장르 예술교육은 한계가 많아요. 학교 문화예

겠다. 하지만 엄연한 정규 수업 시간이다. 이 수업의

술교육이 시스템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이름은 ‘동네 한 바퀴’. 매주 화요일 3~4교시 남원초

이야깃거리를 끌어안아서 그것을 어떻게 예술적으로 표현

등학교 4학년 전체가 참여하는 국어, 사회, 미술교과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해 낼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들에게 이런 문화적 소양을 길러줘야 하는데 이건 하루아
침에 되는 일이 아니죠.”
최기춘 (남원초 예술강사, 전주 삼천문화의집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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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남원초등학교 교사들과 예술강사들은 현

마을, 살아 움직이는 배움터

장 예술교육의 문제점,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점
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다. 좋은 예술강사들을 어

따뜻한 봄 햇살을 받으며 골목을 걷다 보니 하나

떻게 영입하시는지 물었더니, “관계로 풀어야 하는

둘 아이들의 흔적이 눈에 들어온다. 전봇대에 그

것 같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홈페이지에 공고문 하

린 그림, 나무로 만든 문패, 돌멩이 아트…. 오래된

나 달랑 올려서는 절대 좋은 강사와 연결될 수 없다”

담벼락 그림이 햇볕과 비로 색이 바라고, 몇 개 유

는 말도 따라온다. 담당교사 자신이 대학 때부터 국

실된 돌멩이가 있었지만, 아이들의 흔적은 오롯이

악과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왔었기 때문

남아 있었다.

에 이런 네트워크를 십분 발휘해 강사풀(pool)을 구
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옆에 있던 김성진 예

“결국 지역, 지역 사람들과 만나야겠더라고요.”

술강사(문화예술교육연구소 보물상자 대표)가 한 마
디 거든다.

2012년부터 남원초등학교는 본격적인 지역 연계
통합예술교육인 마을 프로젝트 ‘동네 한 바퀴’(4학

교 역할을 해 주셨죠. ‘마음껏 해도 된다. 내가 책임지겠다.’

년)와 ‘시장에 가면’(6학년)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
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은 추상적인 ‘마을’이 아닌 내

뭐 그런 정신?(웃음) 예술강사들은 수업하면서 교사와 부

삶 속의 ‘마을’을, 그리고 ‘마을’ 속에 있는 ‘우리’의

딪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삶과 만난다. 살아서 펄떡이는 그곳을 배움터로 삼

“권영오 선생님께서 학교와 저희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가

아, 그 속에서 느끼고 경험한 것을 다양한 예술로
학교의 전폭적인 지지, 담당 교사의 기획력과 네트

담아낸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는 지역과 소통

워크 역량이 학교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데 큰

하며 지역민들의 생활에 스며드는 새로운 문화를

역할을 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제대로 된 문화

창출해 내고 있다.

예술통합교육을 이끌기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 조
건도 발견할 수 있었다.

‘동네 한 바퀴’의 경우 1학기에는 동네를 탐색하고
동네에 얽힌 이야기를 발견해 내어 이야기 지도를

첫째, 좋은 학교를 만들어 보고픈 열정과 기획력이

만드는 수업을, 2학기에는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젝

있는 교사, 둘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점을 함께

트를 진행한다. 2013년도에는 마을 공공미술 프로
젝트를, 2014년도에는 ‘마을 잔치’를 기획하여 학급

공유하고 실현할 수 있는 예술 강사, 셋째, 지역의 문
화적 인프라. 이 세 가지 조건을 등에 업고 지난 4
년간 예술꽃의 씨앗을 뿌린 남원초등학교는 올해부

별로 하루 카페 운영, 공연 보여드리기, 우편함 리폼
하기 등의 활동을 하였다.

터는 예술꽃 새싹학교로 선정되었다. 2011년 당시
287명이었던 학생 수는 2014년 현재 426명으로 늘

‘어르신 분들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였다. 그리고 어

었다. 이제 남원초등학교는 ‘기피학교’이기는 커녕

르신들이 정말 착하셨다. 마을 주민들께 음료수를 드릴

명실 공히 ‘가고 싶은 학교’가 된 것이다.

수 있어서 행복했다. 마을 주민 분들과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 수 있는 게 행복했다.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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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행복했다. 밖에 나가서 어르신들과 함께 해서 재
미있었다.’
4학년2반 장대경 (2014 남원초 어깨동무 문화제 <씨앗들
이 영그는 예술놀이터> 중)
시장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남원 춘향골 공설시장(현
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다)과
연계한다. 아이들은 1년 동안 ‘시장을 읽고’(남원문
화원, 남원시청, 시장번영회 강연 듣기) ‘시장에서 놀
고’(시장 지도 만들기, 시장 물건으로 예술작품 만들
기, 노점상 예술간판 만들기, 타일 벽화 등) ‘시장과
함께’(시장 홍보 뮤직비디오 만들기, 스토리북 제작,
어깨동무 문화제 등)한다.
“살아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저
희도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문화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
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의 가치와 이슈와도 부합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시장 입장에서 학생들과 하는 프로젝트

예술꽃 씨앗학교
전교생 4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 최대 4년간 전교생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학교에는 전문
예술강사 활용, 교육기자재 구입, 예술 현장 관람 등을 위한 예산이
최대 연 8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학교는 국악 관현악, 미술, 연극,
통합예술교육 등 자율적으로 분야를 선택해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
표현력과 협동심을 함께 키운다. 또한 농산어촌, 도심 속 취약지역
등 문화소외지역의 학교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하는데,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차원에서 학부모 강좌와 재능 나눔 활동 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에도 활력을 불어넣게 된다. 현재 전국에 총 47개
학교가 예술꽃의 씨앗을 심고 새싹을 가꾸고자 노력하고 있다.
http://flower.arte.or.kr

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만나는 것 또한
중요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지역에서 아이들이 자기 비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영식 (남원 춘향골 공설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장)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
던가. 남원초등학교의 문화예술통합교육은 지역의
공동체,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 삶의 터전에서 함께
다음세대를 키워낼 수 있고, 키워내야 한다는 것을,
아울러 학교가 그 거점이 되어 각각의 공동체와 터

이은진
칼럼니스트. 지역, 교육 및 육아, 커뮤니티 언저리에서
끄적거리고 싶은 사람. 지리산 자락 경남 함양에서 커피를
내리며 산다.
svjin96@gmail.com

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다.
배움은 어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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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4월 7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대가족!
경산 예술마을사람들 가족합창단 '사운드 오브 패밀리'
맹수호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공연기획팀장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가족 오케스트라·합창 프

벽면에 붙여서 새로운 공간을 연출하고, 쉬는 시

로그램은 학령기 아동·청소년과 부모, 조부모,

간에 가족사진을 찍을 수 있게 활용했다. 벽면 갤

친척 등 보다 넓은 범위의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러리(?)에 걸린 다른 가족의 그림을 보면서 이런

음악으로 가족 간 소통과 화합을 이끄는 프로그

저런 이야기를 왁자지껄하게 나누며 소통과 교류

램이다. 올해로 2년째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북 경산 예술마을사람들의 가족합창단 ‘사운드

의 시간이 마무리되었다.

오브 패밀리(Sound of Family)’를 찾았다.

바로 이어서 지휘자 선생님과 함께 몸 풀기 운동

방문한 날이 황금연휴가 시작된 5월 2일이라 가
족들이 많이 빠지고 놀러가진 않았을지, 제대로

과 장난감 피리와 OHP 필름을 활용한 호흡연습
후 성악 선생님의 지도로 발성연습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본격적인 합창 연습이 시작되었다. 파트

프로그램을 참관할 수 있을지 걱정하며 출발했는

를 나누지 않고 각자 원하는 파트를 불러보게 하

데, 도착하자마자 그 생각은 기우였음을 알게 되

고 있었는데, 지휘자 선생님은 이제 4주차이기 때
문에 각자의 소리를 들어보고 나중에 파트를 나

었다. 벌써부터 예술마을사람들 레크리에이션 강
사가 OX 퀴즈, 이구동성 게임, 만보기 릴레이 등
참여자들 간에 친목을 다지고 간격을 좁히는 프

눌 예정이라고 했다. 가족들 간의 소통과 화합이

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레크리에이션이 진행

주된 목적이지만, 올해는 전체적으로 30곡 정도
를 익히고 11월 말에는 발표회까지 치를 예정이

되는 동안에도 속속 가족들이 도착하여 연습실에

라 마음이 무척 바빠 보였다. 하지만 모든 강사진

는 어느새 30여 명이 모였다. 김정아 예술마을사
람들 대표는 “작년에 전체 인원이 30명 정도였는

들이 함께 가족들을 위한 곡을 준비하고 연습하
는 과정에 큰 보람도 느낀다고 귀띔한다.

데 올해는 36명이다. 그중 절반 정도가 작년에 이
어서 참여하는 분들이다. 오늘은 연휴라서 많이

이날 새로 배운 곡은 우리가 익히 아는 ‘말 안 듣

빠진 거다. 열성적인 분들이 많아서 오늘도 합창

는 청개구리’ 이야기로 만든 노래였다. 엄마가 돌

하고 나서 놀러가겠다고 하신다. 예술마을사람들

아가시게 되자 청개구리가 울며 반성하는 장면을

이 대구와 경산의 경계에 있다 보니 대구에서 40
분 넘게 걸려 매주 오시는 분도 있다.”며 웃는다.

지휘자 선생님이 몇몇 참가자에게 연기해보도록
했는데, 그중 개구쟁이 같이 생긴 아이 하나가 의
자에 올라가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가사를 읽자

레크리에이션 후 진행된 프로그램은 가족 자화상

다들 폭소를 터트렸다. 그 반응에 아이가 깜짝 놀

그리기였다. 투명아크릴판에 OHP 필름을 끼워서
상대방 얼굴에 대고 그리는 동안 자연스럽게 상

라 쑥스러워하자 지휘자 선생님은 좋은 연기자가

대방의 얼굴을 들여다보게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했다. 모두들 진심으로 아이를 격려해주는 모습이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서로의 얼굴을 자세히 보는

보기 좋았다.

될 것 같다며 모두에게 격려의 박수를 쳐달라고

일이 드문 요즘, 잠시나마 진지하게 서로를 바라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좋은 프로그램이라

작년부터 열세 살, 열한 살 두 딸과 함께 가족합

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그려진 자화상을 바로

창단에 참여한 한 단원은 “아이들이 아기였을 때

PART 5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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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래를 불러줬지, 커가면서 함께 노래한다거나

부르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매주 꼭 데리고 나

노래를 불러준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여기 참여하

와요. 토요일 아침에 팔순 시부모님 점심 저녁 차려놓고 조

면서 아이들과 좀 더 친밀해 져서 좋다.”며 가장

카손주들 데려와서 여기 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좋았던 기억으로 작년 결과발표회를 꼽았다. “작

작년에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 나오면 스트레

년에 무대에 선 경험이 정말 짜릿했다. 주위에서

스가 저절로 풀리니까. 그리고 요즘은 이웃을 잘 모르고 살

많이들 부러워했다. 무대에서 울었던 사람도 많았

잖아요. 여기서 만나는 이웃들이 또 다른 할머니, 삼촌, 이

다. 정말 감동적이었다. 관객은 많이 없었지만(웃

모, 형제가 되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국민들이 합창

음).” 하지훈 강사 역시 가족들이 엄마, 아빠, 할머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

니의 무대의상을 입고 화장한 새롭고 낯선 모습

람들과 호흡도 맞추고, 예의도 배우게 되고. 오늘도 원래

에 많이 놀라고 자랑스러워했다고 전했다.

친척 결혼식이 있는 날인데, 이 말이 꼭 하고 싶어서 결혼
식 안가고 여기 왔어요.(웃음)”

연습이 끝나고 연휴를 즐기러 바쁘게 빠져나간

참가자 김은애

가족들 외에 몇몇 분들이 남아 둥그렇게 모여 앉
아 참가자 중 최고령이라는 박순희 님이 마련한

“워낙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서 아마추어 오페라 배우로 활

도시락을 나눠먹고 있었다. 새벽 4시 반부터 부지

동했었는데, 올해는 가족합창단에 가입했어요. 시누이올케

런을 떨며 준비한 김밥, 고추씨김치, 각종 나물을

는 어려운 사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워낙 사이가 좋아서 올

얌전하게 담은 도시락이다. 워낙 음식 하는 것을

케와 함께 참여하게 되었죠. 우리 아이들은 다 컸으니까 여

좋아해서, 차 태워다 줄 사람만 있으면 도시락을

기 나오는 아이들을 보면 참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지역아

싸갖고 가서 함께 나눠 먹는다고 하신다. 이렇게

동센터 아이들같이 부모와 함께 나오기 어려운 아이들이

밥을 나눠먹으면서 참가자들 간에 더욱 정이 붙

있다면 이 시간 동안만이라도 내가 돌봐줄 수 있을 것 같다

는 것 같다.

싶기도 했고요.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참가자 이혜영

“작년부터 조카손주 둘을 데리고 참여하고 있어요. 사실 조
카손주가 소아암을 앓았었고, 열다섯 살이 될 때까지 계속

경산 예술마을사람들 가족합창단 ‘사운드 오브 패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즐겁게 노래

밀리’를 만나며 계속 느꼈던 한 가지는 이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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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사촌을 넘어 ‘또 하나의 가족이구나.’ 하는 것이
었다. 핵가족화 되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
를 가족합창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완하고 풀어가
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정아 대표 역시 ‘사
운드 오브 패밀리’의 목표를 “가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합창에 참여하는 가
족들이 예술마을사람들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어
머니학교의 가족 상담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상담을 받던 가족들이 합창에 참여하기도
한다고 한다. 2년차로 이어지면서 하나의 큰 가족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을 느낀다고 했다. 이
현주 강사 역시 “요즘은 완전한 가족이 아닌 경우
가 많다. 지역사회의 1인 가구, 독거노인, 요보호
아동(고아) 등이 여기에서 또 다른 가족을 형성하
고, 가족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전했다.

예술마을사람들
예술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아동·청소년·여성·노인·가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심리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하고 있다. 문화예술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치료와 회복을 줄 수 있길 바라며,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쉬어갈 수 있는 휴식처가 되고자 한다.
www.artvip.co.kr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등과 함께 하는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라 매주 토요일 아동·청소년 및 가족들이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하고 또래·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여가문화를
조성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www.facebook.com/toyoschool

노래가 좋아서 모인 사람들, 사람이 좋아서 모인
사람들. 이들은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예술
마을’에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 부르
며, 작은 일에도 함박웃음을 지을 것이다. 그런 이
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가족합창단 중에서 몇 개라도 좋은 모델이 나오고, 그것이
확산의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바라는 점이 있다
면, 작년 사업기간이 끝날 때 참여자분들이 ‘우리 언제 또
만나요?’라며 아쉬워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가능하면 공
백기 없이 연속사업으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소망이 이루어 졌으면, 좋은 기운이 널리
퍼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본다.

맹수호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공연기획팀장. 10년 가까이
지역예술단체 복사골마당에서 풍물 공연과 교육을 기획했다.
그 후 부천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메타기획컨설팅
문화기획사업부장 등을 역임했고, 지금은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공연기획팀장으로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msh67@korea.kr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5월 19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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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연극이 되고
이야기는 내가 되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연극으로 읽는 동화’
김정연
2015 서울국제도서전 총감독

4월의 봄 햇살만큼이나 따뜻한 질문과 아이들의 해
맑은 눈빛을 만난 토요일이었다. 국립어린이청소년

아이들은 이것을 몸짓이 담긴 하나의 장면으로

도서관 강당에 들어선 순간 아이들의 뛰어노는 소

론을 시작한다. 아이들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며

리가 가득했고, 신체놀이를 통해 서로의 호흡을 느

극중의 장면적 요소가 완성되어간다. 이야기 패턴

끼는 몸 풀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같은 공간에 있는

이 드러내는 다양한 욕구와 감정들을 연극적 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넘쳤다.

소로 체험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호흡하고 있

표현하기 위해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에 대한 토

었다. 사람의 마음에 흠뻑 빠져드는 느낌을 경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연

한 친구들은 이 수업을 절대 빠지지 못한다고 한

극으로 읽는 동화’는 책과 연극이 접목된 연극놀이

다. 그만큼 연극은 각각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요

를 통해 입체적으로 책읽기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

소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직접 느끼게 하는

램이다. 매주 토요일 아이들은 연극놀이로 재구성

매력을 지니고 있다.

된 동화를 접하며 상상력을 마음껏 표현한다. 연령
별로 총 4~6회차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마지막 시

“피리 소리를 처음 들었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왠지 누

간에는 부모가 함께 참여하거나 연극을 발표하는

가 막 나를 조종하는 기분이요. 기분도 이상하고 마음도 울렁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마무리된다.

이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다리 다친 아이 역할을 했을 때 기분이 이상했어요.”
“선생님하고 장면 만들 때 쥐 밟는 척하는 거 재미있었어요.”

도서관에 피리 부는 사나이가 나타났다!
연극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역할을 통
오늘의 이야기는 <피리 부는 사나이>이다. ‘이야기’

해 즐거움과 고민을 나누게 한다. 책을 기반으로 한

가 만들어지는 순간, 프로그램에 참여한 8~9세 아

연극에는 갈등요소와 역할이 있다. 자기 자신이 중

이들은 자연스럽고 활기차게 책 속으로 들어갈 준

심이 되는 요즘, 아이들은 책 속 이야기를 함께 만

비를 했다. 바로 그때 피리 부는 사나이가 나타났

들어 가는 공동 작업을 연습함으로써 새로운 관계

다. 피리 부는 사나이와 아이들의 만남은 마치 책

를 맺고 사회성을 기르게 된다. 책 속의 이야기가

한 권이 펼쳐진 느낌이었다. 아이들은 탐정이 되어

연극의 한 장면으로, 삶의 이야기로, 그리고 본연의

각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다가, 그다음 순간은 마

마음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을 주민이 되어 심각하게 토론을 하였다. 이들은
연극의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몰입하고 있

김민주 강사는 “선행학습이 익숙한 부모님들은 다

었다. 마을에 나타난 쥐떼들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음 주제를 묻고 미리 책을 읽게 하려고 하지만 한

위기를 맞았다. 그리고 쥐를 모두 없애 주겠다는

번이라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은 그걸 원

사나이를 만나며 마을 주민들의 움직임이 시작되

하지 않더라고요. 책을 읽지 않은 아이들이 새로운

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질문을 더 많이 하고 상상력이 더 풍부해지는 걸 볼

해결할 것인가?

수 있어요. 연극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연
극을, 아이들 나름의 책 한 권을 완성해 나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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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라며 책을 미리 읽어

로그램과 문화 프로그램 개발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오게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담당하고 있는 만큼 고려해야할 요소들도 많았다.
김민주 강사는 “도서관은 보물창고 같아요. 문화프
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서 선생님이 있고, (활동할 수

책의 매력을 활짝 터트리기

있는) 공간이 있고, 환상을 창조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요소가 풍부해요.”라며 도서관 연극놀이를 진

연령의 욕구와 교육적 필요에 따라 선정된 동화 속

행하는 것에 대해 큰 만족감을 표시했다.

연극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책의 인물이 되어보고
이야기를 연극장면으로 만들어 봄으로써 그 장면을
스스로 상상한다.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스토리를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도서관과 책, 그리고 연극

몸으로 표현하며 책이 가진 장점, 바로 무한한 상상
력을 펼쳐 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다양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하게 변모하는 책의 모습

역할을 수용하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며 다른 사

을 아이들에게 소개하는 도서관과 연극의 역할을

람과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스스로 깨우치게 된

지켜볼 수 있었다. 책의 스토리는 아이들에게 내적

다. 단순히 독서의 차원을 넘어 사회성을 기르고 ‘함

움직임을 일으키고 관계 맺음을 형성시킨다. 함께

께’ 그리고 ‘우리’라는 소통의 교감이 남게 되는 것

한 시간 동안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자신의 이

이다. 이는 책이 가진 힘, 연극이 가진 매력의 요소

야기를 하는 순간이 있었다. 집중하지 못하던 아이

들이 모여 가능해진 것이다.

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고, 소극적
인 아이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게 되고, 또 손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도서관이 가진 최대 장

번쩍 들고 참여하는 모습은 아이들이 그 스토리 안

점인 ‘책’과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의 전문성을 살린

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이들은 상황에

연극놀이를 연결했다.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실

몰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야기를 통해 정보를

천, 참여자의 피드백을 지속하며 질 높은 프로그램

습득하고 장면을 만들어서 한 편의 연극과 책을 완

이 나왔다.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다양한 독서 프

성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세계와 만날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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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어떤 마음으로 성장
하게 될까? 아이들의 상상력으로 이어지는 스토리
의 전개는? 다음, 그다음으로 발전하는 아이들이 궁
금해진다.
봄 햇살이 유독 반짝 거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
는 뭘까? 눈이 반짝 거리는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만난 책과 연극의 끝은 없었다. 다만 아이들의 상상
력으로 가득 채워진 책 한 권을 만나 지식이 아닌
두둑해진 마음만이 남았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어린이와 청소년 뿐 아니라 누구나 친근감을 느끼고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국가대표도서관이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이끌어갈 어린이와 청소년이 도서관을 통해 꿈과 상상력, 미래를
향한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각종 전시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뿐 아니라 전국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
지원사업, 어린이담담사서교육 등 어린이청소년 독서진흥의
허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www.nlcy.go.kr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
1998년 개설 초기부터 아동·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과
연극예술을 결합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연극놀이를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대상에 맞는
연극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대상(유아, 아동 및 청소년,
성인, 어르신, 가족, 장애우, 교사 등)을 위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www.playsadari.com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국·공립기관 연계 프로그램
국·공립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자원, 고유의 경험과 특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총 10개 국·공립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그중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진행 중인 ‘연극으로
읽는 동화’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다리움직임연구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책과 연극, 놀이가
있는 ‘즐거운 토요일’을 진행하고 있다.
www.facebook.com/toyo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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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연
2015 서울국제도서전 총감독. 문화예술분야에서 아트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2015 서울국제도서전 총감독을
맡고 있으며 서울와우북페스티벌/어린이와우북페스티벌 총괄
외 다수의 축제와 도서관 컨설팅에도 참여했다. 문화, 책,
일상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분야를 기웃거리기를 좋아한다.
축제, 전시, 문화예술교육, 라틴댄스 등이 주요 활동분야이다.
bdan325@naver.com

사진
마루스튜디오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5월 19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노동하고 창조하는
거룩한 손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살고 그리며 꿈꾸다’

남은정
상상놀이터

삶의 지문들

2015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의 가장 큰 변
화 중 하나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개최되는 첫

서로 만나고 눈을 마주하기

으로 지역에서 주간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문화예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 개막을 이틀 앞둔 5
월 23일 울산의 구도심인 중구 문화의 거리는 울

술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고,

산 산업현장 근로자와 청년 아티스트들의 협업으

지역의 인적·물적 인프라와 역량을 활용하고 북

로 마련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체험프로그램에

돋으며, 행사가 끝난 후에도 그 관심과 활기가 이

참여하는 가족, 친구, 연인들로 북적였다. 지난 11

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행사 개

일 서울 염리동에서 출발한 ‘움직이는 마음 다락

최 전 경상권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함께 특별

차’도 전국을 순회하고 행사 개최지인 부산에 들

기획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시민들과 다양한 문화

어가기 전 마지막 정류장인 울산에서 전시와 체

예술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펼쳤다. 그 중 울산문
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한 ‘살고 그리며 꿈꾸

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 옆에는 2014
년 제64회 베를린국제영화제 넷팩상(NETPAC)을

다 : 삶 이야기 – 근로자와 아티스트, 눈을 마주

수상한 바 있는 박경근 감독의 다큐멘터리 <철의

하다’ 현장을 찾았다.

꿈>을 상영하는 컨테이너가 있었다. 한반도에서

행사라는 점이다. 올해 부산·경상권 개최를 시작

가장 오래된 그림인 울산의 고래 암각화와 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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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의 이미지로 시작하는 이 영화는 울산을 대

예술로 체험하는 삶의 현장

표하는 이미지 – 고래, 조선소, 중공업, 쇠, 노동
의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담아 세계적으로 인정받

배효정 작가는 현대자동차 기타동호회에 참여 중

았던 작품이다. 작년 11월 개봉했으나 관람하기
쉽지 않았던 이 작품을 여기서 만날 수 있었던 것

인 근로자분들과 <땀방울의 꽃>을 만들었다. 빨간

역시 행운이었다.

용해서 길가에 커다란 꽃을 피웠다. 이 전시를 보

먼저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근로자와 아티스트

끼고 살았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멋진 작

들의 손과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 《삶의 지

품으로 탄생한 걸 보니 눈물이 나고 감사하다.”며

문들》은 작지만 큰 울림을 주었다. 일찍이 영국의

몇 번이고 인사를 했다. 근로자들이 작업공간에서

의학자이자 예술가인 찰스 벨은 손을 가리켜 “하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로 예쁜 꽃을 만들어 당신이

나의 도구로서 모든 완벽함의 극치를 이룬 것”이

꽃보다 아름답고, 당신의 일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라고 말했고,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눈

담고 싶었다는 배효정 작가의 마음을 시민들도

에 보이는 뇌의 일부”라 칭했으며, 옛 소련 출신

이해한 것일까.

색 고무로 코팅된 목장갑, 안전모, 호스 등을 활
던 한 시민은 “30년간 근로자로 일하며 면장갑을

의 미국 시인 조지프 브로드스키는 “정신의 칼날”
이라 칭송했다.(인체의 신비, 이성주, 살림, 2003)
이처럼 손은 생각을 실천하는 도구이자 그 자체

현대중공업 근로자, 자영업자, 주부 등이 참여

로 사람과 삶을 드러낸다. 열심히 일하는 이들의

여한 <기억을 새긴 나무>는 현장의 기억을 새긴

손,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워크숍 작품들, 그것을

나무 도장을 엽서에 찍어 간직하는 프로그램이

이용한 체험프로그램을 만날 생각을 하니 가볍게

다. 작가는 폐자재인 목재파레트를 이용하고 싶

가슴이 뛴다.

어 했지만 오랫동안 서각작업을 해온 아랫목단

하는 서각동호회 ‘아랫목단’과 박소정 작가가 참

분들이 파레트는 도장을 새기기에 너무 무르다
울산의 근로자와 청년 아티스트들이 함께한 워

며 그와 비슷한 재질의 다른 나무를 추천해 주었

크숍 프로그램은 행사 연출과 디렉팅을 맡은 정

다. 취미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작품 활동까지 하

근아 작가와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함께

는 분들이다 보니 해 줄 수 있는 조언이었다. 아

전체적인 틀을 잡고, 워크숍에 참여할 배효정(조

랫목단 대표는 “버려진 목재파레트를 사용하겠

형), 박소정(시각디자인 평면/설치), 한승준(조

다는 발상에 놀랐다. 참신했다고나 할까? 우리

형), 박보배(시각디자인 설치) 작가를 섭외했다.

도 작품도 만들고 전시도 하지만, 이렇게 아이들

정근아 디렉터는 “작가를 선정할 때 시민들과

이나 시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니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했다. 작가들

색다른 느낌이고 감회가 남다르다. 자부심이 생

의 가족 역시 울산의 근로자들이다. 청년의 시각

긴다.”고 말했다. 박소정 작가 역시 “많이 배우

으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담아내려고 했다.”며 기

는 시간이었다. 오랫동안 서각을 하셔서 기능적

획의도를 소개했다. 울산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으로 고수급이고 무척 디테일하시다. 생업으로

있는 근로자 그룹을 모집했는데, 이 과정부터 쉽

바쁘신 데도 밤늦게까지 작업하고 작품을 만드

지가 않았다. 박은정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시는 모습이 놀랍고, 작가로서 반성하게 되는 면

총괄팀장은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을

이 있었다.”며 존경을 표했다.

위주로 접근했지만 선뜻 하겠다고 나서는 분들
이 없어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한다. 한두 번 가

박보배 작가는 현대 중공업 근로자인 아버지와

볍게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프로그램에 대한 이

함께 작업한 작품 <톱니, 원동력, 부양>을 선보였

해와 관계가 생기고 나서야 4차례 정도의 워크
숍을 진행할 수 있었다.

다. 공장을 상징하는 톱니를 돌리면서 생성되는
바람이 종이컵을 밀어 올리는 것을 체험해 보고,
그 느낌을 적어 전시하는 프로그램이다. 가족을
부양(扶養)하기 위해 애쓰는 가장의 모습을 컵을
부양(浮揚)시키기 위해 톱니를 돌리는 작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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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그리며 꿈꾸다

치환해 보는 것이다. 실제로 톱니를 돌려 컵을 밀

기억을새긴나무

토대를 만들고 지역을 움직이고

어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체험에 참여
한 아이들이 적은 쪽지를 걸어둔 곳에는 ‘아빠, 힘

이렇게 울산이라는 지역의 특성과 사람, 삶의 모

내세요! 사랑해요!’ 같은 말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

습을 고스란히 담은 네 작품과 체험 프로그램은

었다. 오늘도 특근을 하느라 이 자리에 참석하지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오랜 고민을 담고

못하셨다는 아버지와 딸의 공동작업은 다른 가족

있다. 초기부터 산업도시 울산의 특성을 반영한

들에게도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했지만, 토대가 만들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쉽지 않았다. 이번에 세계

공장, 굴뚝, 연기 같은 울산 산업현장의 모습과

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 특별 기획 프로그램으

바다, 근로자의 모습을 철판에 부조(浮彫)하여

로 지역사회에 근로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든 조형작품 <특별한 만남>은 한승준 작가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울산

용접 기술 근로자들이 함께 만들어냈다. 그 위에

지역에서 실현가능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실

시민들이 분필이나 마카로 자유롭게 색칠하고

천적 모색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그림을 그려 넣어 완성시키는 작품이다. 어느새

근로자와 기업, 예술을 연결하는 방법을 모색하

작품 속 바다는 알록달록 무지갯빛 파도가 일렁

는 심포지엄과 워크숍, 체험프로그램을 시도를

이게 되었다.

했다. 김교완 센터장은 “울산은 산업수도라고 일
컬어진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깊이 고민하고

이 설득했다. 손재주가 좋고 섬세한 분인데 말수가 적어

있다. 우리 센터가 생긴 지 이제 5년차이고 문화
예술교육이 지역에 알려진지 얼마 되지 않았지

딸과 대화가 많지 않았다. 이번 계기로 딸이랑 새벽 두세

만, 설립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근로자·기업에

시까지 함께 이런저런 궁리를 하고 재료 하나도 아껴서

다가가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고 말한다. 문

소중히 쓰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 간에 애틋함이 느껴져서

화예술교육의 대상을 지역의 근간을 이루고 있

행복했다. 그리고 이렇게 재미있어 하는 사람들을 보니,

는 근로자까지 넓혀가려는 노력과 시도가 이제

딸이 자랑스럽다.”

조금씩 싹을 틔워가는 것이다. 박은정 총괄팀장

박보배 작가 어머니

은 “초기 3, 4년간은 기초를 쌓고 인지도를 넓히
는 등 기본을 충실히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취업한지 얼마 안 되었다. 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어떨 때

제는 선수(?)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

는 살기 위해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울산은

다. 앞으로 연구사업도 하고, 내년에는 작은 규

문화적으로 즐길 거리가 별로 없다. 문화예술이라는 게 청

모로라도 자체사업을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토

소년,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하다. 근로자들도

대를 만들고 확산해 가는 것이 지역 문화예술교

주말에 나와서 이렇게 보고 즐길 수 있는 게 많았으면 좋겠

육지원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프로그

다. 여가를 잘 보내야 일도 잘 할 수 있으니까.”

램의 또 다른 취지를 전했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참여하지 않겠다던 아버지를 가족들

《삶의 지문들》展 참여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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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니, 원동력, 부양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의 청년 작가들이 함께 참
여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동반자를 만들고 넓
혀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지역 청년작가들과
‘풀밭 위의 미술관 모임 MOIM’이라는 공간을 중
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근아 작가를 디렉터로
하고 함께 기획한 것도 이러한 이유다. 정근아 디
렉터는 “작품을 하나 만든 다기 보다 과정을 중
시했다. 근로자들을 만나며 느낀 점이 많았고, 그
들의 이야기와 청년들의 이야기가 드러나는 작업
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
을 밝혔다.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울산광역시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2011년 개관한
광역단위 지원기관이다. 중앙과 지역을 잇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전달자로서 센터,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산지역
문화기반시설, 학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등과의 원활한
네트워킹과 인적·물적 인프라 발굴, 문화예술교육정보 기반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www.nlcy.go.kr

마지막으로 박은정 총괄팀장은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근로자들이 참여하고 작가들과 함께 작업
해보는 이 비일상적이고 특별한 하루가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워크
숍에 참여한 작가들과 근로자들 뿐 아니라 체험
하며 작품을 완성해준 시민들 역시 이 특별한 경
험을 계기로 가족과 일상을 조금은 다르게 보게

남은정
상상놀이터
archive0721@gmail.com

되지는 않을까 싶다. 산업과 경제, 주식과 부동산
이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이 지역을 바꿀 수 있을
까? 노동하고 생산하고 창조하는 이 거룩한 손들
은 그럴 수 있을 것만 같다.

190

2015 arte 365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6월 2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계급장 내려놓고
락앤롤
프레이플레이어 ‘우리는 락이다’
김준수
문화예술교육자, 음악가

파주에 위치한 8125부대에 도착하니 어느덧 해가

“잘 지냈어요? 오랜만이네.” 프로그램을 진행하

저물어가고 산바람이 제법 차가웠다. 수업이 진행

는 이정훈 강사와 고상현 강사는 다소 친근한 동

될 강당엔 스무 명 남짓한 군복 차림의 장병들이

네 형 같은 말투로 인사를 건네며 수업을 시작했

이미 기타를 한 대씩 메고 손을 풀고 있었다. 군복

다. 강사가 “튜닝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는 사람

과 통기타의 조합은 분명 낯설었지만 기타를 만지

손 들어보세요. 그럼 코드 기억나는 사람? 손!”

는 장병들이 내뿜는 호기심 많은 소년의 눈빛을

물음이 계속 될수록 손을 드는 장병들이 점점 줄

보고나니 이 수업이 무척이나 궁금해졌다.

어들었다. 훈련 탓에 연습을 못 했다는 장병들이
었다. 이번 주에는 일주일간 땅굴훈련이 있었기

프레이플레이어가 진행하고 있는 ‘2015 우리는

에 체력적으로 무척 힘들었다고 했다. 연습이 부

樂(락)이다’는 군부대에 있는 장병들에게 통기

족한 탓에 복습부터 시작되었다. 훈련과 업무로

타 연주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세대 장병

까맣게 탄 왼손으로 기타 넥(Neck)을 잡은 사뭇

들이 복무기간 내에 1인1기(一人一技, 한 사람
이 하나의 기술을 가지는 일)를 익힘으로써 여

진지한 표정은 수업이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유

가를 선용하고 자기개발의 기회를 넓히도록 돕

은 기타 지판을 잡은 자신의 운지를 보고, 또 옆

는다. 기타연주와 합주를 통해 분과와 내무반이

전우의 손가락을 보며 수업에 집중했다.

지되었다. 여느 교육현장과 다르지 않다. 장병들

다르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분위기
드 교육, 통기타 연주 교육이 줄 수 있는 소통과

올해로 군부대 문화예술교육 7년차인 프레이플
레이어 박연두 대표는 그동안 교육환경이 지금

협력을 통한 협연 과정을 통해 부대원끼리 부서

처럼 안정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몇 년

별, 임무별, 보직별 배타적인 경쟁구도에서 벗

전 장마에 악기가 전부 떠내려가는 사건도 있었

어나 긍정적인 병영 공동체 생활을 유도하자는

고, 바람이 통하는 야외 천막에서 수업을 할 때

데 목표가 있다.

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런 와중에도 7년 동안 수
업이 진행되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만들자는 공동의 약속에서 출발했다. 더불어 밴

과연 통기타라는 악기가 어떤 매력이 있기에, 그
통기타의 매력에 빠지다

리고 이 수업엔 어떤 특별함이 있기에 그런 어

갑자기 “주목!”이라는 장교의 목소리에 장병들

려움 속에서도 7년 동안 수업이 끊이지 않고 계
속되는 것일까. 통기타와 이 수업에 대한 매력을

은 허리가 곧아지고 눈빛이 초롱초롱해졌다. 심

묻자 고한솔 병장은 “통기타는 참 멋진 악기다.

지어 군복에까지 각이 잡혔다. 장교가 오기 전

원래 사회에서 피아노를 연주했었는데 피아노를

기타를 잡았을 때는 그저 순수한 소년들로 보였

내무반으로 가져올 순 없는 노릇이고, 악기연주

는데 되살아난 그 눈빛은 확실히 대한민국 국군

는 너무 하고 싶었던 찰나에 이 수업을 알게 되

장병들이었다. 장교의 전달사항과 점검이 끝나

었다. 일단 통기타는 피아노와 달리 휴대가 가능

고, 강사들이 앞으로 나오자 장병들은 왜인지 기

하면서도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 흥미롭다.

타를 품에 더 가까이 안았다.

작년엔 우쿨렐레를 배웠었는데 우쿨렐레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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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모두 채워주는 악기다”라고 대답했다. 더불

적으로 유지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다양한 계급,

어 수업시간에는 강사들에게 하나하나씩 배워가

연령, 상황에 대하여 이해와 배려를 높이고 문화

고 부족한 부분은 수강생들끼리 서로서로 알려

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군

주는 재미 또한 이 수업을 특별하게 하는데 한

부대 문화예술교육’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

몫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다. 여기 모인 장병들에겐 통기타 연주가 잠시나
마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인 셈이다. 그
래서일까. 이정훈 강사는 그들이 이 시간을 즐

내무반 ‘TV파’에서 ‘기타파’로

거워하고 기타를 통해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
는 것이 이 수업시간을 특별하게 하는 원동력이

사실 문화예술교육의 특별함은 수업이 끝난 후

라며 그런 모습을 볼 때 교육자로서 가장 보람이

부터가 아닐까. 일상이 변하니 말이다. 일상이

있다고 말한다.

조금씩 특별해지는 매력을 장병들도 충분히 느
대부분의 장병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군 생활에

30차시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수업
은 발표회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올해 발표회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한다. 심호준 장병

홍대에서 가장 뜨거운 공연장인 롤링홀에서 열

은 “요즘 내무반으로 들어가면 ‘TV파’와 ‘기타파’

릴 예정이다. 이에 강사진과 장병들 모두 무척이

로 나뉜다. ‘TV파’는 아이돌이 나오는 가요프로
그램이나 드라마를 즐겨보고, ‘기타파’는 기타 합

나 기대가 큰 것 같다. 사실 나 역시 롤링홀에 오

주나 개인 연습을 한다. 저는 이번 수업으로 ‘기

년들의 ‘락(樂)’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기도 하

타파’가 되었는데 내무반에 있는 동안 재미와 보

고 기대도 되기 때문이다.

끼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 자체설문조사 결과

르는 그들의 무대를 꼭 보고 싶다. 군복 입은 청

람 둘 모두를 잡고 있다.”며 수업이 있는 매주
수요일이 기다려진다는 말도 덧붙였다.
마음에 노크하는 예술
군부대에서도 교육시간 외의 일과 후 연습 및 관
련 활동을 부대 내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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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연주는 일종의 대화이지 않을까. 재밌게도

두 시간의 수업 동안 강사가 가장 많이 한 말은
‘힘 빼’라는 말이었다. 그렇다. 진솔하고 편안한
대화도, 악기연주도 결국은 긴장을 풀고 힘을 빼
는 데서부터 시작이다. 긴장한 상태로는 부드러
운 대화도 악기연주도 불가능하다. “제일 보람이
되는 건 젊은 장병들의 마음에 음악으로 노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군부대의 특수성과 예술의 공
존은 재밌는 상황들과 성과를 만들어낸다. 사람
이 사는 방식은 문화고, 그 문화를 이어주는 건
예술이기에 이 수업에서 나오는 무한대적인 시
너지에 관심과 매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박
연두 대표의 말처럼 처음으로는 강사가 장병의
마음을 노크하고, 또 장병은 내무반으로 돌아가
후임과 선임에게 서로 노크를 시도하게 되는 것
이 아닐까. 거기서부터 진실한 대화와 연주가 시

극단 프레이플레이어
연극, 뮤지컬, 음악,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로 구성된
단체로 연극, 뮤지컬 등 국한된 장르에서 벗어나 음반 및 공연,
독립영화 제작 및 상영, 연극·뮤지컬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함께 이러한 총체적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쌓인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군부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군부대 장병들과 함께한지 올해로
7년차인 극단 프레이플레이어는 참여자들의 바람과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며 20대 청년들이 군복무중 만나는 문화예술교육이
작지만 소통할 수 있는 유쾌한 플랫폼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국방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통일부 등 여러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군
장병, 수형자, 소년원학생, 아동청소년,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의무 경찰 등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401개 문화예술단체가 1,163개
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군부대
문화예술교육 지원은 군부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장병들의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군대생활 적응과 자기개발 동아리 활동 등
문화예술을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작되는 것이다.
우리의 국방을 책임지는 국군장병들에게 이 수업
은 소중하다. 계급장을 내려놓고, 군기도 살짝 접
어두고, 악기연주를 통해 대화를 시도한다. 총 대
신 기타를 메고 전 세계 공용어인 음악으로 자기
자신과 옆 전우 그리고 군대 밖 사회와 대화 하
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전방에서 우리를 지켜주
는 고마운 그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약진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시도와 용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김준수(몬구)
몬구는 뮤지션이자 음악치료사이다. 밴드 몽구스로 다수의
페스티벌 및 방송출연 등 공연활동을 했으며, 나이키, CJ,
컨버스 등 여러 광고음악을 제작하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과
아이패드 앱(app) ‘개러지밴드’를 이용해 자기 멜로디, 이야기,
목소리로 자작곡을 만드는 ‘스마트뮤직메이커’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다.
http://facebook.com/mon9star
http://twitter.com/mon9star

사진
마루스튜디오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6월 30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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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초도에 울려 퍼지는
선율
전남관악윈드오케스트라 ‘온고지신-새로운 만남’
김수재
전남문화예술재단 문화복지팀 차장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각 지역의 특

여 새로운 음악을 재창조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

성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

을 기울이고 있다.

써 생활권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문화예
술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문화예술교육센
터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

올해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년차
인 전남관악윈드오케스트라 이인주 대표는 지금 이
모습이 갖춰지기까지 쉽지 않았다고 소회한다. 섬

육진흥원이 협력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전라남

사람들은 육지 사람을 경계하는 경향이 있다. 더욱

도에서는 2015년 공모를 통해 21개 단체를 선정하
여 운영하고 있다. 그 중 전남 신안군에서 아이들과

이 생전 처음 보는 관악기를 가지고 교육을 한다고

어른들이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가고 있는 전남관

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 섬

악윈드오케스트라의 ‘온고지신-새로운 만남’ 현장

에서 전해 내려오는 설화, 민요, 구전 등을 현대 음

을 소개한다.

악으로 편곡하여 재구성하게 되었다. 쉽지 않은 작

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하지만 지속적

업이었지만 섬 주민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이 교육의 장점 중 하나는
섬마을, 악기로 소통하다

부모님과 학생이 함께 악기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어른과 아이가 서로 배

그동안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지역민들의 수

워가고 부족한 부분은 알려주면서 더욱더 가까워지

요나 요구와는 동떨어진 기능적인 문화예술교육

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을 우선시하여 실질적인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하
지 못하는 면이 없지 않았다. 특히 섬 지역은 지리
적 한계로 인해 평소 지역민들이 문화예술교육 프

들뜬 마음으로 바다를 건너

로그램을 접하기 쉽지 않다.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
나마 해소하고자 전남관악윈드오케스트라는 2014

이제 교육 현장을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자. 전남관

년부터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악윈드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매주 목요일 오전 목포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로 다가가기 위한 노력과

여객선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도초도(都草島)로 들

함께 지역민들이 원하는 문화예술교육이 무엇인지

어간다. 악기로 가득해서 앉을 자리도 없는 차를 배

고민하기 시작했다. 깊은 고민 끝에 2014년에는
지역의 설화, 민요, 구전 등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에 싣고 2시간 30분을 가야하는 곳이다. 도초도에
도착한 단원들은 정신없이 점심식사를 해결하고 바

지역민들의 문화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문화예술

쁘게 도초초등학교 체육관으로 향한다. 체육관에는

교육과 결합한 특성화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

20여 명의 학생과 10여 명의 마을주민이 쉴 새 없
이 관악기를 불고 있다.

발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신안군 전통 민요를 발
굴하여 관악 오케스트라 음악으로 재탄생시킨 8곡
이 나왔다. 이를 토대로 2015년에는 지역민이 함
께하는 합창과 관악 오케스트라에 국악을 접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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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김장술 강사와 김규봉 강사는
친근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수업을 시작했다.

시끄럽기만 하던 강당은 조용해졌다. 강사의 유도

달라진 가족의 일상

에 따라 참여자들은 악보가 그려진 칠판을 보며 악
기를 불기 시작했다. 한음으로 울려 퍼지는 악기 소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의 본질은 지역의 문화예

리는 마음을 울리고 웅장하기까지 했다. 밖에서 뛰

술자원을 일상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이라고 본다.

어노느라 까맣게 탄 아이들과 바닷일로 지친 어른

전남관악윈드오케스트라의 문화예술교육은 섬 주

들의 얼굴은 수업 시작과 함께 진지한 아티스트로

민들의 일상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었다. 힘든 하

변해갔다. 악기를 대하는 그들의 진지함과 집중력

루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마을 주민들과 아

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꾸며내지 않은 열정을 보

이들은 TV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악기 연습으로 하루
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색소폰을 배우고 있는 김선

여 주었다.

기 씨는 “처음에는 그냥 구경 한번 갔다가 악기가
목요일에 이어 금요일에는 면사무소에서 제공해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다. 두 달 가까이

복지관 건물에서 전날 참여하지 못했던 참여자들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소리내기가 어렵다. 하지만 조

연습을 하고 있었다. 오케스트라 교육이 입소문이

금씩 좋아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

나면서 이웃섬인 비금도(飛禽島)에서도 시간을 내

다”며 이런 교육을 아이들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기

서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 있었다. 매

회를 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덧붙였다. 트럼본의 매

주 비금도에서 건너오는 명민옥 씨는 “도초도에 부
러운 것이 없는데 오케스트라 교육은 부럽다. 교육

력에 빠져 있는 도초초등학교 6학년 김민혁 군은
“올해 3월부터 악기를 시작했는데 아직도 소리를

이 있는 날은 들뜬 마음으로 섬을 건너온다. 그리고

내려면 입술이 아프지만 하면 할수록 재미있다. 높

비금도에 이런 민요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됐다”

은 음을 낼 때 숨이 차고 힘들지만 원하는 음이 나

며 자신이 살고 있는 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

오면 자신감이 생기고 기분이 좋다. 언제까지 트럼

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학교에 가도 계속
해보고 싶다”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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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섬을 울리는 큰 하모니
신안군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온고지
신-새로운 만남’은 지역 문화자원 발굴과 지역민들
의 문화욕구를 해소하는 문화예술교육의 결합으로
특성화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역민들이 문화예술교육의 적극적
인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의 문
화예술교육 자생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전남관악윈드오케스트라는 앞으로 12월까지
총 50회차의 교육을 진행한다. 아직은 갈 길이 멀
다. 하지만 어른들과 아이들이 여기에 모여 각자의
악기를 불고 하나의 하모니를 향해 노력하는 모습
들이 모아져 큰 결실을 맺을 것이다. 올해 발표회는
신안군 문화예술회관을 무대로 많은 군민들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사들과 참여자들은 걱정 반 기대
반이다. 하지만 그들이 무대에서 느낄 희열과 감동
을 짐작할 수 있기에 그 무대를 염려하기보다는 기
대하며 준비했으면 한다. 작은 섬에서 큰 울림이 있
을 그 시간, 그 공간을 나 역시 기다려본다.

김수재
목포대학교와 전남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10년 넘게
공부했다. 이후 전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입사했고, 현재
전남문화예술재단 문화복지팀 차장으로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브랜드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spoonsj@jncf.or.kr

사진제공
전남관악윈드오케스트라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7월 21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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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에서 서울까지
사진으로 말 걸기
2015 한-베 문화예술교육 청소년 교류
프로젝트 ‘다정다감’
최순화
문화예술기획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13 년부터 문
화 예 술 교 육 공 적 개 발 원 조 ( O D A , O ff i c i a l

신짜오 코리아! – 길 위에서 채집한 이야기들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의 일환으로 베
트남 북동쪽에 위치한 산간지역인 라오까이성

전시를 하루 앞두고 전시장 여기저기에 옹기종

사범대학, 사파현의 초·중학교에서 문화예술

를 바탕으로 기획회의가 한창이었다. ‘풍경’ ‘한

교육 프로그램과 매개자 교육을 진행해왔다. 3
년차를 맞이한 올해에는 사파현의 청소년을 초

옥’ ‘시장’ ‘관계’라는 네 개의 주제로 남산타워,

청하여 7월 22일부터 30일까지 서울과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교류의 장을 열었

다. 한편에서는 장근범 작가가 디지털 카메라들

다. 프로젝트의 주제는 한자문화권인 베트남에

다.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전시 안(案)을 그려보

서도 같은 의미와 발음을 담고 있는 ‘다정다감

고 있는 양국 청소년들은 캠프에 참여하며 어느

(Da tinh da cam, 多情多感)’으로, 집단활동과
팀워크를 기반으로 기획부터 전시까지 청소년들

덧 친해져 있다. 이들의 실질적인 전시 기획을

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현 큐레이터는 서른 명의 청소년들이 채집해온

다. 다양한 공동작업과 협력활동을 통해 다양성

서른 개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모둠별로 전시에

과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대한 아이디어들을 정리해준다.

기 모여 앉은 청소년들은 전날 다녀온 로드워크

청계천, 광화문, 광장시장 등을 여행했다고 한
을 도열해놓고 인덱스용 사진을 프린트하고 있

돕기 위해 안소현 큐레이터가 초청되었다. 안소

이해를 높이자는 취지이다.
“강과 공원, 하늘, 건물이 어우러진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라오까이성에서 출발한지 27시간 만에 시흥에 도

싶어요. 자연의 모습이니까 나무가 꼭 들어가면 좋겠어요.”

착한 10명의 베트남 청소년과 시흥시 다문화 및
일반 가정 청소년 20명 등 총30명은 예술가들
과 함께 예술적 자극과 아이디어 교류를 통해 자

“남산타워가 가장 좋았어요. 우리들의 추억이 가득 배인 이
곳을 보여주고 싶어요.”

연스럽게 스토리텔링을 익힐 수 있는 다양한 활
동을 진행했다. 옥정호, 장근범 작가와 함께 몸과

“한옥의 거리가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냥 한옥 사진만 전

마음의 감각을 깨우고 친해지고 관계를 형성하

시하면 지루하니까, 저는 그 옆에 재밌는 사진을 걸 거예요.”

는 놀이 활동을 하고, 예술가 작업실 탐방, 아라아
트센터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전시 관람 등을

“시장을 가까운 곳과 먼 곳의 모습을 배치해 시장의 깊이를

통해 도시를 발견하고 그것을 전시로 풀어내는

보여주고 싶어요.”

다양한 방법에 대한 현장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모둠별로 주제를 정하고 로드워크에

“시장에 대문을 만들 거예요. 아래에는 청계천도 흐르면

나서면서 7월 29일 시흥ABC행복학습센터에서
개최할 전시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좋겠어요.”
조금은 쑥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하는 아이, 잘 설
명하지 못해 끝내는 눈물을 글썽이는 아이, 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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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스케치를 그려온 아이, 자신이 본 것을 꼼꼼

이블카를 태워주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한다.

하게 노트에 기록하고 전시계획을 설명하는 아

이어 권용주 작가가 작품 제작과정에 필요한 기

이들까지, 같은 공간에서 건져 올린 이야기와 이

술적인 부분들을 알려주고, 전시 지원을 위해 참

미지가 다양했다. 베트남 청소년들은 이미 3년
차 베테랑답게 전시에 대한 계획도 꼼꼼하다. 안

여한 다른 작가들과 함께 본격적인 전시 설치를

소현 씨는 비슷한 아이템을 묶어주고 이야기를

맞춰 세련되거나 멋있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연결시켜주며 이들이 스스로 전시 제목을 정하

아이들의 상상과 정성은 항상 우리의 기대를 넘

고 공간 디스플레이를 구상하고, 관람객에게 작

어선다. 하루 만에 이뤄지는 전시지만, 아이들은

품을 해설할 도슨트 스크립트 짜기까지의 과정

해낼 거다.”라고 말한다.

시작한다. 양철모 작가는 “전시가 어른의 시선에

을 상기시켜준다. 긴장해 발표를 하지 못한 청소
년들까지 배려해 서로 역할을 나누고 참여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 모든 과정에서 베트남과 한국

기획에서 전시까지, 이야기에 날개를 달고

청소년들은 통역의 도움이 필요하다. 베트남 유
을 다독거리고 격려하며 챙겨주었고, 베트남 다

7월 29일, 밤새 폭우가 쏟아졌다. 시흥ABC행복
학습타운에 도착할 무렵 다행히 비는 그쳤다. 벌

문화가정 청소년들도 친구들 간에 말이 막히면

써 전시 설치가 끝나고 전시회 프로그램을 점검

기꺼이 통역을 도와준다.

하고 도슨트 프로그램과 라운드테이블을 위한

학생으로 구성된 통역자들은 힘들어하는 아이들

원고 정리와 리허설이 한창이었다. 드디어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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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아이들이 남산타워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

장이 열리자, 전시장 안팎으로 아이들의 손을 잡

지 않는다. 장근범 작가는, “해질녘 트인 공간의

고 온 가족 등 관람객들이 들어와 전시장을 돌아

호젓함이 주는 설렘과 함께 여행을 정리하는 장

다보며 자세히 작품들을 살펴본다. 전시는 ‘사파

소였기 때문에 특별했던 것 같다.”고 말하며, 케

의 기억’ ‘다정다감’ ‘교류의 순간들’ ‘라운드 테

2015 arte 365

“우리 할머니의 오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할머니께서 추운 날씨를
대비해 아주 따뜻하게 입으신다. 할머니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점심까지 부엌에
들어가서 온 가족에게 밥을 챙겨주신다.
우리 할머니는 아주 멋진 분이시다.”
– 타오 티 푸엉 타오 Thao Thi Phurong Thao

“이 사진은 할머니와 조카의 사랑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사진입니다. 함룽산(Ham
Rong Mountain)에 가는 길에 할머니와 할머니의 조카를 만났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할머니의 손의 색이 검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천 염색을 많이 하셔야
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H’Mong족 사람들은 같은 집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삽니다. 부모님들은 돈을
벌러 멀리 떠나야 해서 아이들은 할머니의 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H’Mong족의 가족 멤버들이 아주 친밀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용수,

이블’ 등 네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었는데, 한국
과 베트남 청소년들의 모둠별 기획전시인 ‘다정

트남 청소년들은 전통의상인 아오자이(Ao Dai)
를 입고 한국 청소년과 짝을 이뤄 전시를 설명

다감’은 한눈에 시선을 끌었다. 건축 이야기가

해준다. 전시장을 돌아본 한 학부모 관객은 “한

남산을 중심으로 한 서울 이야기로 뻗어 고궁,

국에서 베트남의 풍경 사진과 아이들이 만든 작

남산타워, 한옥과 같은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오

품들을 보니 마음이 울컥했다. 우리 아이에게 엄

리고 붙여져 팝업으로 구현되었다. 광장시장과

마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서 기쁘다. 친구들과

평화시장, 청계천 등을 다녀온 아이들은 대문 같

함께 어울리며 신나하는 모습을 보니 좋다.”라며

기도 하고 상점 같기도 한 구조물을 세우고 시장

소감을 전했다.

사람들의 다양한 표정과 좌판 위 색색의 상품을
을 만든 풍경팀은 나무 밑둥치에 동굴을 만들어

‘사파의 기억’은 지난 3년 동안 사파에서 진행한
작업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2년에 걸쳐 만든 걸

‘숨기 좋은’ 방을 만들고, 참여자들의 사진을 하

개 마을지도는, 소수민족의 전통 직물을 바느질

나하나 꼼꼼하게 붙인 지구본를 만들어 이번 만

로 꿰매고 각자의 특별한 기억의 장소가 그림과

남을 기념했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겹으

사진으로 채워져 있었다. 전시장 한편에 전시된

로 레이어 된 투명셀로판지에 빼곡하게 적은 메

소수민족의 의상과 수공예품이 더욱 특별하게

시지로 표현했는데, 벌써부터 그리움과 헤어짐

보였다. 전시장에서 유독 눈에 들어왔던 것은 가

에 대한 아쉬움들이 가득하다. 도슨트를 맡은 베

족과 이웃을 꼼꼼하게 기록한 베트남 아이들의

찍은 사진으로 채웠다. 커다란 사진 나무 설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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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북이었다. 시간별로 기록한 ‘나의 하루’, 이

서울에서 친구들과 시장에서 떡볶이를 먹고 시장

른 새벽부터 일어나 가족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사람들과 이야기 나눈 것이 가장 즐거웠다는 용수

담은 ‘할머니의 아침시간’, 쌍둥이 형제의 ‘가족

는 사파로 돌아가면 여기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모

이야기’, 마을에서 수공예품을 만들어 파는 소녀

아 포토 북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라고

와 할머니,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사진을 찍어주

한다. 한국에서 특별한 일주일을 보낸 것처럼 다

는 사진작가까지, 그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전

음번에는 한국 친구들을 베트남으로 초청해 사파

해온다. 처음에는 경계하고 어색해하던 이들이,

의 자연과 풍경, 도시의 일상을 보여주고 싶다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줘 고맙다고 인사할 때

용수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에 나눌 이야기로 가득

가 가장 기뻤다고 한다. 한국의 예술가들과 수

차 있는 듯했다.

업하며 직접 한국이름도 지은 고등학교 1학년인
용수(
)는 <용수
와 H’Mong족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소수민

사파 청소년들을 인솔해 함께 캠프에 참여한 사파

족인 흐몽족을 사진으로 기록했다.

육전문관은 “이 프로그램은 매우 예술적이며, 한국

현 교육처의 응웬 득 남(

)교

의 예술교육 접근법을 잘 보게 되었다. 이번 프로
“한국 선생님들이 왔을 때 저는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수

그램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

업시간에 꿈에 대해 물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기자’라

화를 배우고 새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일

고 이야기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 꿈이었으니까요. 사진

반적인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진예술교육

을 배우면서 어떻게 사람들과 이야기할지 방법을 배우게

을 통한 문화교류여서 더욱 특별했다. 한국 청소년

되었어요.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을 사진 찍고 대화하며 친

들과 베트남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 돌아가

해졌고 글도 열심히 썼어요. 사진 찍는 방법뿐만 아니라 사

면 사파에서도 이번 작업의 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진의 내용을 잘 전달하는 방법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北
그리고 10월에는 라오까이성 박하현(
河)에서 새롭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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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이번이 첫 한국 방문이라는 그는 서
울이라는 도시가 빠른 발전 속에서도 전통을 잘 유
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긴 호흡으로 함께 가기
2013년도부터 사업에 참여해왔고 이번 프로젝트
를 기획한 장근범 작가는 아이들에게 과정만큼 결
과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작품은 자신만을 위한 것
이 아닌, 타인과 나누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기법이나 도구로서의 예술작업은 아닙니다. 아이들
이 어떻게 주체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끄집어내고 표
현할지 사고를 확장하고 세계를 넓혀주기 위한 것이죠. 우
리나라와 베트남은 교육환경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제도권 교육의 긴장감이 풀어지는 데 오래 걸리는
데, 오히려 베트남 청소년들은 흡수력이 높아요. 개방적이
고 수평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잘 표현해요. 사파에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말은 생소하지
만, 이미 삶 속에서 예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촉매제의 역할이었죠. 아이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이
웃-사회와 잘 연결되어 자아가 넓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3년이라는 시간
이 익으면서 아이들의 성장과 변화를 느낍니다.”

문화예술교육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
기존의 건설, 재난복구, 기초교육에 편중되어 있던
공적개발원조의 지평을 넓히고 문화존중과 쌍방향 소통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 내 ‘지속가능 발전 교육으로서의
문화예술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 첫 사업으로
2013년부터 베트남 라오까이성에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1차년도에는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와 함께 ‘우리, 사진으로
만나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라오까이성의 사범대학교 교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매개자 교육과 초중등학교 학생들과
사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차년도에는 기존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중심이 된 동아리도 만들고 장르통합교육으로
확장, 매개자교육이 강화되었다. 3차년도인 2015년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창작 캠프가 진행되었고, 본
사업은 10월에 지속될 예정이다. 또한 8월부터는 박하현(
北河)에서도 새롭게 시작할 예정이다. 문화예술교육 ODA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장기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베트남
라오까이성 인민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KOICA 베트남
사무소가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한
것이 중요한 기반이다. 또한 올해 한-베 청소년 교류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시흥시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조성,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장근범 작가는 이러한 사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
적인 운영기반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차년도 사업을 할 때, 새로움에 대한 강
박을 버리고 동아리를 만들고 매개자교육에 좀 더
집중했던 것도 이런 이유이다.
문화예술교육 ODA는 문화예술을 통해 복지의 불
균형과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
다. 교육과 문화의 공통점은 경제 논리에 휘둘리기
쉽다는 것이다. 굳이 예술이라고, 다문화라고 부르

최순화
문화예술기획과 문화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NEXT 사업 파견자로 주태국
한국문화원에서 일했으며, 동남아시아 교류와 네트워크에도
관심이 많다.
suna.choe@gmail.com

지 않아도 삶 속에 예술이 있고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하며 전 지구적으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방
법을 문화예술교육의 해법으로 남겨둔다.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8월 11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PART 5
보다

201

늦바람 청춘들
풋사과 맛에 빠지다
2015 두근두근 늦바람 청춘제
조숙경
그림책작가

‘조개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불가에 마주앉아 밤새 속삭이네~♬♬’
예쁘게 옷을 차려입으신 어르신들이 무대 위에서 발랄하게 합창을 하신다.
한 템포 느린 엇박자가 노래 끝날 땐 ‘쿵! 짝!’ 하고 신기하게도 잘 맞아떨어졌다.
무대 밖에 전시된 어르신들의 작품 중에 ‘세잔의 사과? 우리들의 사과!’ 라는 작품이 있었다.
세잔(Cézanne, Paul)의 ‘사과’를 감상하신 후 자신만의 사과를 재창조하신 작품이었다.
작품 중 푸르고 싱싱한 풋사과를 보니 취재 중에 만난 장제모 어르신의 말씀이 생각났다.
“노인의 잠재된 욕망을 깨울 수 있는 문화예술 수업이 필요합니다.”
한 입 베어 물면 떫은 듯 새콤달콤한 풋사과의 맛이 잠재된 욕망과 닮아 있었다.
어르신들의 ‘늦바람 청춘제’를 즐기다 보니,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셨을 아버지가 떠올랐다.
아버지의 휴식은 텔레비전과 신문 보기, 그리고 막걸리 한 병이 전부다.
그분의 절제된 욕망 덕분에 막내딸은 문화예술 언저리에서 부족하지만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거친 삶의 무게를 여전히 짊어지고 가시는 늙은 아버지의 어두운 새벽길에도 풋사과를
전해드려야겠다.
그것은 완숙하지만 아직 덜 익은 풋사과 맛을 잃지 않으시려는 어르신들의 열정과 도전이다.

오늘 축제에 참여하신 어르신들 모두에게 ‘참! 잘했어요.’ 도장 하나씩 손등
위에 찍어 드리고 싶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에게는 특별한 도장 하나 더 찍어 드릴 것이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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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의 놀이에 의한
놀이를 위한
2015 예술상상 체험대 ‘색색깔깔 놀이 체험단’
양재혁
컬쳐커뮤니티동네 대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몸짓을 만들어보고, 그 짧

1863년 링컨은 그 유명한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위와 같이 말하였다. 흑인노예 해방 전쟁이었던

들에게 그림자로 자신들을 보여주는 방식의 ‘그림

미국의 남북 전쟁이 지니고 있는 가치는 만인의

여 빛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긴 노출이라

평등함을 주장하는 저 한마디의 연설문에 담겨

는 사진의 테크닉을 이용하여 표현해보는 일종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실제론 더 복잡
한 사유들이 있으나 미국의 역사를 공부하는 자

‘움직임의 기록’. 3단계 역시 어둠 속에서 빛을 담
고 있는 여러 개의 공을 이용하여 뺏기와 차지하

리가 아니니 차치하자.)

기로 연결되는 놀이와 그 놀이를 통하여 몇 가지

은 연극들을 차양막 뒤에서 직접 연기하며 관람객
자 연극’이다. 2단계는 어둠 속에서 랜턴을 이용하

단어를 선택하고 그 단어에 대한 ‘몸짓 만들기’. 4
단계는 블랙라이트의 방 안에서 이틀 동안 체험해
옴브라 쏨브라, 그림자로 놀자!

보았던 행위들을 직접 설치하며 그 시간들을 되새
겨보는 ‘기억의 복기’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 초,

모든 찰나의 기억들을 하나의 동영상으로 연결하

중, 고 학생들의 방학 기간 중 ‘예술상상 체험대’

여 만들어지는 ‘행위의 수집’이었다.

라는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예술적 체험의 장을
열어놓았다. 진흥원 예술강사들의 모임을 주체로

다시 말하자면 ‘그림자 연극’으로 몸을 깨운 학

하여 경기, 강원, 인천 지역 내 문화소외지역 학교

생들이 자신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남겨질지 모

에 찾아가는 일종의 ‘찾아가는 예술 서비스’이다.

르는 ‘움직임의 기록’으로 흥미를 돋운 후, 어둠

그중 김포의 대곶중학교에서 진행된 ‘색색깔깔 놀

속에서 빛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부딪치며 만들

이 체험단’는 무용, 영화분야 예술강사들의 모임

어지는 몸짓으로 에너지를 폭발시키고, 그것들

인 옴브라 쏨브라 팀이 진행한 프로그램이다.

을 다시 기억해내며 복기해본 후 자신들의 행위
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게 되는 것이다. 아마도

명의 뜻을 물으니 ‘그림자’라는 뜻밖의 대답을

이와 같은 순서들은 웜업(warm up)과 고조, 폭
발과 회귀라는 강사들의 교육적 계산이 들어있

전해주었다. 그리고 그제야 이들의 작업이 눈에

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기가 막히게도 학생

보이기 시작했다. 팀 이름의 뜻처럼 이들의 작업

들과 잘 매치되었다. 데면데면 하던 학생들의 얼

중심에는 ‘빛’이 있었다. 빛에 반사된 그림자와

굴에서 땀이 송골송골 배어나오고, 그저 입 꼬리

빛이 움직이는 과정의 기록, 그리고 그 빛을 만

를 살짝 올리던 얕은 웃음들이 땀과 뒤범벅되며

들며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움직이는 학생들처

숨 가쁜 큰 웃음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드라마틱

럼 말이다.

하게 이어지고 있었으니 말이다. ‘예술이 놀이가

무언가 주문처럼 들리는 ‘옴브라 쏨브라’라는 팀

되고 일상이 즐거워지는 특별한 예술체험’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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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작업은 총 다섯 단계로 나뉘어 있었다. 1단

는 예술상상 체험대의 취지에 이 프로그램은 정

계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주제를 정하고 그

확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부응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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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 나만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지니고 있는 의미를 보다 크게 확장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어른의 시선’으로도 읽혀졌다. 이 지점

하지만 몇 가지 질문들이 머릿속에 맴돈다. 난

에서 프로그램과 학생들 사이에 잘 이어지고 있

요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

던 유기적 소통이 조금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

대부분이 어른들의 시선으로 바라보아 가치가

었다. 커뮤니케이션되지 못하는 지점에서 참여

평가되는 시스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개인적

자가 당황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으로 난 이것을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부르
는데, 여기에는 관찰자가 바라보는 시점으로부

바로 이 점이 예술과 예술교육이 각자 다른 목적

터 시작되는 왜곡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술교

을 지니고 나뉘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예술은 불

육을 기획하는 우리 자신들이 입버릇처럼 말하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감정의 전이를 불러

고 있는 ‘감동, 환희, 아름다움, 가치, 신념, 철학,

일으키는 것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하지만 예술

의미’ 등의 개입이 그것이다. 다수의 청소년 예

교육은 다르다. 예술교육에는 교육자와 참여자

술 프로젝트들이 청소년들의 행위와 언어를 예

가 존재한다. 교육자와 참여자간의 커뮤니케이

술가가 해석하고, 그 해석에 어른이라는 3인칭
관찰자가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션이 예술교육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제 3자에
게 전이시키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 아닌 교육자

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행위의 주체였던 청소

와 참여자의 사이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무엇인

년들 자신의 이야기는 담겨있지 않은 경우가 태

가를 생산하고, 전이되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

반이다. 실제로 이번 ‘색색깔깔 놀이 체험단’ 프

이 중요한 지점이다.

로그램 속에서도 강사가 제시한 단어들의 나열
을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의미부여 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을 강사들이 인지하고 있다 하더라

형식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아주 사소한 지점들

도 예술교육은 어려운 행위이다. 왜냐하면 참여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마도 강사들이 프로그램

자와 교육자간의 신뢰 구축은 일방적인 전달에

을 만든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던 부분이었으리

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나 청소년이

라 생각해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교육이

라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예술교육자의 일방적인

PART 5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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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서 아이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실험을 계속해서 진행해보고 있다는 점이
이들의 큰 매력으로 보인다.
다만 안타깝게 여겨졌던 부분은 프로그램을 준
비하기 위해 상상 이상의 노동을 감내하고 있는
예술강사들의 모습이었다. (생각해보라. 이 더운
여름날 교실 3개에 장막을 쳐서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학교를 옮길 때마다 다시 설치해야 한다!) 그들
이 더 즐거운 놀이를 개발하는데 더욱 주력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보완 방법이 필요할 듯하다.
공자는 ‘지지자불여호지자 호지자불여락지자(知
之者不如好之者, 好之者不如樂之者)’라 하였다.
‘앎은, 또는 좋아하는 것은 그것을 즐기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나를 포함한 예술교
육에 몸담고 있는 많은 예술가들이 귀담아 들을
말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만인의 평등을 외쳤
전달은 학생들의 교과과정 속에서 늘 벌어지고

던 게티즈버그의 연설을 차용하여 개별적 평등

있는 지식의 강요와 다를 바 없다. 때문에 놀이

을 위한 놀이로서의 예술교육을 믿어보는 것으

는 가장 훌륭한 청소년 예술교육의 방식이라 할

로 마무리한다.

수 있다. 놀이의 다양한 룰(rule)은 그들이 개입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고, 같은 방식의 놀이

‘놀이의, 놀이에 의한, 놀이를 위한

조차도 전혀 다르게 해석시킬 수 있는 풍부한 이

(of the play, by the play, for the play)’

미지를 생산할 수 있다. 함께하는 교육자 역시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룰(rule)을 말이다. 전혀

하릴없이 놀아 보자. 의미 따윈 던져 버리고 말이다.

뜻밖의 새로운 사건들이 도출되었을 때 이를 해
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참여자와 교육자 사이의
수직적 관계가 허물어지고 진정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서로의 경험들
이 수평적으로 버무려졌을 때 우리가 그토록 주
지하던 가치의 저울이 수평을 유지하고, 독립적
인 개개인이 평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
라 생각한다.

양재혁
‘컬쳐커뮤니티동네’라는 명함 속에 ‘대표’라는 직함으로
적혀있지만 누가 봐도 동네 실업자인 대한민국 아티스트.
saraku30@naver.com

놀이로서의 예술교육
사소한 아쉬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 ‘색색깔
깔 놀이 체험단’ 프로그램은 기대했던 이상의 일

사진
마루스튜디오

들을 해내고 있었다. 준비된 여러 놀이들이 참여
자들과 잘 버무려져 서로의 입맛에 맞는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어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예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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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만점
이야기 속으로
2015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 강원
‘이상한 나라’
주소진
상상놀이터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友樂部落)’은 ‘아티스트

바쁘게 걸어 다니는 ‘시간토끼’였다. 그런 시간토끼

와 놀다’를 콘셉트로 한 어린이 대상 캠프로 지난

주변으로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뜨

2010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진행해
왔다. 올해는 처음으로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

거운 태양빛과 고온으로 지친 아이들을 위해 계획

터 공모를 통해 강원, 인천, 전북, 광주 4개 지역에

신문지가 젖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붉은여왕의 지

서 열렸다.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지역 기

령과 함께 시작된 물풍선 놀이는 뜨겁게 달궈진 광

획자, 예술가들이 함께 지역의 문화와 공간을 활

장과 아이들의 열기를 식혀주기 충분했다.

에 없던 물풍선 놀이가 준비되어 있었다. 등에 붙인

용하여 어린이를 위한 아지트를 만들어보는 기회
가 된 이번 ‘우락부락’은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 활

붉은여왕? 시간토끼? 그렇다. 여기는 앨리스가 토

성화를 위한 다양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끼를 따라 들어갔다가 만난 이상한 나라다. 아이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들은 일곱 명의 족장이 이끄는 일곱 부락 중 각자
원하는 부락을 선택했다. ‘붉은여왕이 이끄는 절대

‘우락부락’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캠프가

최강 놀자! 놀자! 부대’, ‘찰칵 탐험대’, ‘음악 다락

진행되는 2박 3일 동안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즐기며 새로운 아지트를 만들어간다. 강원문화예

(多樂)방’, ‘쑥덕쑥덕 들풀통신’, ‘이상한 나무’, ‘내

술교육지원센터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강원
도 정선에 위치한 강원삼탄아트마인에서 ‘이상한

름만으로도 뭔가 이상하고 신기한 일이 일어날 것

나라’라는 제목으로 두 번의 캠프를 진행했다. 캠프

니티작업을 하고 있는 노영아, 사진작가 강두환,

가 진행된 강원삼탄아트마인은 38년간 운영해오
다 2001년 10월 폐광된 삼척탄좌 시설을 문화예

어쿠스틱듀오 모던다락방, 식물을 그리는 목선혜

술공간으로 복원한 곳이다. 레지던시 작가들을 위

현), 공연 오브제와 의상 등을 만드는 아트디렉터

한 오픈스튜디오와 현대미술관, 그리고 탄광시절

장이(양아실)까지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맡았

공간을 그대로 살리고 광원들이 사용하던 물건(광

다.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부복, 안전모 등)을 재료로 한 설치작품들로 묘한

위해 기존에 주를 이루었던 미술분야와 함께 공연

(?)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탄광의 지난 역사와

분야 예술가들의 프로그램이 더해지면서 우락부

그곳에서 일했을 광부들의 땀이 느껴지는 듯 했다.

락 캠프는 2박 3일간 마치 ‘이상한 나라’라는 한편
의 공연을 하듯 곳곳에서 크고 작은 이야기와 사

몸의 플레이 버튼을 눌러줘!’, ‘앨리스Re.쌀롱’. 이
같은 이 부락들의 족장은 움직임을 기반으로 커뮤

작가, 조각가 빅터조(조경훈), 연극배우 리지(이지

건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시간토끼를 따라 이상한 나라로
강원도 산골짜기 ‘하얀 꽃길을 따라 의문의 굴’로 들

놀이에 깊이 빠지다

어간 아이들은 ‘이상한 나라’에 빠졌다. ‘이상의 나라
의 앨리스’처럼 말이다. 캠프에 도착해 처음 만난 것

물풍선 놀이가 끝나고 아이들은 자연스레 각자의

은 시계를 들고 “시간이 없어”를 외치며 이리저리

부락으로 돌아갔다. 부족들은 각기 필요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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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서에 작성해 다른 부족에게 주문하기도 하고,

탄아트마인이 가지고 있는 탄광이라는 특색과 함께 자연과

함께하고 싶은 놀이가 있으면 각 부족에게 전보를

어우러진 이곳의 느낌을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어요.

보내거나 포스터를 붙여 홍보하기도 했다. 마침
‘놀자놀자 부대’가 ‘앨리스Re.쌀롱’에 주문한 갑옷
이 완성되어 교환식을 하고 있었다. ‘앨리스Re.쌀

요즘은 학교에서도 리조트나 콘도 같은 시설로 여행을 가

롱’은 ‘놀자놀자 부대’의 부대원들의 몸에 맞춰 박

는데 아이들끼리 소곤소곤 이야기도 나누며 또 다른 추억

스를 이용해 다양한 디자인의 갑옷을 만들었고 ‘놀

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곳은 850고지에 위치해 있어 밤이

자놀자 부대’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전지로 접은

면 육안으로도 은하수가 보여요. 첫날 밤 광장에 돗자리를

커다란 종이비행기와 배를 선물했다. 두 부족은

깔고 누워 별을 보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가졌어요. 높은

갑옷과 선물을 교환하고 동맹관계를 맺는 의식을

고지에 위치해 특별한 자연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이곳에

치렀다. 동맹을 축하 하듯 이내 종이비행기들이

서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요. 처음 준비할 때 아이들이 텐트에 잘 적응할까 걱정했

하늘을 날기 시작했다.
왁자지껄 할 거라 예상했던 우락부락 캠프는 마치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많은 여행객들이 방문하고

90여 명의 예술가들이 살고 있는 예술촌과 같았
다. 각기 다른 7개의 예술 프로그램을 돌아가며 모

수많은 캠프가 진행되는 강원도이지만 강원문화

두 체험해 볼 수 있었음에도 한 개의 프로그램을

직접 캠프를 준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

선택하게 한 이유도 여기 있다. 2박 3일 짧다면 짧

다. 김지영 기획자는 처음인 만큼 더 많은 것을 아

은 시간동안 하나라도 깊이 있게 빠져 해 볼 수 있

이들에게 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며

도록 하고 싶었던 것이다. 작전은 성공한 듯 했다.

못내 아쉬워했다. 어른들의 아쉬움과는 달리 아이

90여 명의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상한 나라의 7
개의 부족에서 각자의 역할에 푹 빠져 있었다.

들은 이 모든 것들을 마음껏 즐기고 있음을 ‘찰칵

삼탄아트마인은 레지던시 작가들을 위한 소규모

재단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아이들을 위해

탐험대 기자’ 민기를 통해 느낄 수 있었다. 축구선
수가 꿈인 4학년 민기는 자랑스럽게 오늘 취재한
내용을 들려주었다.

숙박시설만 있어 잔디밭 위에 텐트를 설치했다. 텐
트 속에서 잠을 자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곳 삼탄

“여기 저기 다니면서 취재 엄청 많이 했어요. 취재를 하기

아트마인을 선택한 이유를 캠프 기획자인 김지영

위해선 취재요청서도 보내야 해요. 몰래 숨어서 붉은여왕을

씨(지역문화기획자, 프로젝트 시공간)에게 물었다.

취재하다가 붉은여왕에게 들켜서 벌로 청소를 했어요. 하지
만 청소해주었다고 붉은여왕이 종이비행기를 선물로 줬어
요. 붉은여왕을 취재할 땐 정말 스릴 있었어요. 오늘은 특종

“전시실, 미술관들을 보면서 처음 딱 떠오른 것이 앨리스가

도 잡았어요. 아까 물풍선 놀이 시작 전에 시간토끼의 생얼

토끼를 따라 들어간 굴이었어요. 각기 다른 굴로 들어갈 때

(맨얼굴)을 제가 사진으로 찍었거든요. 완전 특종이에요.”

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 같은 익숙한 듯 낯선 느낌
이었죠. 또 하나는 요즘 아이들은 연탄을 잘 모르잖아요.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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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유전자를 깨우다
마치 진짜 기자가 된 듯 민기의 목소리는 잔뜩 들
떠 있었다. 그것은 신나게 놀고 있음에 나올 수 있
는 목소리였다.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예술을 장
난감 삼아 놀고 있었다. 친구의 갑옷을 만들며, 그
에 보답하는 선물로 줄 커다란 종이비행기를 접으
며, 캠프장 곳곳에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 수집하고
사진을 찍으며 그야말로 즐기고 있는 것이다.
지금 어른들의 어린 시절은 지금 세대와 비교해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연탄재 하나로도 신나게, 부
족한 부분을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채우며 놀았다.
지금의 아이들은 모든 것이 풍요롭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가져야할 ‘놀이’는 게
임기, 장난감, 캐릭터 등에 빼앗겼다. 그런 아이들
의 놀잇감은 아이들이 놀이로부터 얻는 중요한 요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友樂部落)
‘아티스트와 놀다’를 핵심 콘셉트로 하는 어린이 대상 캠프이다.
아티스트-친구들과 함께 즐기며 새로운 커뮤니티(아지트)를
만들어 가는 캠프 우락부락은 일상에서 벗어나 낯선 공간에서
‘예술가와 함께 놀며, 작업하는’경험을 통해 예술을 즐기고, 삶의
의미와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열 번째 우락부락캠프는 강원 정선
삼탄아트마인(강원센터),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광주센터),
인천아트플랫폼(인천센터), 전북 완주 창포마을(전북센터)에서
펼쳐졌다.
‘이상한 나라’
음악, 미술, 사진, 움직임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함께
어린이들의 상상이 모두 이뤄지는 나라, 꿈과 상상을 마음껏
표현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여행이라는 콘셉트로 강원도 정선
삼탄아트마인에서 2015년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1,2차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소들을 기계적 작동이나 시스템으로 빼앗아 버린
다. 2박 3일 동안 아이들이 경험한 ‘이상한 나라’에
는 어떠한 기계적 작동이나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
닌 스스로 장난감을 만들고 지켜야 할 것들을 정
하는 놀이로 세워진 나라였다. 잠시 잊고 있었던
호모 루덴스의 유전자를 깨우 듯 말이다.

주소진
상상놀이터
funkyiju@naver.com

사진 제공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9월 1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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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는
살아있는 학교
인천 마을n사람
‘우리동네 문화복덕방-사람책’
고영직
문학평론가

한가위를 앞둔 구월의 어느 주말, 인천 동암역 북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책 프로그램은 누구나 동네

광장에서 593번 버스를 잡아탔다. 열우물(십정동)
을 지나 가좌동으로 향하는 차로 변에는 갖은 플

에서 일상에서 사람책을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을

래카드들이 눈에 띄었다. 재개발을 알리고, 부동

루를 오가는 가좌동 일대 청소년들도 사람책들과

산의 가치를 높이자는 문구들이었다. 인천 서구

의 만남과 교류를 통해 자신의 진로 탐구를 적극

가좌동 일대는 2016년 개통 예정인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로 인해 재개발의 몸살을 심하게 앓고

모색하고 있는 눈치였다. ‘느루’라는 말은 “한꺼번

있었다. ‘대한민국은 공사중’이라는 말이 실감된

리말이다.

지닌 커뮤니티 활동이다.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느

에 몰아치지 않고 길게 늘여서”라는 뜻을 지닌 우

다. 누군가가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
졌다”(밥 무어헤드)고 한 표현이 떠오른다. 무엇이

나는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느루’라는 공간에 퍽

우리 삶에서 진짜 인생을 사는 것인지를 묻고 있

매료되었다. ‘느루’라는 공간이 탄생하는 과정이

는 표현일 법하다. 어쩌면 그것은 돈을 어떻게 쓰

야말로 가좌동 일대 마을 사람들의 회복력을 보

느냐가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여주는 생생한 사례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지

있다는 의미는 아닐까. 버스 차창의 풍경을 바라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이윽고 버스

난 2008년 무렵부터 가좌동 일대 청소년들을 위
한 공간의 필요성을 절감한 동네 사람들이 오직

가 가좌교회 앞 정류장에 멈춘다. 나의 상념도 잠

민간의 힘으로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자금을 모아

시 멈춘다.

2011년에 오픈한 곳이 바로 ‘느루’였던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도서관 하나 짓는데 ‘기적’ 운운하
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나 진짜 기적은 느루

공간이 네트워크를 만든다

탄생 과정이 실증하듯이, 행정이 주도하는 방식보
다는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움직이려

마을n사람(대표 권순정)이 2014년 가을부터 한
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

는 마음 자체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어쩌면 이

동 지원사업 ‘시시콜콜’의 일환으로 두 해째 청소

더없이 중요한 공통의 문화적 경험을 형성하게

년인문학도서관 느루에서 진행하는 ‘우리동네 문

될 것이다. 어쩌면 마을은 마을을 생각하는 이러

화복덕방’은 우리 사는 동네가 부동산 가치가 아

한 마음들에서 비롯하는 것 아니겠는가.

관점이야말로 “누구를 위한 마을인가?” 측면에서

니라 복덕방(福德房)의 문화적 의미를 회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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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차원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이다. 지금은 죽은

느루에서 놀란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적으로

말이 되어버린 ‘복덕방’이라는 말에 스며있는 인

주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느루’라는 공간이

정(人情)과 온기의 의미를 동네에서 복원하자는

운영되는 방식에 다시 한 번 놀랐다. 처음에는 어

것이다. 마을n사람이 선택한 방법은 사람책 프로

른들이 중심이 되어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

그램이다. 청소년인문학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

그램을 마련했다. 그러나 아이들의 반응이 영 신

로그램인 만큼 사람책 프로그램은 퍽 적절하다고

통치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런 프로그램을 원했

판단된다. 휴먼라이브러리(Human Library)라는

나요?” 권순정 도서관장은 “아이들의 그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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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고 난 후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이

복덕방’ 프로젝트의 경우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

중요하다는 점을 알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청소

을 위주로 한 사람책 프로그램으로 짜여진 것은

년 운영위원회를 꾸려 아이들에게 도서관 운영에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아이들 또한 동네에 사는

관한 권한을 대폭 이양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

사람책들과의 만남과 교류를 통해 자신이 꿈꾸는

다. 지금까지 5기째 운영되는 청소년 운영위원회
는 어른들과 동등한 권리와 자격으로 도서관 운

미래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생각해보는

영에 관해 발언권을 갖고 함께 책임을 진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리라. 2016년이면 중학생들의 자유
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는 시점에서 마을이 학교가

공간은 우리가 디자인하고 책임진다’는 운영철학

되는 ‘마을-학교’의 가능성을 적극 모색하는 기회

이 2011년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
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의 발언권이 어른들에 의

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

해 억압당하지 않고,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일상

인할 수 있다. 캘리그라피(고복순), 펜글씨(김영

적 공론장이 탄생한 셈이다. 이러한 공론장의 힘

숙), 진로직업(권순정), 바리스타(서슬기), 영화책

은 느루에 대한 아이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참여

(라정민), 심야식당 등 아이들이 직접 만난 사람책

에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의 목록은 다양하다. 진로 탐색을 원하는 청소년

다. 그동안 아이들이 만난 사람책 목록에서도 확

들의 의견을 십분 청취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느루도서관 곳곳에는 가정여중, 동인천여중, 가좌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고를 비롯한 인근의 청소년들이 ‘느루’라는 공간
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는 표현들이 적

그러나 동네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 위주로 진행

지 않았다. 아무 제약 없이 편하게 오는 곳, 어른

되는 사람책 프로그램에 대한 더 깊은 고민과 성

들의 간섭을 받지 않는 공간, 놀 수 있는 공간, 제

찰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2의 집…… 같은 아이들의 표현들을 보라. 느루도
서관을 제2의 집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여전히

청소년들이 진로 탐색을 위해 ‘읽어볼 만한’ 사람

존재하는 한, 우리는 우리 사는 동네가 삶터이고,

치우친 사람책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터이며, 동시에 놀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저

그러하다. 물론 이러한 사람책 또한 필요하다. 문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마을은 관계라는 점을 외

제는 그런 방식은 사람책 프로그램의 필요조건이

면하는 ‘배신’ 행위라고 감히 말할 수 있기 때문

지 충분조건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더 고려

이다. 우리는 “공간이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점에

해보아야 한다. 덴마크 사회운동가 로니 에버겔

대해 더 자주 생각하고, 자신이 사는 동네에 이러

이 제안한 사람책 프로그램은 “오해는 무지에서

한 공간을 실제로 더 많이 만들어야 마땅하다.

비롯되고, 이해는 알아가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책 위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실용적 기능에

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 사람책 프로그램이 차
별, 편견, 소수자, 차이, 민주주의의 가치들을 생
진로 탐색을 넘어, ‘래디컬 스페이스’로

각하는 시작점으로서 의미를 지녀야 한다는 주
장인 셈이다.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위한 ‘실용

이 점에서 마을n사람이 진행하는 ‘우리동네 문화

적’ 목적 외에도, 나와 당신의 편견을 바꾸고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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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꾸려는 사회적 ‘운동성’ 측면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예를 들어 동네 사는 장애
인을 비롯해 우수마발의 다양한 사람들의 ‘다름’
을 아우르는 공동체는 그런 낯선 존재들과의 ‘마
주침’ 과정에서 더 구체적으로 구현된다. 영화 <
킹스맨(Kingsman)>(2015)을 주제로 한 영화 토
론회에 참여한 신우정 학생(가좌고 3)이 제기한
정당한 의문 또한 그런 문제의식의 소산일 것이
다. 우리 사는 동네가 영화 <킹스맨>의 경우처럼
서로가 서로를 함부로 죽이는 사회가 되기를 바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은시간(時)과 장소(市)에 구애받지 않는 교류(call)와
협업(collaboration)을 이름 속에 담고 있다. 문화예술이 특별한
남의 것이 아닌, 시시콜콜한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또한 일방향으로 전달되는 교육서비스가 아니라 공유와
소통, 상호 학습의 과정으로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지향한다. 2014년부터 새롭게 바뀐 이름으로
운영된 ‘시시콜콜’은 전문 문화예술교육 단체가 아니더라도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지향점에 공감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린 공모로 문턱을 낮추었다. 학교, 복지기관, 특수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넘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면하는 삶의 문제를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교육 활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지원한다.

라는 사람이 있을까. 나 또한 <킹스맨>을 보는 내
내 소위 ‘개 같은 마을’을 의미하는 영화 <도그빌
(Dogville)>(2003)을 연상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
이었다.
당신이 사는 마을은 생태계적으로 건강한가. 인
천 가좌4동의 경우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느루가
있고, 마을n사람이 진행하는 사람책 프로그램이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생태적으로 건강한 편

마을n사람
인천 가좌 지역에 자생적인 문화예술활동의 기반을 형성하고,
주민들 간의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 마을주민과 청(소)년이
배움과 놀이를 실천할 수 있는 푸른샘 어린이도서관과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느루를 만들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장고개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 동아리들을 활성화시키는 활동을
했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차 ‘시시콜콜’ 지원을 받으며
‘우리동네문화복덕방-사람책’을 운영해왔다. 그중 라정민
청년활동가가 진행하는 ‘영화 사람책’은 격주 토요일에 진행되며,
평균 4~6명의 청소년이 모여 영화를 감상하고 함께 토론하는
모임이다.

이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하다. 이것이 동네의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마을n사람이 ‘조금 더’
동네의 다양한 사람들을 포괄하고, 동네 사람들을
연결하려는 활동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마
을n사람의 시시콜콜한 활동이 내 아이주의(主義)
에 갇히지 않으며, 사람들의 다양성을 더 생각하
게 하고, 마을살이의 기초체력을 기르는 살아 있
는 학교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를 희망한다. 나는
그런 공간을 일러 풀뿌리 공간을 의미하는 ‘래디

고영직
문학평론가. 문화예술교육 웹진 [지지봄봄] 편집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겨레신문]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gohyj@hanmail.net

컬 스페이스(radical space, 마거릿 콘)’라고 자신
있게 부를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사진 제공
마을n사람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10월 6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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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무용과
만난 아이들
2015 예술교육이 바뀐다
'정조 화성행차도의 국악 따라잡기'
정종임
국악뮤지컬집단 타루 대표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구성중학교, 서원중학교,

명의 강사와 보조강사가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소현중학교에서 ‘예술교육이 바뀐다’ 지원사업의

구성중학교에서는 국악 동아리반 학생들과 전통예

일환으로 지난 8월부터 총 16회에 걸쳐 단국대학
교가 주관하는 <정조 화성행차도의 국악 따라잡기

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20명이 이번 프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시작 전 국악 동아리반

>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예술교육이 바뀐다’

학생들은 대금, 거문고, 피리, 가야금 등 악기를 연

는 예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와 융합한 통합

습하고 몇몇은 수다를 떨며 수업을 기다리고 있었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문화예술교육사들이 기
획하고 실행하는 사업이다.

다. 1학년부터 3학년 남학생 여학생 구분 없이 참
여하였고, 전체 교육으로는 6번째, 오늘의 강사진
과는 세 번째 수업이라 아이들과 강사들은 가까워

조선시대로의 시간여행을 콘셉트로 한 ‘정조 화성

보였다. 몸 풀기로 신나는 태평소와 여러 서양악기

행차도의 국악 따라잡기’는 정조시대 화성행차도

가 어우러진 음악에 맞춰 우리춤체조로 활기차게

에 담긴 역사, 춤, 음악, 그 시대의 문학까지 하나

시작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김수연 강사는 “이

의 주제를 통해 전통예술을 배우고 공연, 전시 등

번 수업을 위해 새롭게 만든 체조입니다. 아이들

으로 학생들이 직접 창작하여 발표까지 전통예술

이 신나게 몸을 풀기 위해 현대적으로 만들어진 국

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창의

악을 선택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춤 체조를 하며

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역사를 바탕

국악과 우리춤의 세계로 들어오는 듯 했다.

으로 다양한 장르가 담겨있는 화성행차도를 풀어
내기 위해 수업은 국악과 무용, 국악과 연극, 국악

오늘 주제는 행차도에 보이는 <춘앵전>이다. <춘앵

과 만화 등이 융합된 통합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전>은 조선 순조 때 창작된 향악정재의 하나로 길

구성중학교를 찾아 국악과 무용을 주제로 한 수업

이 여섯 자(尺, 약 181cm)의 제한된 화문석위에서
추는 우아한 독무이다. 전통무용 가운데서 가장

을 참관했다. 학교의 분위기는 학교장에 따라 달

많은 춤사위와 시적인 춤사위 용어 그리고 춤이

라진다고 했던가?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따뜻한

시작되자 부르는 창사(춤추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

차를 내려주시며 학생들에게 좋은 수업을 제공해

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영상을 통해 <춘앵전> 춤

주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며 일행을

과 창사를 감상하고 창사의 가사 내용을 해석하며

환대해주었다. 교장실이라고 하면 왠지 모를 부담

<춘앵전>에 대해 알아갔다. 그리고 이어 효(孝) 를

스러움이 있었는데 구성중학교는 달랐다. 따뜻하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오언절구 창사 글짓기를 하

고 친근했다. 교장선생님께 인사를 하고 수업이

였다. 글짓기 후 춤사위를 직접 배우기 시작하였

진행되는 음악실로 향했다.

다. 양손에 오색 한삼을 끼고 동작을 배우고 춤사
위 용어를 입으로 말하며 몸으로 익혀나갔다. 총 6
가지 춤사위와 용어를 배웠다.

우리춤으로 예를 배우다
“염수, 수수쌍불, 낙화유수, 이수고저, 회파신, 연귀소”
프로그램이 진행된 음악실에는 학생들과 함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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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사위를 배우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레 예(例)를

서있는) 동작을 한 후 각 조에서 만들어 낸 장면을

갖춰가는 듯 했다. 옆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도

보여 주는 것이다.

춤사위가 시작되면 두 손을 모아 인사를 한다. 팔
을 뻗고 천천히 발 돋음을 한다. 춤이 끝나면 다시
인사를 하고 난 후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온다. 춤

우리부모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깐요 치킨사줘요

사위 속에 예를 물 흐르듯 녹여낸 예술강사의 아
이디어가 인상 깊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쉬는

부모님께 사랑고백을 하면서 본인이 먹고 싶은 치

시간이 찾아 왔고 수업을 시작하기 전 뜻밖의 선

킨을 사달라고 하는 바람을 넣었다. 염수 동작으

물을 받았다. 구성중학교 국악동아리반 학생들이

로 예를 갖춰 인사를 한 후 학생들은 역할을 나누

<춘앵전>에 쓰이는 음악인 <평조회상> 중 타령을

어 발표하였다.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해설자, 부

직접 연주하여 들려주었다. 악보를 언제 다 외웠

모님, 부모님 어깨를 주무르며 수줍게 고백하는

는지 악보를 보지 않고 바른 자세로 진지하게 연

학생, 치킨 역할로 나누었다. 치킨역할을 한 여학

주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구성중학교 국악동아

생이 입으로 “꼬끼오~”를 외치며 무대로 들어와

리반은 경기도 내에서 열리는 경연대회에서 입상

모두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다. 짧은 시간 <춘앵전>

한 실력파였다.

의 동작에 새로운 창사와 이야기까지 만들어낸 학
생들의 모습에 감탄하였다.

연주가 끝나고 이어진 수업에서는 <춘앵전>에 사용
되는 반주음악 <영산회상>을 영상을 통해 감상하

조선시대는 유교사상이 중심을 이루던 시기로 궁

고, <영산회상> 중 <평조회상> <현악영산회상> <관

중음악과 춤은 유교사상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

악영산회상>을 비교해 들으면서 각각의 차이점을

데 보조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예술의 본질

알아갔다. <관악영산회상>은 <평조회상>과 동일하

만큼이나 형식과 절차가 중시되는 시기였다. 요즘

게 8곡이며 관악기로만 연주된다. <현악영산회상>
은 영산회상의 여섯 번째 곡 <하현도드리>가 추가

사람들은 조선시대 궁중음악과 춤은 형식과 절차

되어 총 9곡이며 현악기와 관악기로 연주하고 향
피리가 아닌 세피리로 연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느린 춤, 느린 음악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이

라는 틀로 인해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고 그저
번 수업에서는 그러한 형식을 걷어내고 본질을 보
여주는 것에 집중하였다. 일례로 <춘앵전>은 효명

창사로 만든 우리들의 이야기

세자가 모친 순원숙황후의 40세 탄신을 축하하기
위해 만든 춤이다. 춤의 형식이나 절차를 가르치
기 보다는 효명세자가 어머니를 위해 만든 그 마

음악 감상 후 4개 모둠으로 나누어 이야기와 무
용극을 만드는 시간으로 연결되었다. 이전 시간에

음, 즉 효를 주제로 잡아 수업한 것이다. 부모님을

만들었던 창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시간이

차가 시대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었다. 발표 형식은 오늘 배운 <춘앵전> 동작과 접

느끼게 해주었다.

목하여 첫 시작은 염수(두 손을 마주잡고 공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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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한 마음이라는 본질이 이를 표현하는 형식과 절

<행차도에 보이는 국악과 춤>이라는 소주제로 한
3회차 수업동안 아이들은 <포구락> <처용무> <춘
앵전> 세 가지 춤을 배웠다. 낮선 춤을 배운 아이
들의 반응이 궁금했다.
“세 가지 춤에 대한 반응이 다 달랐는데, 가장 반응이 좋았던 춤
은 놀이와 춤이 결합된 <포구락>입니다. 이외에도 학생들이 직
접 탈을 만들어서 쓰고 추었던 <처용무>도 재미있어 하였고, 오
색한삼을 끼고 무용극을 만든 <춘앵전>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이 동그랗게 서서 본인이 가
장 좋아하는 춤사위를 보여주고 수업에 대한 소감
을 이야기 하며 수업이 마무리 되었다. 오늘이 무
용과 국악이 결합된 3회차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
이고, 수원 화성 행궁 현장답사와 화성행차도의

문화예술교육사와 함께하는 ‘예술교육이 바뀐다’ 지원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14년부터 문화예술교육사
양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사와 함께하는
‘예술교육이 바뀐다’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사와 함께하는 ‘예술교육이 바뀐다’ 지원사업은
문화예술교육사 양성교육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통합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발굴하여, 신규 혹은
예비 문화예술교육사에게 현장 경험을 제공해주고자 하는
사업이다. 또한, 교육대상자에게는 예술을 기반으로 인문학,
과학 등과 통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예술을 통해 확산적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더 나아가 교육대상이
주도권을 가지고 스스로 예술을 바꿔보는 적극적인 과정으로써의
예술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연극, 만화실습, 결과발표회
로 이어진다. 오늘 수업을 끝으로 학생들과 헤어
져야 하는 강사들은 아쉬운 마음인 듯 했다.
“구성중학교 학생들을 처음 만났을 때 아이들이 어색했지
만 함께 춤을 추고 이야기를 나누며 금세 정들었어요. 11
월경 마지막 결과 발표회에서 얼마나 춤을 연마해서 보여
줄지 기대됩니다. 새로운 학교 아이들에게는 구성중학교
수업을 바탕으로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을 하고 좋았던 부
분을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아쉬움과 설렘이 교차하네요.”
단순히 전통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응용하
여 창작으로 연결시키도록 하는 점이 인상 깊었던

정종임
국악뮤지컬집단 타루 대표. 한양대학교 국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연극, 뮤지컬, 현대무용, 일렉트로닉음악 등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와 협업하며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고 있다. 서울어린이연극상 음악상을
수상하였으며 현재 국악뮤지컬집단 타루 예술감독이자
대표이다.
www.taroo.com
piri6763@hanmail.net

프로그램이었다. 이를 통해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한 창의력과 감수성을 일깨워주며, 어렵게 생각하
던 전통예술을 더 쉽고 재미있게 다가가게 하였
다. 전통예술이 연극, 만화, 문학 분야와 연계되어
어떻게 복합적이며 다각적으로 재해석될지 11월
에 있을 전시회와 발표회가 무척 기대된다.

사진
마루스튜디오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10월 20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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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딱뚝딱
이야기로 조립하는 우리 집
2015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 ‘특별한 하루-아빠와 함께 얼렁뚝딱’
조숙경
그림책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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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사람이나 동물이 사는 공간으로 공동체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이들의 기쁨과 슬픔, 아픔 등의 삶이 녹아 있다.
오늘 북한강변에 위치한 미술관에서 아빠와 아이들이 미니블록으로 그 집을 만들고 있다.
평일에 바빴던 아빠도 오늘만은 아이들의 든든한 놀이상대가 되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집을 설계하고 건축했다.
미끄럼틀이 지붕이 되고, 기차나 자동차처럼 움직이며 성이나 보물을 숨겨놓은 놀이터가 집이 되어 갔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건축가 장윤규 명예교사의 집에 대한 생각이 궁금했다.
명예교사는 집은 삶을 담는 그릇이며, 그 그릇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고 하였다.
딱딱한 구조물인 집에 한 사람의 삶을 바꿀 만한 에너지도 담겨 있다는 이야기였다.
집짓기 놀이에 흠뻑 빠진 아빠와 아이들은 이미 왕자, 공주, 탐험가, 건축가였다.
집이 완성되며 놀이의 맛은 깊어지고, 완성된 집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순간 그들 안의 호모 루덴스(Homo
Ludens, 놀이하는 인간) 유전자는 완전히 깨어난 것 같았다.
아빠와 아이들의 추억을 담은 그릇은 또 어떤 삶을 만들어낸 걸까.
쌀쌀한 초겨울날씨에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히도록 몰입했던 아이들과 아빠들의 표정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는 듯했다.
순수한 놀이의 기쁨은 지친 삶을 회복시킬 만한 힘이 있다.
집짓기 놀이는 검은 밤하늘에 폭죽처럼 터져 오늘 하루를 판타지로 만들었다.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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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향연,
성숙과 감탄의 한마당
2015 꿈의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이효순
상상놀이터

전경(figure)과 배경(ground), 시각예술에서 전경
과 배경을 역전시킨 그림을 ‘반전도형’이라 한다.

첼로, 트럼펫, 트럼본, 플루트, 오보에, 다양한 타

전경과 배경을 역전시키면 동일한 부분이 전경이

있었다는 듯, 익숙한 모양새다. 단원들이 입장한

되기도 하고 배경이 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같

다. 객석을 바라보는 시선엔 긴장감이 역력하다.

은 대상이라도 보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모두들 자리를 찾자 지휘자가 단상으로 등장한다.

을 체험하게 된다. 2015 꿈의 오케스트라 페스티
벌을 매개로 만난 1천여 명이 넘는 단원들은 어느

이제 드디어 합주가 시작됐다. 귀에 익은 익숙한

땐 연주자가 되기도 하고 어느 순간은 관객이 되

다. 객석에 있던 아이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기도 한다. 주인공인 연주자(전경)이자 구경꾼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온 공연장이 떠나갈 듯

관객(배경)의 역할을 맡으며 그에 따라 연주자의

합창이 된다. 합주와 합창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음악적 지각과 감상자의 음악적 지각이 연계됨으

하나로 어우러진다. 같은 시간, 한 공간 안에서 이

로서 서로가 한층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루어진 진정한 하모니란 이런 것이라고.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는 어디를 가나 바람소리가

이어서 연주된 곡은 꿈의 클래식 메들리다. 신

들렸다. 갑자기 추워진 대기로 인해 예상했던 것 보

나고 경쾌하며 가벼운 여러 개의 곡은 ‘라라라

다 혹독한 바람이 알펜시아를 가득 매웠다. 그래서
일까? 주 행사장인 컨벤션 센터로 들어설 때 느꼈던

라……’ 안정감 있게 다가 왔다. 500석 되는 객석
의 호응과 연주가 마무리 되었다는 안도가 단원들

따듯한 온기가 더욱 인상적이었다. 분주히 로비를

의 얼굴에 가득하다. 아이들은 자신의 음폭을 지

오가던 아이들과 스태프들의 열기도 한몫했으리라.

키며 자연스레 연주했고 그 누구도 재촉하지 않았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전국 32개 거
점기관 중에서 1,2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페스티
벌은 전국을 크게 중부(강원 포함)지역, 전라도 지
역, 경상도 지역으로 나누어 한 지역 당 4~5거점을
한 팀으로 묶었다. 각 팀별 연주는 거점별 연주 15

악기 등 이번 합주를 위해 오랜 시간 그 자리에

멜로디, <렛잇고(Let it go)>가 공연장을 가득 메운

다. 1년~3년이라는 활동 시간 속에 쌓인 겹겹의
경험들과 나름의 지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1시간 30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연주하
기 위해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
까? 악기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아이들이 악

분, 지역별 합주 15분으로 러닝타임은 1시간 30분
정도다. 합주 외에 ‘영화보go’ ‘공부하go’ ‘춤추go’와

기에 익숙해지기 까지 어떤 교육과정이 필요할

극놀이를 통하여 음색을 알아가는 짧은 공연인 ‘나

인성까지 좋아질까? 공연 보는 내내 들었던 의문

무와 바람’ 등 다양한 체험이 진행되었다.

은 김종헌 예술감독(전라도지역 합동공연 총감독)

까? 참여한 학생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면서

을 통해 해소되었다. 그는 아이들이 오케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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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주는 중앙무대 정면으로 연주하는 아이들을 담

연주를 통해 음악을 알아간다고 표현한다. 음악을

은 영상이 실시간으로 중개되도록 카메라가 준비

알아간다? 통상 오케스트라는 주로 현악기와 목

되어 있고 단원들이 연주할 있도록 보면대와 악

관 악기가 멜로디 파트다. 이와 대조적으로 타악

기들이 각자의 위치에 서 있다. 바이올린, 비올라,

기, 금관악기 등은 반주 파트다. 멜로디 파트는 전

2015 arte 365

체 곡을 알지만 반주 파트는 합주를 하기 전까지

지나가도 좋다. 결국은 음악을 좋아하는 내가 중

는 어떤 곡인지 알지 못한다. 이때 각 파트를 연

요한 것이지 연주를 잘하는 네가 중요한 것이 아

습하고 합주를 하게 되면 각각의 파트가 어떤 선

니기 때문이다. 만족이 임계점을 넘으면 만족이

율로 이루어졌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다. 한 소리,

아니라 감탄이 된다. ‘아!’하는 순간의 탄성이 만들

한소리가 모여 음악의 짜임이 되고 이 짜임을 알

어 내는 반항의 시간이 내년에도, 후년에도, 그 너

게 되면 음악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음악을 알게

머 시간에도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되면 흥미를 느끼게 되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
다른 곡들을 알고 싶어지는 선순환이 형성된다.
이것이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라고 강조한다.
각각의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모두 구별하게
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합주를 통해 자연
스럽게 알게 되기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바
이엘 교본으로 피아노를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오케스트라에도 처음은 있다. 바로 파트별 앙상
블이 그것이다. 바이올린 앙상블, 목관, 금관 악기
앙상블 등을 통해 단계별 연습을 한다. 악보에 의
존하지 않고 악기 소리나 운지법 등을 통해 연주
를 먼저 익힌다. 리듬을 통한 음계 연습도 빼 놓
을 수 없는 중요한 수업이다. 넷잇단음표, 셋잇단
음표처럼 이론으로는 너무 어려운 것은 입으로,
몸으로 먼저 익힌다. 딴딴따따 딴딴따따…… 3년
정도 단원생활을 하면 신입단원이 들어왔을 때
동료학습이 가능하다. 친구나 선배가 신입단원이
쓰는 언어로 아이의 눈높이에서 가르쳐 주니 교
육적 효과가 매우 크다. 배우는 아이도 가르치는
아이도 모두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우리 아이들이 평창에 모였
다. 연주 실력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음악을 좋아

이효순
상상놀이터
indie88@hanmail.net

하는 마음엔 개인차가 무의미하다. 개인연주에서
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금방 탄로가 나지만 합주
에서는 아는 부분은 연주하고 모르는 부분은 그냥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11월 10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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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꽃의 열매는
누구의 것인가
예술꽃 씨앗학교 성과 공유회
‘예술이 꽃피는 숲’
이은진
칼럼니스트

무주 태권도원으로 가는 마을길엔 벌써 계절이 바

대에 오르고 나면 집이 멀어 나머지 공연을 뒤로

싹 다가와 있다. 울긋불긋한 산과 쌀쌀해진 바람

하고 버스로 이동해야 했던, 그런 경험들이 생각

은 곧 겨울이 온다고 아우성들이다. 옷깃을 여미

나는 건 아닌지.

고 황량한 태권도원을 가로질러 T1경기장으로 들
어서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아이들의 후끈한 열

“전에는 아이들이 의상 갈아입고 공연 준비하느라 다른 학

기와 함성이 체육관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알록

교 공연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체험형으로) 하니

달록한 원색 티셔츠를 입고 앉은 아이들이 가을

여유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단풍보다 아름답다.

– 권영오(남원초등학교 교사)

“자, 2박 3일 동안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린이들에게 큰절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큰절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입소식이

무엇보다 이번 성과공유회가 특별한 이유는 권영
오 교사의 말처럼 2014년까지 해 왔던 하루짜리
‘발표회’ 형식이 아니라, 2박 3일 체험형으로 진행
됐다는 점이다.

시작되고, 대전 남선초등학교 아이들의 기운찬 대취
타 공연으로 2박 3일 간의 2015년 예술꽃 씨앗학교

이번 성과 공유회는 무엇보다 참가 학생들이 직접

성과 공유회 ‘예술이 꽃피는 숲’의 포문이 열린다.

체험하고 협력하여 공동의 경험을 할 수 있는 놀이
와 친교의 시간이 많이 배치되어 있었다. 첫 날 T1

예술꽃 씨앗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

경기장에서 열린, 종이컵을 활용한 바디타, 컵타,

술교육진흥원이 농어촌 등 문화소외지역 소재 전교

컵으로 작품 만들기를 해 보는 ‘오프닝 놀이’부터

생 4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
로 4년간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하

씨앗학교 둘째 날 연계 체험놀이와 예술가 체험놀

는 사업이다. 이번 성과 공유회 ‘예술이 꽃피는 숲’

중심의 행사를 운영하고자 한 흔적이 엿보였다.

에는 올해 지원이 끝나는 4년차 예술꽃 씨앗학교
10개교의 학생과 교직원 450여 명, 1~3년 차 예

이 등의 프로그램을 배치함으로써 참가자(어린이)

“‘레’는 기억나나? 니 까먹었제?”

술꽃 씨앗학교 학교장 및 교직원, 사업관계자 100
여 명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경남 거제 창호초등학교 친구의 애정 어린 타박(?)
에 난생 처음 플루트를 배워보는 전남 담양 고서
초등학교 친구가 머리를 긁적이며 웃는다. 하룻밤

관람이 아닌 놀이, 경쟁이 아닌 만남

을 같이 보낸 아이들은 어제보다 훨씬 친해진 모
양이다. 별것도 아닌 일에 ‘까르르’ 웃고 장난을 친

오르는가. 혹시 관심 없는 내빈 소개를 한참 듣다

다. 1층 나래홀에서는 전북 군산 당북초등학교 아
이들과 부산 서명초등학교 아이들이 함께 배 깔고

가, 재미없는 긴 축사를 듣느라 하품하던 일이 떠

나란히 엎드려 <당북아리랑>을 <서명아리랑>으로

오르지는 않는지. 다른 공연은 보는 둥 마는 둥 무

바꾸어보는 작업이 한창이다. 다른 학교 친구들에

학교 안팎의 ‘발표회’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

220

2015 arte 365

게 자신이 배운 것들을 가르쳐주고 새로운 것을

는 사람들의 고민, 즉 ‘성과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

배워보는 씨앗학교 연계 체험놀이 시간이다.

가’ ‘성과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성찰을 엿볼

평소 학교 간 만남에서 이런 경험을 하기는 결코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예술꽃 씨앗학교

쉽지 않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누가 누가 잘하나’

만 해당하는 질문은 아닐 것이다.

하는 식의 행사에서 다른 학교 아이들을 경쟁자로
만나기 십상이다. 이번 성과발표회에서는 아이들

짙게 물든 잎을 단 나무들이 이루는 가을 숲에서

이 서로에게 배우며 함께 노는 ‘연계 체험놀이’뿐만

귀한 질문들을 길어가는 길, 더 이상 쓸쓸하지 않

아니라 각 학교 발표가 시작되기 전 짝꿍 학교의

다. 게다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성, 함께 부르

응원 영상을 틀어주거나, 공연이 끝난 뒤 궁금했던

는 노래가 오래도록 귀에 쟁쟁 머무를 테니.

것을 묻고 답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써 공
연 무대를 훨씬 더 따뜻한 소통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는 장치들이 눈에 띄었다. 문화예술은 ‘경쟁’보다
는 ‘만남’으로 함께할 때 풍성해진다는 것을, 아이
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색다른 공간에서 다른 선생님들도 만나보고, 다
른 형태의 경험을 해 볼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공연 자체가 그런 것이죠.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요. 같이 생각해 보는 계기도 될 수 있고.”
– 최용규(담양 고서초등학교 강사, 한국연극협회 광주지부
극단 도깨비 대표)

예술꽃 씨앗학교
전교생 4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 최대 4년간 전교생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학교에는 전문 예술강사 활용, 교육기자재 구입,
예술 현장 관람 등을 위한 예산이 최대 연 8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학교는
국악, 서양악, 미술, 연극, 통합예술교육 등 자율적으로 분야를 선택해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 표현력과 협동심을 함께 키운다. 또한 농산어촌, 도심 속
취약지역 등 문화소외지역의 학교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하는데,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차원에서 학부모 강좌와 재능 나눔 활동 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에도 활력을 불어넣게 된다. 현재 전국에 총 47개 학교가 예술꽃의
씨앗을 심고 새싹을 가꾸고자 노력하고 있다.
http://flower.arte.or.kr

우리가 건져야 할 질문들
그것이 국고 지원 사업이든, 학교의 방과 후 교육
과정이든, 동사무소 노래교실이든, 유치원 졸업식
이든 한 기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열리기 마련이다. 그리고 문화예
술교육이 이루어지는 많은 현장이 내용의 질이나
양에 신경을 쓰느라 그것을 담는 그릇, 즉 형식에

이은진
칼럼니스트. 지역, 교육 및 육아, 커뮤니티 언저리에서
끄적거리고 싶은 사람. 지리산 자락 경남 함양에서 커피를
내리며 산다.
svjin96@gmail.com

는 별 신경을 기울이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번 예술꽃 씨앗학교 성과 공유회 ‘예술이 꽃피는
숲’이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사업을 만들어 가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11월 17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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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가
우리 학교에 찾아옵니다
노르웨이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
‘문화배낭’
오숙현
학교교육팀

오늘 우리에게 예술교육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

르웨이의 일반 학교 안에서 전문적 예술창작 활동

없이 모두가 인지하는 내용이 되었으며, 특히 아

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한 초당적 합의를 통해

동·청소년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모두가

발족한 국가적 정책목표인 만큼 노르웨이 주정부

공감하는 바이다. 이에 한국은 물론 세계의 여러

와 지방 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문화배낭 프

나라들이 자국의 특성을 살려 아동·청소년 대상

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주정부의 문화 및 교육

문화예술교육을 발전, 확대하고 있다. 예술교육에

부서가 해당지역 내 프로그램 조정을 담당하고 지

대한 인식이 우리보다 앞섰던 서방국가들은 정부

역 자치단체에서 개별 프로그램을 고안하는 역할

주도의 정책적 지원을 넘어 이미 공교육 내에 예

을 한다. 이렇게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참여 당사

술교육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거나, 민간차원

자 모두 주인의식과 열의를 갖게 되고 지역적 다

의 고도화·다양화된 문화예술교육이 활발히 진

양성이 드러나고 있다.

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주도로 문화예술교육 정책

시앙세 예술센터(Seanse Art Center)는 노르웨
이에서 문화배낭을 진행한 첫 번째 지역에 소속된

을 마련하여 전국의 학교에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단체로 문화배낭 정책 초기단계부터 긴밀하게 프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10년째 진행되고 있다. 우
리의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구조와 방식 면에

로젝트를 진행해왔다. 특히 기존에 없던 이 생소

서 유사한 점들이 눈에 띄는 노르웨이 학교 문화

와 파트너(정책 관련자)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문

예술교육 정책인 ‘문화배낭 프로그램’(The Cultural
Rucksack programme, 이하 문화배낭)을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해외 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화 광장(cultural plaza)’이라는 쇼케이스를 개최하
였다. ‘문화 광장’은 지역 내 학교별로 2인의 교사

위해 지난 11월 한국을 방문한 시앙세 예술센터
(Seanse Art Center) 관계자 인터뷰와 관련 자료

교로 찾아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지 시연하는 자

를 통해 살펴보았다.

케이스를 진행하며 그들의 파트너들에게 문화배낭

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예술가들의 작업을 학교

를 초청하여 예술가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학
리로 3~4일간 진행된다. 첫해뿐만 아니라 매년 쇼
을 통해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자리에서 학교는 희

창작과 예술교육의 환류 구조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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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예술가에 대한 목록(wish list)을 작성할 수 있으
며, 쇼케이스 외에도 각 예술가들의 교육프로그램

문화배낭은 노르웨이의 일반 학교에 전문 예술가

을 담은 브로슈어를 학교에 배포하여 학교가 희망

들을 파견하여 학생들이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하

하는 예술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예

도록 하는 국립 프로그램으로 2001년 노르웨이
내 여러 정당의 초당적 합의를 통해 국가적 정책

술가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

목표로 발족되었다. 현재 고등학교까지 대상을 확

레지던시를 운영하고 있다. 문화배낭의 주요 프로

대하여 6세부터 19세까지의 모든 학생들이 프로
그램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문화배낭을 통해 노

그램을 살펴보면, 예술강사 본인의 창작 작업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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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지역의 대학(볼다대학교)과 연계하여 예술가

육프로그램을 고안할 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예술강사의 첫 번째이자 필수적인 조건은 그들이 ‘예술가’

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작가이자 문화

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예술강사는 전문 아티스트로서 교

배낭 예술강사로 참여하고 있는 베넷 아힘(Bente
Aasheim)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육 혹은 커뮤니티 환경에서 예술작품 활동을 펼치는 이들
을 말한다. 예술강사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예술성, 태도,
참여, 이 세 가지를 꼽는다. 예술강사에게 필요한 태도로는

“노르웨이에서 단순히 창작활동만 하는 예술가로 살아남는

학생들에게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연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예술가들에게 문화배낭은 생계수

구하는 자기반성적 태도가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또한 신

단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작업이 단순히 생계유지

체를 활용한 참여와 협업, 창의적이며 순발력 있는 참여 등

만을 위한 것이라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아이들을 만나고

이 예술강사에게 필요한 역량일 것이다.”

교육을 하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며, 교육프로그램을 고

– 마리트 울번트 (시앙세 예술센터 디렉터)

안하고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내 예술활동에도 큰 영감을
주고 있다. 이것은 다시 더욱 질 좋은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시앙세 예술센터 디렉터 마리트 울번트(Marit

이어지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이 좋을수록 더 많은 지역과

Ulvund)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화배낭에서 활동하
는 예술강사는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이 최우선 조

학교에서 나를 찾게 되며, 결국 더 큰 재원을 얻게 되는 것

건임을 알게 되었다.

이다. 작년에 오슬로에서만 170개 학교에서 나와 프로그램
을 하길 원했다. 일정상 12개 학교와만 작업할 수 있었지
만, 이렇게 많은 학교가 나와 작업하기 원하는 것은 굉장한

예술가 스스로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고안하

자부심을 느끼게 함은 물론 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여 학교에 제시하고, 학교가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 베넷 아힘 (문화배낭 예술강사)

을 선택하는 구조이다 보니, 예술강사가 창작활동
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문화배낭의 재원은 주로 복권기금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문화배낭

이루어져 있으며, 강사의 출장비와 강사료 정도만
지원된다. 예술강사들은 문화배낭 이외의 예술가

성공적인 정부 정책 사례인 문화배낭은 2016년 1

지원 정책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한다. 문

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그간 노르웨이예술위

화배낭은 지역별로 상이하지만 미술관, 박물관 등

원회 내 작은 부서에서 주관했던 것을 ‘콘서트 노

국립예술기관으로부터 예술창작에 대한 별도의
기금을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예술강사들은 본인

르웨이(CONCERTS NORWAY)’로 이관하게 될
예정이다. 콘서트 노르웨이는 50여 년이 넘은 국

의 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그 결과는 교육프로그

립 예술기관으로 주로 공연예술을 전담하고 있다.

램으로 연결된다.

문화배낭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 간 의견을 조
율하고 교육지원의 확대 등을 실행하기 위해 보

사실 창작활동에 대한 기금은 문화배낭과 직접적

다 큰 규모의 기관인 콘서트 노르웨이로 문화배낭

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고, 창작기금을 지원받는다

기능이 이관되어 각 주체간의 소통 및 지원체계

고 해서 모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것은

를 효율화 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콘서트 노르

아니지만, 노르웨이의 많은 예술가들이 문화배낭

웨이는 새로운 기관명으로 변경하고, 전 예술장르

PART 5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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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문화배낭 프로젝트로 다루게 될 예정이다. 그
러나 주관기관의 변화로 인해 문화배낭이 공연예
술에 집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도 여전히
있다. 한편, 다음 단계의 성장을 위해 학생들의 더
욱 직접적인 교육 참여 유도, 학교 안에서 예술가
가 보다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변화를 앞두고 우려와 고민도
많지만 참여주체 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더 나
은 프로젝트로 만들어가고자 하고 있다. 문화배낭
에 참여하는 각각의 주체 간 이해관계는 서로 다
르겠지만, ‘학생-학교의 아이들에게 양질의 예술
교육을 제공한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다양한 고민
과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인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올해 공식적으로 10살을 맞았다. 하나의
제도가 만들어지고 안착하는데 10년이란 시간은
결코 넉넉한 시간은 아니다. 이제 겨우 10살, 사람
으로 치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예술강사 지원사
업’은 그 나이에 걸맞은 고민과 성장통을 겪고 있
다.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고
민에서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하는 대상은 다름
아닌 ‘학교의 아이들’일 것이다. 예술강사 지원사
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정부부처, 지자
체, 중앙 및 지역기관, 학교, 그리고 예술강사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학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성장의
고민을 지속하길 희망한다.
공교육에서 미쳐 채워주지 못하는 예술적 감수성
을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어느 한쪽만 비대하게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르

오숙현
학교교육팀
audrey@arte.or.kr

게 성장하길, 고른 성장을 기반으로 삶의 다양한
선택지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금 이 사업
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의무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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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요, 우주보다
신비로운 마음 여행!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문라이트’
박미숙
칼럼니스트

첫눈과 동시에 찾아온 추위가 잠시 주춤하며 따

리고 이처럼 좋은 반응과 평가를 얻는 속에서 ‘찾

스한 햇살에 자리를 내어준 11월 27일. 먼 길을
달려온 버스 한 대가 경상남도 거창군의 어느 시

아가는 예술교육’은 해마다 양적, 질적으로 성장
해왔다.

골마을 공터에 멈춰 선다. 한눈에도 알록달록 화
다. 비단 외관만이 아니다. 의자를 떼어내고 방처

올해가 저물어가는 11월의 마지막 토요일에 거창
시골마을로 달려온 미술작가 강다영 씨는, 자신이

럼 개조한 버스 내부는 더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

직접 기획한 ‘문門 라이트’로 지난 3년간 무수히 많

키기에 충분하다. 은은한 조명, 온기가 도는 바닥,

은 아이들을 만나온 베테랑이다. 하나하나의 문을

그리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정체불명의 소품들. 마

열어젖힐 때마다 각기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비밀

침내 2시 정각이 되어 동네 초등학생 아이들 십여
명이 우당탕탕 요란한 소리를 내며 버스에 올라

의 화원처럼, 겹겹이 포개진 사람의 마음도 갈피마

타자, 오늘의 프로그램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

서 비롯됐다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그이는 아이들

문門 라이트’를 진행할 예술가 세 사람이 한 목소

이 이해하기 쉽도록 짧은 안내를 덧붙였다.

려한 것이, 여느 평범한 버스와는 뭔가 다른 듯하

다 다른 세계를 품고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에

리로 그들을 반긴다.
“여러분 마음 안에 다섯 개의 문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린이 친구들, 예술버스에 오른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의 문을 열면 또 하나의 문이 나타나고, 그 문을 열면

여러분은 마음속 상상 세계를 여행한 다음 그것을 멋진 예

또 다른 문이 나타나요. 그럼 문과 문 사이에는 무엇이 있

술 작품으로 만들어 전시할 거예요.”

을까요?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신비롭고 재미난 세상이 있
지 않을까요? 바로 그 상상의 세계를 다섯 장의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거예요.”

예술버스 타고 겹겹의 마음속으로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마음 속 여행. 그에 대한 호
‘움직이는 예술정거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기심으로 아이들의 눈동자가 서서히 부풀어 오를

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농산

무렵, 이번에는 그 여행을 도와줄 도구가 하나씩

어촌 이동형 문화예술교육으로, 내·외부를 전면

제공된다. 원하는 것을 전부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개조한 버스와 트럭, 선박 등을 이용해 전국 각지

‘요술봉’부터 길고 날카로운 ‘마녀의 손톱’까지, 재

의 소외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초등학생 아이들과

미나거나 혹은 무시무시한 소품들이 가득한 상자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

안에서 자기만의 초능력을 ‘득템’한 아이들은 저

를 제공하고 있다. 2012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후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이 꾸준히 운영된 데는,

마다 흥분하여 환호성을 질러댄다. 그러나 소란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예술가들과 예술

에 놓인 갖가지 색깔의 종이와 펜 앞에서 아이들

강사들의 공이 컸다. 그들은 남다른 열정과 의욕

이 입을 다물고 쓱싹쓱싹 그림 그리는 데만 몰두

으로 프로그램 기획부터 진행까지 책임졌고, 이는

하기 시작한 것.

고 들뜬 분위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책상 위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도와 만족도로 이어졌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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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도 개구쟁이로 보이는 어느 남자아이는 첫

기도 한다. 어떤 것은 사랑스럽고 어떤 것은 기괴

번째 종이 위에 돌고래와 토끼와 뱀이 한 데 모여

하며, 또 어떤 것은 경쾌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

사는 동물원을, 두 번째와 세 번째 종이에는 엽기

장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캐릭터와 이야기에 아

적인 만화 캐릭터와 날름거리는 괴물의 혀를 그

이들의 마음이 녹아 있다는 것, 그래서 버릴 게

려 넣는다. 또한 그 옆에서 조용히 사색에 잠겨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있던 아이의 손끝에서는 기다란 팔다리와 큰 외
눈을 지닌 요괴의 성(城)이 탄생한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해서 자신의 마음을 ‘그림’과 ‘이야기’라는

좁은 집에 갇혀 살려 달라 울고 있는 거인을 구출

작품으로 표현하는 데 성공한 아이들 앞에는 이

하는 데 온통 마음을 빼앗긴 여자아이도 있다.

제 거쳐야 할 단 하나의 과정만이 남아 있다. 그
것은 나의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또 남

그림을 모두 완성하고 나면 이제 칼질을 할 차례.

의 작품을 감상하는 일이다. 말하자면 마음 세계

다칠 위험이 없는 세라믹 칼을 이용하여 아이들

의 문을 열어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게 예술가

은 방금 전 자기가 그린 그림들에 문을 낸다. 칼

가 되어가는 마지막 순서라 할까? 이를 위해 아

을 잘못 놀려 종이가 찢어지거나 그림이 훼손되

이들은 준비된 사각형 판을 이용하여 전시대를

면 그것을 창조한 자신의 마음에도 상처가 난다

만들기 시작한다. 예닐곱 개의 판을 이리저리 끼

고 여기기 때문일까. 칼을 쥔 아이들의 태도가 사

워 맞추다 맘에 안 들면 다시 풀고 조립하길 여

뭇 진지하고 조심스럽다.

러 번. 마침내 모든 아이들이 크기도 높이도 제각
각인 ‘자기만의 전시대’를 완성하여 각자의 작품
을 올려놓는다. 그 위에 다양한 색깔의 조명을 드

“서로서로 문 열어 소통해요”

리운 뒤 버스 내부의 전깃불을 끄니, 다른 사물들
이 전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반면 아이들의 작

문을 여닫을 수 있는 다섯 장의 그림을 순서대로

품만은 오롯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마치 이제

세우고 난 뒤, 아이들은 각각의 그림에 이야기를

껏 보이지 않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던져져 환하

써 붙이는 작업을 한다. 상상 속 그림인 만큼 그

게 빛나는 것처럼.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왜 ‘문門

에 맞추어 풀어내는 이야기도 현실과는 거리가

라이트(Light)’인지 고개가 끄덕여지는 순간이다.

멀다. 거기엔 학교와 학원을 시계추처럼 오가며
과도한 시험과 경쟁에 시달리는 아이는 한 명도

“자, 이제 한 명씩 나와서 자기 작품을 설명해볼까요? 나머

등장하지 않는다. 일등과 꼴등, 모범생과 사고뭉

지 사람들은 눈과 귀를 활짝 열어서 그 친구가 표현한 마음

치, 왕따 가해자와 피해자 따위의 구별도 없다. 대

세계를 잘 보고 잘 듣도록 해요.”

신 요리 재료를 구하기 위해 빗자루를 타고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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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올라가는 마녀나 어두운 동굴을 빠져나와 푸

강다영 예술강사의 안내에 따라 천천히 움직이며

르고 너른 바다를 향해 헤엄쳐가는 오리들이 등

하나하나의 작품을 둘러보는 아이들의 둥근 머리

장한다. 먹을수록 나이가 어려지는 피자와 살이

위에도 빛이 머문다. 그 밝음 속에서, 자신의 그

빠지는 초콜릿으로 가득한 냉장고가 주인공이 되

림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읽어주는 아이의 목소리

2015 arte 365

에는 자부심이 묻어나고, 다른 친구의 그림을 감
상하며 이야기를 경청하는 아이의 표정은 한없이
다정해진다. 그들은 또한 어느 순간 다함께 공포
의 비명을 지르거나 동시에 큰 웃음을 터뜨리면
서, 그렇게 온몸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법을 ‘알
아가고’ 있었다.

특별한 씨앗 하나를 품고 간 아이들
초겨울 짧은 해가 서쪽하늘 끄트머리에 걸릴 즈
음. 프로그램이 끝나고 버스에서 내릴 시간이 되
자, 아이들은 짧은 소감문을 남기는 것으로 작별
인사를 대신한다. 한 여자아이의 어깨 너머로 들
여다본 종이 위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
“오늘은 전에 없던 특별한 토요일이었어요!”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우르르 몰려나간 아이들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지역 간 문화격자 해소를 위하여, 평소에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 현장을 예술가가 직접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문화예술교육
체험공간으로 내·외부를 개조한 ‘예술버스’, ‘예술트럭’ 병원선과
연계한 ‘예술선’이 경기·강원·충청·경상·전라지역의 경로당,
분교, 아동복지시설 등을 찾아간다. 예술버스가 방문한 지역의
주민들은 이색적으로 꾸며진 예술버스 안에서 예술가들과 함께
미술, 공예, 무용 등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남지역의 섬마을 주민들을 위해 전남도청이
섬마을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병원선과
연계해, 마음의 건강도 함께 유지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201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진행된 ‘움직이는
예술정거장’은 2013년 120회, 2014년 200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연말까지 130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홈페이지 http://artebus.arte.or.kr
http://flower.arte.or.kr

이 신발을 꿰차고 달음박질치는 길 너머, 어두워
진 하늘에 주홍색 저녁놀이 옅게 번져간다. 오늘
하루 ‘움직이는 예술정거장’과 함께한 아이들의
마음에도 저렇게 고운 물이 들었으면 싶다. 그 또
한 언젠가는 희미해지겠지만 뭐 어떤가. ‘마음밭’
에 뿌려진 특별한 경험의 씨앗이 이제 곧 뿌리를
내려 무럭무럭 커갈 테니. 그리하여 아이들이 성
장하는 내내 때론 향기롭고 때론 서늘한 그늘이
되어줄 테니.

박미숙
칼럼니스트. 이따금 글 쓰고 책 만드는 사람. 나머지 시간엔
햇살 좋은 마당에 빨래를 널거나, 길고양이들의 가볍고 우아한
걸음걸이를 흉내 내며 동네 뒷길을 산책하거나, 요즘같이 추울
땐 땔감을 모아 아궁이에 불 지피는 재미로 살아간다.
jayams@naver.com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12월 15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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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내일이 아닌
오늘을 춤추다
2015 상상만개 ‘고3 졸업파티’
염혜원
자유기고가

당장에라도 눈이 내릴 것 같은 우중충한 월요일

그래, 오늘 이들에게 선사하는 댄스파티는 혹여

아침, 급기야 비까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스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경험이 될 수도 있다. 개

산함을 느끼며 장충체육관으로 향했다. 날씨에 따

중에 ‘노는 아이’ ‘뭘 좀 아는 아이’도 있을 것이다!

라 변하는 사람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이런 날씨에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댄스파티’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2015 고3·수

열어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이제

험생 대상 문화예술교육 상상만개’는 수험생을 대

곧 ‘입시지옥’에서 벗어날 테지만 잔뜩 억눌려 있

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수능을

을 그들이 졸업과 동시에 들어설 이 땅의 현실은,

마친 이들에게 문화예술을 매개로 청소년의 감성

꼭 지금 날씨처럼 흐리지 않은가. 하지만 한편으

과 언어를 확인할 수 있는 다채로운 ‘판’을 제공하

로는 춤이라도 추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마음껏 발

고 있는 셈이다. 11월부터 전국 5개 도시를 중심
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이날 장충

산하는, 그야말로 생기 넘치는 청소년을 만나기를
지나가 버린 청춘에 대한 부러움 때문에 참으로

체육관에서는 안은미 컴퍼니가 ‘고3 졸업파티’를
열고 수험생들을 맞이했다. 노는 데에서 둘째가라

‘꼰대’다운 발상을 하면서 행사장에 이르렀다.

면 서운해 할 안은미 안무가의 명성을 참가자들

바랐다. 그래도 십대는 좋은 시절이 아닌가 하는,

이 알 리가 만무하겠지만, 일단 독특한 금색 의상
을 갖춘 안무가의 등장과 함께, 마찬가지로 남녀
깨어난 문화감성

무용수가 착용한 은색의 짧은 드레스 아래로 보이
는 ‘몸뻬’의 바짓가랑이만으로도 참가자의 시선은

이런 생각이 부질없었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이들에게 집중된다. 잠이 깬 것이다. 이제, 압도하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장충체육관 지하 2층의 보
조체육관 입구에 이미 삼삼오오 짝을 이루며 행사

는 카리스마로 참가자의 시선을 제압한 안은미 안

를 기다리는 그들은 날씨의 상태 따위와는 무관해

해 막춤을 선사한다. 아울러 참가자와 무용수 간

보였다. 지나치게 부산하지도 않았지만 음침한 구

의 친밀도는 급상승한다. 상황의 반전이다.

무가는 댄스에 대한 참가자의 부담을 덜어내기 위

석도 없었다. 새삼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들여
다보니 저마다 생김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다. 그
들을 하나의 집합체로 규정하는 것은 마치 ‘우리

몸을 이완하고 다시 시작

민족은 단일민족’이라는 허상에 빠지는 것과도 비

228

슷하다고 본다. 흔히 고3이라면 입시와 뗄 수 없는

사실 우리에게 공개적인 졸업파티란 낯선 문화이

관계로 설정하는 것은 어른들의 시선이다. 그들에

다. 졸업 시즌에 단골 메뉴로 제공되는 뉴스 대부

게도 놀이와 취미, 감각과 기호 등에 대한 다양한

분은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보게 되는 음성화된 신

문화적 감성과 교감의 방식을 가지고 있을 텐데,

고식이다. 하지만 이날 개최된 댄스파티는 부담

이 ‘세대 차이’라는 시간의 간극 때문에 성인은 종

없이 놀 수 있는, 그야말로 ‘춤은 재미있어야 한다’

종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무시한다. 성인 자신

는 목표의식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다. 사실 그

도 겪었을 청소년기의 충만한 감성을 잊어버린다.

어떤 안무가보다 이러한 의식에 투철한 안은미 안

2015 arte 365

무가는 앞서 완결된 시민참여형 춤 공연과 커뮤니

품의 세심한 구성까지 갖춘 그룹도 있었다. 전체

티 댄스를 진행하고 있다. 할머니들의 몸짓을 그

70여 명의 참가자 중에 압도적으로 남학생이 많았
던 상황이라, 다소 까칠해 보이는 그들이 순순히

린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2011), 십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심 없는 땐쓰>(2012), 중장년층 남

신문지와 풀, 가위를 가지고 ‘의상 만들기’에 그렇

성의 애환이 반영된 <아저씨를 위한 무책임한 땐

게 집중할 줄은 몰랐다. 예상 밖의 일이다.

쓰>(2013) 시리즈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안은
미 안무가는 평범한 일반인들이 춤을 추는 과정에

“나 역시도 학생들이 이렇게 얌전히, 서로 어울려 노는 것

서 발생하는 건강한 에너지를 알고 있다. 짧지만

에 놀랐다. 평소에 안 해본 것이지만 학생들은 손으로 만드

강렬한 춤의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이 이 졸업파티

는 작업을 좋아한다. 그럴 기회가 없었다. 사실 이 시기의

에도 적용된다.

학생들은 괴롭다. 시험을 마쳤지만, 진학을 하든 취업을 준
비하든 간에 아직 자신의 앞길을 모른다. 또한, 이 시기에

“사실 이렇게 어린 친구들을 보면 마음이 짠해진다. 아마도

는 함께 어울려 지낸 친구들이 서로를 ‘비교’하게 된다. 그

이 친구들은 지금 부연 안개 속을 걷는 것과 비슷할 것이

전엔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졸업을 앞두고 생겨나는 것이

다. 이들도 곧, 갑자기 현실의 가혹함을 겪게 될 것이다. 혼

다. 두려움, 불안, 후회, 아쉬움 같은 것이 섞여 있다. 바로

자 견뎌내야 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나는 어릴 적에 위태

이 시기가 그렇다. 교사로서 해주고 싶은 말은 이렇다. ‘지

롭게 과속을 내며 달리는 만원 버스에서 나의 생존능력을
떠올리곤 했다. 내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견

금부터 시작하자!’ 작심삼일이라도 좋다. 3일마다 각오를
다진다. 지금까지 안 해서 후회하는 일이라도 지금 시작하

뎌낼지를 생각했다. 지금 이 친구들에게 그러한 생존능력

면 아직 늦지 않았다. 이 점을 그들이 알았으면 한다. 지금

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라도 깨우쳤으면 한다.”

다만 표피적으로 봐도 황폐해진 상황이라 이완이 필요하

김옥선 _ 세명컴퓨터고등학교 교사

다. 몸의 수축이 계속되면 뇌가 굳고 생각이 굳는다. 이른
아침, 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한 현대무용은 마치 꿈

뛰어다니는 어린아이가 건강하다는 것은 땀을 흘

같을 것일 게다. 뭔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왔다 갔다 이

리기 때문이다. 그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어 ‘음

상한 경험이지만, 초조한 시기를 겪고 있는 이들의 짐을 다

주·가무’가 아닌 건강한 놀이를 통해 머리와 몸

소 덜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돈 안 들고 창의적으로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은 비단 땀만은 아닐 것이

놀 수 있는 방식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다. 삶이 공부에 점령당한 청소년이나 혹독한 경

안은미 _ 안무가, 문화예술 명예교사

쟁 속에 노출된 성인들에게 댄스파티와 의상 만들
기와 같은 놀이적 세계를 선사한다는 것은 어떤

참가자들이 댄스파티에 집중할 수 있었던 또 하나

의미인가. 잠시 현실 세계를 잊고 몸의 긴장을 해

의 요소는 그들이 직접 신문지로 의상을 만들어보

소하는 것 이상의 뭔가가 분명 있을 것이다.

는 과정에 있었다. 개인별로 종이옷을 만든 참가
자도 있었지만, 그룹별로 자연스럽게 모여 일종의

고3 졸업파티를 처음 가 본 오늘, 잠시 시간을 되

캐릭터 의상을 만들었다. ‘나는 왕이로소이다’라는

돌려본다. 나는 언제 청소년이란 꼬리표를 떼고

제시된 주제에 따라 화려한 망토와 왕관, 칼 등 소

어른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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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돌이켜보면 고
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어른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러한 구분은 좀 우스운 것이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댄스파티에 집중하면서 자신
의 감각을 열어보려고 눈을 반짝이는 열아홉의 그
들을 보면서, 아뿔싸! 어른이라는 자의식은 점차
감각의 퇴화로 얻어지는 불감증의 소산이라는 생
각이 든다. 젊은 그들과 나이 든 나는 확실히 감각
의 반응이나 상황의 적응력에서 차이가 크다. 집
에 가서 체조라도 시작해야겠다. 몸의 감각을 깨
어야지 생각이 덜 경직될 것 같다. 이제라도 시작
한다면 아직 늦은 게 아닐 수도 있다.
놀이적 발상과 움직임의 감각을 일깨우기 위한 고
3 졸업파티는 이렇게 끝이 난다. 두 시간가량 그들
이 음악의 리듬에 맞춰 흔들어댄 몸의 감각과 낯
선 예술가와의 만남을 얼마나 오래 기억할지는 모
를 일이지만, 일단 졸업파티는 그들에게 소소한
놀이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안무가가 말한 대로

2015 고3 · 수험생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상상만개’
‘상상만개’는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의 닫혀 있던 몸과 마음의
감각을 깨우고, 예술가와 함께 생각을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수험생들이 그동안의 학습과 시험에 대한 부담을
비워내고 청년으로서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서로 응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2015 상상만개’는 11월
17일부터 12월 17일까지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서울 등 5개 지역에서
학교별로 참가하는 대규모 프로그램 ‘Go! Go! 고3’, 20~30명 내외의
고3 학생들이 참여하는 소규모 프로그램 ‘삶을 짓는 상상’, SNS 캠페인
‘To 고3’과 프로그램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전시회가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은 고3 학생들과 안무가, 건축가, 만화가, 시인, 밴드(음악가)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만나 랩, 액션드로잉, 무용, 영화, 음악
등을 매개로 일상적인 관계와 공간, 움직임 등을 깨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상상만개 페이스북 www.facebook.com/sangsanggo3

돈 안 들이고 노는 법을 그들에게 보태 준 셈이다.

염혜원
자유기고가. 연극을 공부했고 월간 [한국연극], 국립오페라단,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일했으며, 현재 자유기고가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나오시마 삼인삼색』(웅진리빙하우스)이
있고, 『연극 속의 청소년극, 청소년극 속의 연극』(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등을 기획·편집했다.
byeyum@empas.com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12월 29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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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중력으로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제37차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창의적 음악활동을 통한 소통·
협력적 창작환경 만들기’
이충한
사회적기업 유자살롱 공동대표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된 11월30일 아침, 세종
문화회관 예인홀에 40여 명의 예술가와 교육자들

들어 건너편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자리를 바꾸

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가만 있자, 진행자

커션 수업과 비슷하게 진행이 되었고, 그룹을 나

가 아닌 교육생으로서 워크숍 장소에 앉아 있는

누어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 발표를 하는 것으로

게 얼마만이더라. 어색하기도 하고 이틀간의 워크

마무리가 되었다. 오후에는 역시 리듬을 중심에

숍 내용이 궁금하기도 하여 자료집을 훑어보았다.

두면서 좀 더 연극적인 퍼포먼스 느낌이 나는 클

‘창의적 음악활동을 통한 소통·협력적 창작환경

래스가 이어졌다.

는 등의 놀이를 했다. 이후에는 일반적인 바디 퍼

만들기’라니, 제목이 너무 그럴듯하잖아! 이런 생
각을 하며 영문 제목을 보니 ‘Engaging people

강사 워크숍이니만큼 속도감 있게 소리 워크숍을

and Creating collaborative interactive musical
environments’란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협

진행한 후 함께 리뷰를 하고, 소리창작프로젝트가

력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음악적 환경을 만

으로 진행이 되었다. 대부분 예술강사로 이루어진

들기’ 정도랄까.

참여자들은 이런 종류의 워크숍 경험이 많은지

그 워크숍에 담고자 했던 가치들을 설명하는 식

익숙하게 논의를 이어나갔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등록시간이 끝나고 워크숍이 시작되어 두 사람의

강사와 참여자들의 목표가 같은 듯 다르다는 것

강사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했다. 소리창작프로

이 반복적으로 눈에 들어왔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젝트(SoundsCreative Project)의 대표인 타라 프
랭크스(Tara Franks)와 협력 아티스트(connected

적용할 수 있는 툴과 방법론들을 수집하고 싶어

artist)인 프리타 나라야난(Preetha Narayanan). 각
각 첼로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음악가이자 영국

기를 이어갔다.

길드홀 음악 연극 학교에서 리더십 석사과정을 마

질의응답 시간에 참가자 중 한사람이 방법론에

친 두 사람은, 서로 오랜 기간 동안 호흡을 맞춰왔

대한 질문을 했을 때, 타라는 자신들이 스킬과 아

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바이올린-첼로 이

이디어는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만, 워크숍이 일

중주로 워크숍을 열어 주었다. 음악을 들으며, 프

어나는 특정한 시공간 속에서 참여자들의 반응

로페셔널 아티스트들이 어떤 이유로 커뮤니티와

과 페이스를 보고 적절히 조정하고 응용하는 것

만나는 일을 하게 되었는지 좀 더 궁금해졌다.

이 더욱 중요하다고 답했다. 예를 들어 전문적인

했지만, 타라는 그들의 비전과 가치에 대한 이야

교육을 받은 뮤지션들과는 이틀 동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문화소외지역의 아이들과는 한
예술과 교육을 이어주는 비전과 가치

달 동안 함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첫날의 주제는 ‘목소리·신체를 이용한 퍼커션 워

예술교육, 혹은 커뮤니티 아트를 하는 사람들에

크숍’이었다. 모두 함께 큰 원을 이루며 마주선 채

게는 풀리지 않는 고민이 하나 있다. 바로 예술

로 가벼운 워밍업을 한 뒤, 일정한 박자(pulse)로

이 먼저냐, 교육의 효과가 먼저냐 하는 것이다. 예

손뼉을 전달하는 놀이, 바닥을 바라보다가 눈을

술을 앞에 두면 교육대상자나 커뮤니티가 소외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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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효과를 앞에 두면 예술가가 소외될 수

었다면, 둘째 날은 좀 더 본격적으로 공동작곡에

있다. 아마도 이 질문은 영원히 꼬리에 꼬리를 물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비슷한 공동작곡 워

고 이어질 테지만, 영국에서 온 두 사람은 강력한

크숍들을 수행해 왔던 사람으로서, 사실 워크숍에

비전과 가치를 통해 그 질문의 템포를 높여 하나

참여하기 전부터 두 명의 강사가 40명이 넘는 사
람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의 곡을 구성해갈 수 있

의 원처럼 이어가고 있는 듯했다.

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음악에 대한 숙련도가
그렇다면 소리창작프로젝트의 비전은 무엇일까.

다른 개별 참여자들이 어떻게 모두 만족할 수 있

이들은 창의적인 음악 경험을 통해 사람들을 연

을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쉽지

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워크숍 내내 타라

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는 대면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building face to
face connections)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왜 그토
록 ‘연결’을 강조하는지는 이 글의 말미에서 다시

필자가 6년 전에 개발해서 종종 수행해 온 ‘발로
하는 작곡’ 워크숍의 경우, 익숙한 대중음악의 리

언급하도록 하겠다. 또한 소리창작프로젝트는 이

듬과 코드진행을 주제에 맞게 선택하게 한 뒤, 10

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여섯 가지 가치

여 명의 참여자들이 돌아가면서 멜로디를 흥얼거

에 집중한다. 먼저 사람들에게 즐거움(Playful)을

리면 그것을 샘플링 하듯 녹음해서 디지털오디오

줄 수 있는 공간과 활동을 만들어 내고, 그 공간에

워크스테이션(DAW) 소프트웨어를 통해 편집, 완
성시키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워크숍의 목표

서 협업(Collaborative)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한
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즐
거움을 추구하면서도 음악적인 탁월성(Quality)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높은 기대치가 설

는 1인 저자(author)가 아닌, 실시간 다중창작을
통해서도 좋은 곡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

정된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하면서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을 길러가는
것에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통일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은

성 있는 멜로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원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아이디어를

는 ‘무의식적 동형반복’에 있다.

받아들이면서 문제들을 혁신(Inventive)해나가며
돌파해야 하고, 그래서 모든 참여자가 독립적으로

소리창작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좀 더 원초적인 레

(Maverick) 스스로의 룰을 만들어가는 것이 허용
된다. 마지막으로 조금은 재미있는(Fun) 표현을 통

벨로 내려가서 ‘우연성에 기반한 새로운 리듬의

해 개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오전 워크숍을 통해 참여자들은 6명씩 그룹을 지
어 4/4박자 혹은 7/8박자 속에서 규칙적인 리듬

창작’을 원리로 삼고 있는 듯했다. 박수를 이용한

을 새롭게 만들어냈다. 오후에는 음정이 있는 악
하나의 곡을 완성할 수 있을까?

기, 리듬악기, 보컬리스트들로 그룹을 나누어 5음
계(도,레,미,솔,라)만으로 이루어진 멜로디를 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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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날의 워크숍이 음악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는 작업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합주를

훈련하고 비전과 가치에 대해 공유해보는 시간이

해 보면서 7박과 8박의 리듬, 각각의 멜로디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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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로 배열하거나 동시에 교차시키는 방식으로

워크숍이 모두 끝난 후 나는 타라에게 왜 계속해

전체 곡의 구성을 완성했다.

서 사회성이나 ‘접속(connect)’이라는 단어를 그
토록 강조하는지 물어보았다. 그녀는 영국 사회가
점점 더 대면적 관계를 잃어가고 있으며, 음악이

민주적 소통을 위한 창작

그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믿고 있
었다. 유자살롱이 ‘무중력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의

이틀 동안의 워크숍을 통해 느낀 것은, 이들이 음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음악의 중력’을 이용하는 것

악보다는 상호신뢰와 책임을 통한 민주적 소통의

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건네면서 좀 더 깊은 대화

문제에 천착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소리창작프로

를 이어갈 수 있었다. 음악의 본질을 통해 사람들

젝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는 사람, 장소,

을 이어주는 사회적기업이 지구 반대편에도 존재

놀이, 프로세스, 그리고 음악적·사회적 경험이

한다는 사실에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다. 타라는 워크숍에서 음악적 활동을 하지만 그
만큼 중요한 것이 사회적 경험이라는 것을 몇 번
이고 강조했다. 소리를 내지 않고도 서로 동기화
(synchronization)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훈
련들이 단순히 리듬적 감수성을 키우는 것에 그
치지 않고 서로에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였던 것이다.
소리창작프로젝트의 워크숍이 사회적 가치를 중
시한다고 해서 음악적인 성취가 낮은 것은 아니
다. 오히려 상호 신뢰와 소통을 강조함으로써 음
악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인 ‘하모니’를 매우 효과
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
실 한국에서 음악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외국 뮤
지션들의 차이는 합창이나 합주를 할 때 명확하
게 드러난다. 항상 ‘앞으로 나란히’식 교육을 받은
우리는 협업을 할 때 ‘주어진 기준’에 따르는 것에
익숙하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매우 두려
워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도 여러 번 서로 다른 그

이충한(아키)
유자살롱 공동대표. 유자살롱은 ‘유유자적 살롱’의 줄임말로,
인디 뮤지션들이 모여 만든 사회적기업이다. 자퇴 후 여러가지
이유로 고립된 채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밴드 ‘유자사운드’
멤버이자, 드라마 연개소문, 뮤지컬 위대한 캣츠비 등에서
작곡과 편곡을 담당했다. 저서로 『유유자적 피플: 무중력
사회를 사는 우리』(2014) 등이 있다.
jayams@naver.com

룹에서 실습을 하게 되었는데, 강사의 기준이 무
엇인지에 집착하는 팀에 비해 각자의 자발성과
상호 신뢰에 의지하는 팀이 하모니를 이루며 좋
은 성과를 내었다.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12월 29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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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본연의 가치가
살아 숨 쉬는 학교
2014 예술강사 지원사업 효과분석 연구

박진아
정책연구팀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서 브라질의 안나
마에 바르보사(Ana Mae Barbosa)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모두의 예술, 어디
에나 있는 예술(art of all, art in everywhere)’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박신의
교수(경희대 문화예술경영학과)는 문화예술교육이 고도로 전문화된 예술을 훈련
하고 가르친다는 개념의 교육이 아니라 일종의 동기 부여를 통한 자발적 행동을
목표로 하는 ‘누구나 예술가가 되는 세상’을 희망할 것을 강조했다.
이렇듯 모두의 문화예술교육, 어디에나 있어야 하는 문화예술교육에서 우리 학
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가 제외될 수 없고 학교 안에서의 학
생이 행복한 예술가가 되는 세상을 희망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의 참된
실현에 학교 그리고 학생이 출발점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학교 문화예술교육, 그 효과와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이유
문화예술교육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의 예술은 국어, 수학, 과학 등에 밀리기 일쑤다. 〈가치를 인정하는 것〉
과 〈필요한 것〉사이의 분리 상태가 교육 안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
다. 예술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필요한 것은 수학 성적인 현실이다. 하지만 문화
예술교육만이 독특하게 제공할 수 있는 참여, 이해, 주제에 기초한 학습을 통합
할 기회가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져야 한다.(「왜 학교는 예술교육이 필요한가
(2013)」 중) 그리고 인성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문화예
술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넘어선 사회적 가치의 발현이 학교 안에서 활발하게 일
어나면서 그 효과와 가치가 발휘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연구 또한 필요하다.
「2014 예술강사 지원사업 효과분석 연구」는 2013년 추진된 연구의 후속 연구
로써,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직접적 대상인 학생, 학교, 예술강사를 중심으로 문
화예술교육이 지니는 효과를 조사 및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2013년 연구
범위를 좁혀서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직접적인 주체와 수혜대상에만 집중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기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학
생, 학교와 예술강사 대상으로의 효과를 측정 및 분석하였으며 특히 수혜 학생은
비수혜학생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효과 결과를 분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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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강사 지원사업의 효과측정 지표 및 개념 설명
조사대상

효과

개념설명(조작화)

문항수

학생

문화예술 감수성

문화예술을 통해 감동을 잘 전달받고, 또한

6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다른 사람들과
문화예술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하고 논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아 존중감

개인이 스스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자신에게

6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기대를 의미
행복감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6

상태
정서지능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할 줄 아는

6

능력,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성취하기 위해
정서를 활용할 줄 아는 능력
사회성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함께

6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는 능력
창의성

다양한 시대적, 문화적, 과업적 상황 속에서, 새롭고 6
유용한 창의적 산출물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개인의 정의적 능력 및 특성

자기표현력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기분이나 생각을

6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의미
진로성숙도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기 위하여 6
필요한 정의적 태도 및 인지적 능력과 자신의
결정을 실행하는 정도

예술강사

수혜학생이

학생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식한 효과

효과(관심, 감정, 사교성, 표현 등)

8

문화예술 감수성

예술적 측면에서 지식, 기술, 능력, 역량 정도

5

자아존중감

교육적 측면에서 지식, 기술, 능력, 역량의 정도

5

행복감

교육을 통해 느끼는 긍정적 측면에서 존재감,

7

정체성, 자존감
삶의 질

객관적 차원에서 생활수준의 향상과 주관적

9

차원에서 심리적 만족감

학교 문화예술교육,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 높이다
첫 번째, 학생 대상으로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효과를 측정한 주요 결과를 살펴보
면, 문화예술감수성, 자아 존중감, 행복감 등의 모든 영역에서 수혜학생의 평균
값이 비수혜학생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수혜학생의 자아존
중감과 진로성숙도의 평균값이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수혜 받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인식하고 있음과 동시에 뚜렷한 꿈을 가지면서
미래의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편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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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02

4.02

4.01

3.96

4

3.96

3.82

3.94

3.92

3.89
3.84

3.82

3.86

3.8

3.75

3.73
3.67

3.67
3.62

3.6
3.47

3.52

3.51

3.5

3.46
3.39

3.4

3.32

3.2

3
문화예술감수성

자아존중감

행복감

정서지능
전체 학생

사회성

수혜 학생

창의성

자기표현력

진로성숙도

비수혜 학생

8개 영역별에 대한 수혜학생과 비수혜학생 효과의 평균값 비교 분석

좀 더 객관적인 효과를 분석하고자 수혜학생과 비수혜학생 간, 예술강사 지원사
업 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동질하게 만든 후 비교해본 결과에
도 자기표현력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수혜학생과 비수혜학생 간의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고, 아래 그림과 같이 모든 효과성 영역에서 수
혜학생이 평균값이 비수혜학생보다 높아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좀 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4.2
4.03

4

4

4.03
3.93

3.86
3.79

3.8

3.75

3.91

3.88
3.74

3.66

3.6

3.4

3.54

3.52

3.5

3.47
3.35

3.2

3
문화예술감수성

자아존중감

행복감

정서지능
수혜 학생

사회성

창의성

자기표현력

진로성숙도

비수혜 학생

성향점수매칭(PSM) 분석을 통한 수혜학생과 비수혜학생 효과의 평균값 비교 분석

더불어 학생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무
엇보다 문화예술교육 수혜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효과의 크기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변 학교에 비해 본인의 학교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초등학교 때의 문화예술적 경
험이 많은 학생들의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화예술감수성, 정서지능, 자기표현력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반면
에 자아존중감, 행복감, 진로성숙도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는
데 이는 학년에 높아짐에 따라 입시 및 진로에 대한 고민이 증대되기 때문인 것
으로 예상되었다.
두 번째, 학교 대상(학교 교사가 응답한 학교의 효과)으로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효과를 측정한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 환경, 문화예술교육 기회,
문화예술교육 분위기 영역 모두 평균값이 4점 이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
며 문화예술교육 기회 증가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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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37

4.4

4.29

4.3
4.2
4.08

4.1
4
3.9
3.8
3.7
3.6
3.5

문화예술교육환경

문화예술교육기회

문화예술교육분위기

3개 영역별에 대한 학교 대상 효과의 평균값 결과 분석

학교 교사들은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평가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 일반 교과 내에 문화예술교육을 접목시키는 노력
은 여전히 쉽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더불어 학교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은 전반적으로 지역, 학교 소재지, 교사 직위 등으로 나타났으며 소규모 지
역일수록, 학교 규모가 작을수록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있었다.

전문성 효과 높으나 삶의 질 높이기 위한 지원 필요
마지막으로 예술강사의 예술전문성, 교육전문성, 자기효능감, 삶의 질에 대한 효과
를 측정한 결과, 삶의 질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교육전문성의 평균값이 4.49로 가장 높게 나타나 예술강사 지
원사업을 통해 예술강사의 교육 역량 효과가 증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6

4.49

4.4
4.28
4.21

4.2

4

3.8

3.6

3.4

3.34

3.2

3
예술전문성

교육전문성

자기효능감

삶의 질

4개 영역별 효과에 대한 예술강사 대상 결과 분석

삶의 질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가 조사되었는데 이는 예술강사의 신분,
경제적 수입, 학교 및 학생과의 관계 설정의 어려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예술강사의 삶의 질이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외에 전문가 FGI를 통해 확인된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
을 살펴보면 대체로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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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반적인 평가이나 일반 교사와 예술강사와의 협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며 매
년 새로 시작되는 예술강사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
결되어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또
한 상대적으로 효과가 높게 나타난 중소도시 및 시골지역에 대한 지원이 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있으며 교육 분야 별로 나타나는 학교 현장의 모습과 수요적
특성을 반영한 지원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효과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객관적인 효
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조사 방법과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해내
었다는 의의를 가지지만, 일부 효과측정 지표에 대한 수정 및 개선이 필요하며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대표 표본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향후 과제 또한 제
시되었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영역과 대상을 찾기 위
한 집중연구가 필요한데, 추후 연구에서는 효과의 발생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질
적 연구방법을 동원한 심층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겠다.
박진아
정책연구팀

문화예술교육은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모든 학습과정의 의미를 풍요롭게 하고
더욱 뜻 깊게 한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을 발견하며, 새로
운 꿈을 찾으며 행복함을 경험한다. 이제는 이렇게 확인된 학교 문화예술교육
의 효과가 좀 더 질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효과
분석 연구를 지속하고자 하는 노력은 보다 더 나은 문화예술교육의 모습을 위해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3월 10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애쓰고자 하는 노력으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학교 교육
내 예술의 가치뿐만이 아닌 예술 본연의 가치 또한 살아 숨 쉬는 학교 문화예술
교육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PART 6
연구리포트

241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의 힘
문화역량 기초조사

‘역량’은 21세기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모든 국민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
는 자질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문화역량’은 그 어떤 역량보다 중요한 핵심역량

류윤호
정책연구팀

으로 간주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문화예술 향유능력 및 창의력을 함양
시키고 개인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된 「문화예술교
육지원법」의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본격 수행되어오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지
원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문화예술교육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2014년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서도 국민의 문화역량을 제고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그것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데 있어 토대가 된다고 강
조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예술교육에서의 창의성, 감수성, 상상력, 공감, 소통 등과 같은 문화
역량에 대한 강조는 사회적·국가적 경쟁력 확보나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
히 관련되어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적 목표가 국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
는 방향으로 나아감에 따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문화의 시대를 준
비하고 전 국민의 문화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문화예술교
육’과 ‘문화역량’에 관한 연구를 추진해오고 있다. 2011년과 2012년에 「문화역
량지수 개발 및 문화역량지수 조사 연구」를, 2014년에는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문화 역량 개념 틀 및 지표 구축 연구」(백령 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
를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역량에 대한 논의 및 연구에 대해 개념과 방향을
검토·재구성하면서 관련 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활용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구리포트에서는 국민들의 문화역량의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문화예술교
육을 통한 문화역량 강화 및 문화융성을 위한 정책적 근거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한 「문화역량 기초조사」 연구(월드리서치 수행, 2014)의 주요 내용을 소개
하고자 한다.

개인적, 사회적 차원으로 나눈 문화역량 구성요소
이번 조사는 다음 [그림1]과 같은 ‘문화역량 측정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전국 16
개 광역시도의 만19세 이상 일반국민 7,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을 활용
한 조사와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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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차원
내재적 요소

상상력

감수성

사회적 차원

외향적 요소

관심지식

취향

이해

참여

표현력

공감

소통

관용

문화역량 측정모형

문화역량은 현재와 미래 사회에서 문화시민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문화의 생산과 향유의 바탕이 되며 사회적·경제적 삶을 풍요롭고 조화롭게 하
는 데 기여하는 감성과 태도, 취향과 지식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역량은 문화예
술경험과 이를 통한 인지적·감성적 변화 및 관계적 차원에서의 변화가 서로 영
향을 미치는 순환적 연결고리를 통해 구성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역량을 개
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개인적 차원에서의 문화역량은 ‘상상력’
‘관심/지식’ ‘감수성’ ‘취향’ ‘이해’라는 내재적 요소와 ‘참여’ ‘표현력’이라는 외향적
요소로, 사회적 차원에서는 ‘공감’ ‘소통’ ‘관용’을 구성요소로 보았다. 설문문항에
는 이들 문화역량 구성요소 10개 지표를 비롯하여 ‘어제의 행복도’ 및 ‘삶에 대한
만족도’, ‘일에 대한 가치 부여’ 등 삶의 질을 측정하는 문항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을 확인하는 문항 등이 포함되었다.

사회적 공감과 관용 높게 나타나
우선 조사결과를 문화역량 지표(4점 만점 기준)의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
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사회적 차원의 지표들의 결과가 개인적 차원
의 지표보다 높게 나타났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정서적 경험을
느끼고 그에 따라 반응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감수성(2.82점)과 일상생활이나 문
화예술 활동을 통해 언어와 상징들을 파악하는 능력인 이해(2,78점)가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나 개개인이 외부로부터 받는 자극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역량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내재적 요소의 관심(2.32점)과 외재적 요소의
표현력(2.57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자신이 가지는 느낌이나 정서
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능력과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으려는 노력은 부족
한 수동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공감(3.07점) 및 관용(2.92점)이 다른 사회적 차원의 지표들
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이해가 높
고 다른 문화적 성향의 사람들에 대한 포용의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소통(2.70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의미를 공유하
는 의사소통능력은 높게 나타나지만 현대사회에 중요한 문화적 매체로 자리 잡
은 SNS 소통능력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며 연령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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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역량과 삶의 만족도, 상관관계 있어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성별 및 연령, 가족형태 등에 따라서 문
화역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문화역량은 상상력을 제외
한 모든 지표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연령별 문화역량은 연령
이 낮을수록 개인적 차원(감수성, 상상력, 관심·지식, 이해, 표현력)이 높게 나타
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다양한 것을 상상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해하려는 시
도가 많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사회적 차원(공간, 소통, 관용)은 상대적으
로 세대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의 취학상태(자녀가 취학 전인 응답자/학생을 자녀로 둔 응답자)에 따른 문
화역량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자녀가 학생인 응답자의 문화역량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학업에 따라 부모의 문화예술 및 문화예
술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이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규
교과 이외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에 따른 문화역량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정규교
과 이외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소통,
관심·지식, 상상력에서 문화역량이 높게 나타났고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참여
역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아가 정규교과 과정 및 정규교과 이외의 문화예
술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정규교과 이외의 문화예술교육
효과가 평균 2.85점으로 정규교과 과정의 문화예술교육 효과(2.55점)보다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정규 교육 효과
평균 2.85점

2.87

2.92
2.75
0.29점

0.30점

0.30점

정규 교육 효과
평균 2.55점

2.57

2.63

0.31점

2.44
문화예술
관심도

문화예술
이해도 제고

문화예술활동
참여동기부여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비교

마지막으로 문화역량 지표와 삶의 질과의 관계를 조사해 본 결과, 문화역량 지표
(10개)와 삶의 만족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역량과 관
련된 활동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표현력, 소통, 이해, 관심이라는 문화역량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교육 핵심 목표와 방향을 제시
2014년도에 추진한 「문화역량 기초조사」는 국민의 문화역량 수준에 대해 전반
적인 현황을 살펴본 자료로, 이를 기반으로 향후 문화예술교육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성과 전략을 수립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문화역량을 10개
범주의 구체적인 요인으로 구분함으로써 대상에 따라 어떠한 측면에 핵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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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두고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국민의 문화역량을 측정하게 될 경우, 시계열
자료가 확보되어 정책 효과와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보다
류윤호
정책연구팀
bonita@arte.or.kr

적합성 높은 정책적 대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역량 지표는 현재 상태와 문제점, 개선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문화역량
의 수준을 재는 바로미터(barometer)이다. 또한 국민의 문화역량 수준 및 문제
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조사는 의의를 가진다. 이를 지수화
하여 하나의 문화역량 인덱스로 활용하기까지는 앞으로도 연구와 조사를 통해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5월 12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검증하여 보완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며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역량에 관한 연
구·조사가 문화역량지수 개발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단계이자 활용 가능한 결
과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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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요구를 담은
문화예술교육 정책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흐름과 동향

2015년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 10년을 맞는 해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교육이 법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전담기구에 의해 정식으

박수아
정책연구팀

로 추진 된지 10년이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이라는 사
건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의 전개와 성장에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에 있어 정
부 차원의 노력과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지난 10년간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책발
표의 동향 및 내용을 시대 순으로 살펴보고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시작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2003년에 첫 발걸음을 떼었다.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
광부)는 문화행정의 혁신방향을 모색하고자 2003년 4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문화행정혁신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위원회에서는 문화정책의 방향을 새롭
게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문화정책을 구성하는 요
소의 하나로 문화예술교육을 포함시켰다. 이것이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시작점
이 되었다.
‘문화예술’과 ‘교육’이라는 두 개 개념으로 이루어진 문화예술교육은 정책 형성의
초기 단계부터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
어졌다. 2003년 7월 부처 공동으로 「지역사회 문화기반시설과 학교 간 연계체
제 구축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이라는 정책 기본방향을 수립한
성과를 발판으로, 2004년 11월에는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첫 공식 추진계
획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문화예술교
육의 정책 비전으로 ‘개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문화역량 강화’를
설정하였고, 예술교육의 범위를 ‘학교 문화예술교육’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으로
구분하여 질적 개선과 양적 확대, 공감대 형성, 제반 여건 마련 등의 추진목표로
수립하였다. 이것은 이전까지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문화예술교육을 공간
및 대상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전략을 고민한 것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체
계화를 시도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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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개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사회의 문화 역량 강화

추진목표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개선과 양적 확대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화 및 기회 확대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여건 마련

중점 추진과제

●개개인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국민 인식 제고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재교육 지원
●사회적 자원의 효과적 활용과 상호 연계를 통한 인프라 구축
●창의적 문화예술교육의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체계적 정책 수행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2004) 주요 내용

이와 같이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을 고민하는 계획이 발표
되면서, 문화예술교육의 정책공감대를 확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정책사업
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
여 2005년 2월에 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었고(2006년 8
월 특수법인으로 전환), 같은 해 12월에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법적인 근거로
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제1조에서 ‘문
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
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수혜 대상이 소수의 특정한 계층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문화를 통해 질 좋은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기구
로 명시하고,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연계 협력망 구축, 문화예술교육
의 학술 연구 및 조사, 연수 등을 주요 업무로 규정하였다.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
2007 년 6 월에 발표한 5 개년 계획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
(2007~2011)」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에 따른 3년간의 추진결과
를 토대로, 새롭게 변화된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구체적 전략을 수립한 것이었다.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문화 역량 강화’라는 정책 비전 아래, 참
여기회 확대 및 내실화, 사회적 소수자 문화적 권리 신장, 문화예술교육 전문인
력 양성, 지식 정보 확충 및 국제적 위상 확보의 4대 정책 영역을 설정하고 15개
정책 과제를 발굴하였다. 질 좋은 문화예술교육 제공의 확대에 역점을 둔 2004
년 계획에 비해, 이 계획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의 다양성 존중, 개인의 일상에서
의 가치실현 등 다원화된 사회에서의 다양한 니즈를 섬세하게 반영하고자 하였
다. 또한 지식정보 서비스 확충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기반 조성을 도모하였고,
국제적 네트워킹 수립 등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리더 국가로서의 위상 확보에
대해서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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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문화역량 강화

목표

●문화의 세기, 문화시민 역량 배양

추진전략

●참여기회 확대 및 내실화
●사회적 소수자 문화적 권리 신장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지식정보 확충 및 국제적 위상 확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2007~2011) 주요 내용

2010년에는 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성, 인성 함양을 목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
육과학기술부가 다시 한 번 손을 잡았다. 2010년 7월 발표한 「창의성과 인성 함
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방안」에서는 학교 내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 과제를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 창
의교육센터를 신설하여 학생들의 창의성 및 인성 증진을 위해 공교육 내 예술교
육의 개혁을 위한 구체적 정책사업을 실행하였다.

일상화, 지역화, 내실화
2013년, 현 정부가 출범하며 문화와 문화예술교육은 다시 한 번 그 중요성이 강
조되었다. 국정과제의 세 번째 국정기조로 문화융성을 내걸었고, 생애주기별 문
화향유 지원체계 구축을 과제로 선정하였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직장문화예술동호회에 문화예술교육사 파견, 학교 문화예술교육 및 토
요·방학 문화예술프로그램 확대, ‘꿈의 오케스트라’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
예술교육 활성화 등을 언급함으로써,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문화예술교육 사업
의 확대 및 활성화를 알렸다. 국정과제를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융성의 주요
한 수단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이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2014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행복, 상생, 발전을 목표로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지역화, 내실화를
3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다. 그간의 문화예술교육이 소외계층 등의 특정 대상
을 중심으로 한 복지적 성격을 강조하며 수혜대상의 확대에 초점을 두었다면, 앞
으로는 개인, 일상을 키워드로 누구나 생활 속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 일상의
삶에 녹아들어간 문화예술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또한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과 함께 주요 화두로 떠오른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를 추진전략으로 설정함으
로써, 중앙에서 지역으로 전달하는 일방향 체계를 넘어 지역에서 생성하고 소비
하고 공유하는 형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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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예술의 가치를 공유하는 행복한
국민의 삶: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

비전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소통과 공감, 함께 나누는 행복

목표

●‘행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상생’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내실화

추진전략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①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

박수아
정책연구팀
sooa@arte.or.kr

②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 사각지대 해소
③ 문화복지 구현을 위한 생활밀착형 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④ 지역 중심의 프로그램 확충
⑤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 개선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 365]
2015년 9월 15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의 내실화
⑥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⑦ 문화예술교육 연구 기능 확충
⑧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2014) 주요 내용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지속적
으로 이어져 왔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수립된 초기에는 정책대상을 설정하고
대상별 기회를 확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조사,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문화예술교육을 매개로 한 국
제교류를 주요 전략으로 설정하는 등 그 내용과 범위를 확장해가고 있다. 문화예
술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거나, 혹은 시행착오에 대한 반성을 기반으
로 새로운 전략을 설정하는 등 능동적인 자세를 견지해 온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앞으로도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의 적극적인 자기 변혁을 실현하기
를, 이를 통해 현장과 유리되지 않는 정책으로서의 이상적인 모습을 지켜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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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대의
예술교육 환경은 다르다
뉴미디어 기반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사례

권민영
정책연구팀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의 2013년 7월 보도에 따르면, 2012년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kickstarter.com)의 예술분야 후원금액이 3억2,300
만 달러(한화 약3,798억 원, 디자인/영상 분야 2억 달러)로 미국 국립예술기금
(National Endowment of Art, NEA)의 후원금액 1억1,600만 달러(한화 약
1,364억 원)를 초과하였다. 예술분야 공공 예산이 삭감되는 가운데, 예술분야에
대한 개인후원의 오랜 전통이 있는 미국 사회에서 킥스타터를 통한 예술후원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변화의 중심에는 유사한 관심을 중심으로
개개인을 강력하게 연결하는 온라인 미디어가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예술의 새
로운 지형을 그리고 있는 뉴미디어는 사실 예술학습 환경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
치고 있다. 기성세대에게는 새로운 매체이겠으나, 뉴미디어는 오늘날 청소년들
에게는 처음부터 주어진 환경이자 당연한 생활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미국 왈라스재단(Wallace Foundation)이 2013년 발행한 연구보고서 「디지
털 시대에서 관심기반 학습의 새로운 기회(New Opportunities for InterestDriven Arts Learning in a Digital Age)」는 현대사회의 청소년을 미디어-흡수
(media-absorbed) 세대로 설명하며 21세기 예술학습의 과제를 (1)뉴미디어
기반 예술학습의 개념 잡기, (2)청소년들의 관심기반 예술활동에 대한 인식 변
화, (3)관심기반 예술학습 기회에 대한 공평한 접근기회 증진, (4) 관심기반 예술
학습 소셜 네트워크 만들기, (5)예술활동 참여에 초대·독려·지원하기 등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과 모바일 앱(App)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
한 손쉬운 창작과 공유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관심에 기반한 예술학습을 위해서
기술 활용, 자신만의 포트폴리오 만들기, 소셜 미디어의 적극적 활용을 권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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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럽고, 자발적 관심과 동기유발을 불러일으키는 예술
학습을 위해서는 뉴미디어의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번 해외리포트에서는 뉴미디어 시대, 예술교육의 이러한 동향과 맥을 같이 하
면서 청소년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자신들만의 예술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장
을 마련하는 문화예술교육 플랫폼을 소개하고자 한다.

소녀들의 온라인 상상력 학교
낙서학교
루시는 1999년에 태어났다. 그녀는 인터넷, 이메일, PC, 핸드폰이 없는 세상을
경험한 적이 없다. 루시는 10살 때 생애 첫 핸드폰을 가졌다. 스마트폰을 사용
하는 37%의 청소년, 그리고 핸드폰이 있는 78%의 청소년 중 한명이다. 87%의
또래들처럼 카메라가 있는 핸드폰을 갖고 있다. 루시는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
영하고, 보고, 공유하며 음악을 듣는다. 중학교에 들어갈 때 자신의 첫 컴퓨터를
갖게 되었고, 온라인으로 숙제를 해왔다. 지금은 자신만의 노트북이 있다. 루시
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93%의 청소년, 인터넷을 사용하는 95%의 청소년 중 한
명이다. 2005년 루시가 막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 유튜브가 세상에 나왔다. 그녀
는 유튜브에서 DIY 동영상이나 기타 레슨 영상을 찾아보는 것을 좋아한다. 집에
TV가 있기는 하지만 훌루(Hulu)나 넥플릭스(Netflix)같은 온라인 구독 채널에
서 영화와 동영상을 보는 것을 더 선호한다. 그래서 자주 방 안에서 시간을 보내
며 아이챗(i Chat)을 하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본다.

지난해 킥스타터(kickstarter)를 통해 10만7천 달러(한화 약 1억2천6백만 원)의
투자금을 유치해 올해 9월 오픈을 앞두고 있는 예술교육 스타트-업 ‘낙서학교
(School of Doodle)’가 그리는 요즘 청소년의 일상이다. 낙서학교는 미디어가
일상생활의 도구이자 환경이 되어버린 요즘 청소년들의 감각과 소통언어에 주
목, 기본적으로 예술가와 청소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 영상을 제작해 공유
하는 플랫폼으로 ‘십대 소녀를 위한, 소녀들에 의한’ 온라인 상상력 학교를 표방
한다. 미디어 아티스트, 큐레이터, 잡지 에디터, 예술교육자 등 예술·교육·엔터
테인먼트 분야 전문가 6명이 의기투합해 만들었다.
이름은 낙서학교이지만 형식으로서의 낙서를 하는 곳이라기보다는 특별한 가르침
이나 평가의 방식에 구애 받지 않는 유일한 표현방법으로서 낙서(Doodle)의 개념
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소녀들 스스로 익숙한 툴(tool)과 매체를 활용해 평가
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상상력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학습·공유·교류의 장을
열고 있다. 소녀들만? 우선은 그렇다. 이 학교의 목표는 상상력 고취를 통해 여
학생들의 자신감 격차(Confidence Gap)를 줄여나가는 것, 아니 없애는 것에 있
다. 상상력과 창의성을 통해 자아에 대한 감각을 발전시키고, 사회적·문화적·정
치적·신체적 장애를 극복하며, 모험과 실패를 감당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요코 오노(Yoko Ono), 킴 고든(Kim Gordon), 제니 홀저(Jenny Holzer) 등
유명인사를 포함한 225명의 예술가들이 이 학교의 교사(이곳에서는 ‘히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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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o)’라 불린다)다. 이들이 실제로 얼마나 깊이 소녀들과 교감할지 이후 지켜보
아야 하겠지만 어쨌든 이 예술가들이 소녀들을 위한 수업비디오를 제작하게 된
다. 기본적인 학습경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히어로(예술가)와 또래들이 제작한 수업 콘텐츠 무료 시청
•손대보기(Dabble) – 파고들기(Dig) – 하기(Do) 단계로 설계된 학습 시스템
•활발한 참여(대화, 수업 콘텐츠 제작, 공유)에 대한 ‘두들 달러(Doodle Dollar)’ 인센티브제도
•두들 달러로 온·오프라인 가게에서 상상력 도구 구매, 전문가 멘토와 직접 교류 기회 마련,
영화·음악·요리 등 관심분야 전문가 스튜디오 탐방 등 보다 폭넓은 경험이 가능

현재 소개된 수업의 방식은 ‘매일 낙서(Daily Doodle)’로 시작해 소녀들이 자신
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창작물을 만들고 ‘데일리 두들 챌린지(Daily Doodle
Challenge)’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데일리 두들 챌린지] 나의 파렛트를 그림으로 만들기
•색깔은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어휘로, 색에 대한 느낌, 정의, 톤이 각자 미묘하게 다를 수
있음을 탐색
•낙서 챌린지
1) 세 가지 감정 고르기 			
2) 각 감정에 대한 자신만의 색깔 만들기
3) 만든 세 가지 색만 가지고 그림 그리기
4) 공유하기

소녀들은 자신의 관심과 상태에 따라 커뮤니티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낙서학교
는 시작 단계에 있는 소녀들을 위해 영상제작 방법 등 짧은 도움 동영상을 제공
한다. 또한 낙서학교 커뮤니티 내에 관련 수업을 연결하는 대화, Q&A, 보조 콘텐
츠를 제공하여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손대보기(Dabble)

파고들기(Dig)

조금 수줍거나 본격적인 시작 자신의 흥미를 어느 정도

하기(Do)
자기 자신만의 수업 콘텐츠를
창작하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전에 지켜보고 싶은 이들.

파악한 단계. 카테고리별로

콘텐츠 시청으로 수업을

검색하여 관심 있는 콘텐츠를 단계. 또래 멘토링, 수업

경험하는 단계로, 상상력을

시청하고, 자신의 창작물을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

촉발하고 ‘파고들기’ 단계로

관심사가 비슷한 다른

낙서학교 커뮤니티에 기여함

이끄는 것이 목표

소녀들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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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목소리로 듣는 청소년의 이야기
유스라디오
청소년 교우관계, 교육, 입시, 건강, 문화, 진로 등에 대한 이슈들에 대해 정작 청
소년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미국 ‘유스라디오(Youth
Radio)’에서는 청소년들의 자기 고백과 경험, 공공 이슈에 대한 생각, 예술적 표
현 등 다양한 형태의 자기표현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해 송출한다. 이야기의 주
체도, 콘텐츠 제작의 주체도 모두 청소년이다.
1992년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기반을 두고 설립된 유스라디오는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 및 테크놀로지 교육·창작·교류의 장이다. 주요 프로젝트
는 크게 교실(Classroom), 뉴스룸(Newsroon), 그리고 창의 스튜디오(Creative
Studio)로 구성되어있다. 교실에서 저널리즘, 음악, 멀티미디어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에서는 자신의 관심영역에 따라 단
순한 기술적 훈련을 넘어 삶의 기술과 사고력, 창의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다.

교실
(Classroom)

•전문가 및 또래 협력을 통해 뉴스룸의 전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교육 제공. 관련 소프트웨어 활용 및 방법론을
폭넓게 교육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매체를 활용해 자신의
이야기·관점·생각을 콘텐츠화 할 수 있도록 함
•저널리즘 – 음악 – 멀티미디어를 전반적으로 탐색하는
필수과정(3개월)과 이후 관심에 따라 한 가지 분야를 학습하는
브릿지(bridge) 과정(3개월) 제공

뉴스룸
(Newsroom)

•전문 저널리스트와 함께 운영하는 청소년 주도 미디어. 현재
이슈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그들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라디오
•허핑턴포스트, 내셔널 지오그래픽, 엔피알(NPR) 등 주요 매체와
협조하여 다각적으로 송출

창의 스튜디오
(Creative Studio)

•청소년들이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상상력을 펼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안전한 장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 아츠
랩(Arts Lab), 인생 리믹스(Remix Your Life), 혁신 랩(Innovation
Lab), 셰프 프로그램(CHEF Program) 스튜디오 운영
•예술·미디어·커뮤니티 자원 창작자로서 청소년들은 기술적
훈련을 넘어서 삶의 기술을 개발하고, 커뮤니티 안에서
문화적·사회적 자본을 형성

교사들을 위한
스토리텔링 리소스

•유스라디오의 다양한 콘텐츠 중 청소년과 소통하는 교사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콘텐츠를 골라 별도 카테고리로 서비스

매년 420명의 청소년들이 유스라디오에 참여해, 학습과 훈련을 통해 자신들이
발화와 창작의 주체가 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한다. 연간 약 3,000여개의 콘
텐츠가 만들어지는데, 1차 적으로 유스라디오 교실의 블로그 플랫폼에 글과 영
상, 음성 콘텐츠들이 게재된다. 나아가 이들의 이야기가 단지 커뮤니티 내에서
소비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뉴스
룸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미국 공영방송 NPR과
PBS, 내셔널 지오그래픽, 허핑턴포스트 등 15개 매체를 통해 미국 전역으로 송
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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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에서는 성적은 우수하나 교만과 욕심으로 불행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고
백하는 ‘똑똑한 여학생(The smart girl)’, 가족 간 소통에 갈증을 담은 ‘가족시간
이 필요해(Hungry For Family Time)’, 학교폭력의 두려움을 전달하는 ‘안전을
느끼는 것이 올해 나의 우선순위이다(Feeling Safe Is My Top Priority This
School Year)’, 사회적 문제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권총 모양의 아이
폰 케이스,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Gun-shaped iPhone Case, Not A
Smart Idea)’ 등 다양한 관심과 주제에 대해 청소년들이 솔직한 이야기를 자신
의 목소리로 직접 녹음한 방송을 청취할 수 있다.
유스라디오의 뉴스룸은 청소년 저널리즘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인정받아 대통
령예술·인문위원회 어워드(2012), 로버트 케네디 저널리즘 어워드(2010)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한 바 있다.

권민영
정책연구팀
mkwon@arte.or.kr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365]
2015년 8월 31일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참고자료
•‘킥스타터가 예술교육을 구원할 수 있을까? (Can Kickstarter save arts education?)’,
워싱턴포스트, 2014.8.14. 기사
•「디지털 시대에서 관심기반 학습의 새로운 기회 (New Opportunities for Interest-Driven
Arts Learning in a Digital Age)」, 왈라스재단, 2013.7
•낙서학교 http://schoolofdoodle.com
•유스라디오 https://youthradi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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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나누는 예술
미국 노인 문화예술교육 사례

지난 5월 미국 비영리기관인 국립창의노년센터(NCCA, National Center for
Creative Aging)의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국립창의노년센터는 빠르게 증가하

김문경
정책연구팀

고 있는 고령 인구와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노년과 예술이라
는 두 키워드를 중심으로 매년 활발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65세 이상 노년층이
현재 세계 인구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고(2015.9월 기준), 2030년 대한민국
은 4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러한 시대적 상
황을 두고 혹자는 ‘노인 붐(elder boom)’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는 ‘노인’ 혹은 ‘나이 듦’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때, ‘노쇠함’, ‘무기력하고 보
호 받아야할 존재’와 같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많은 노인
예술기관에 비전을 제시해오고 있는 진 D. 코헨(Gene D. Cohen) 박사의 「창의
성과 노년 연구(The Creativity and Aging Study)」 논문은 노인과 예술의 개념
을 결합시켜 노년층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을 잠재력 있는 이미지로 변화
시켰다. 이는 노년층 삶에 미치는 예술 효과가 지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해외리포트에서는 노년층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화 및 세분화를 지향하는 미국
기관 ‘라이프타임 아츠(Lifetime Arts)’와 ‘노인이 나누는 예술(Elder Share The
Arts)’의 사례를 통해 노인 문화예술교육 다양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창조적 삶을 위한 예술
라이프타임 아츠(Lifetime Arts)
‘라이프타임 아츠’는 뉴욕 뉴 로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노인 문화예술교육
전문단체이다. 노년층이 전문적이고 질 높은 예술 프로그램 및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단체들이 적합한 노인 문화예술교육 프
로그램(Creative Aging programs)을 설계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고객맞춤형 컨
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라이프타임 아츠’의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라이프
타임 아츠 공립도서관 이니셔티브(Lifertime Arts’ Public Libraries Initiative)’,
‘커뮤니티 레지던시(Community Residencies)’, ‘트레이닝 인스티튜트 워크숍
(Training Institute Workshop)’ 등이 있다.
‘우리는 모두 나이 든다. 이는 불변의 사실이다. 나이 먹는다는 것은 일면 슬픈 일로 인식될지
모르지만, 늙는다는 것이 삶의 즐거운 과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예술
활동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 라이프타임 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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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타임 아트 공립도서관 이니셔티브

라이프타임 아츠의 미술활동

사진출처: http://www.lifetimearts.org

사진출처: https://www.facebook.com/lifetimearts

‘라이프타임 아츠’는 도서관을 어르신들의 예술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목
표를 가지고 2008년부터 ‘라이프타임 아츠 공공도서관 이니셔티브(Lifertime
Arts’ Public Libraries Initiative)’를 시행해오고 있다. 도서관을 예술 활동 공간
으로 이용한다는 점이 기존의 노인 문화예술교육과는 구별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타깃은 예술 활동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노인센터에 거부감을 가지
고 있는 어르신들이다. 북 메이킹, 사진, 미디어 예술, 시각 예술, 무용, 오페라 및
뮤지컬 등의 강좌를 운영 중이며 예술강사와 사서 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라이프타임 아츠’는 노인이 지속적으로 지적 · 창조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커
뮤니티 레지던시(Community Residencies)’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뉴 로셸 지역의 노인들은 고등교육기관 수준의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무용, 음악, 미술, 문학예술, 극장예술 분야의 전문 예술강사들을 통
해 실험적인 작업 방식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새로운 재료를 접하고 기술을 습
득하는 기회를 제공받으며 노인들은 서로 예술적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협동적
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커뮤니티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레지던스
가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의 장이 되어 노년층의 소외감과 고립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라이프타임 아츠’는 뉴욕 전 지역의 예술강사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노인 문화예술교육 예술가들의 역량계발에도 주목하고 있다. 늘어나고 있는 고
령사회문제와 노인 문화예술교육의 트렌드에 발맞추어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
는 예술강사들을 위하여 11월 30일부터 4일간 ‘트레이닝 인스티튜트 워크숍
(Training Institute Workshop)’을 개최한다. ‘라이프타임 아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예술강사 멘토십 프로그램, 노인 문화예술교육 기획 세션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스토리텔링으로 인생을 나누다
노인이 나누는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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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브룩클린에 위치한 ‘노인이 나누는 예술(Elder Shares The Arts)’은 노인
을 수동적인 보살핌의 존재가 아닌, 예술 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존재로 성
장하도록 장려하는 비영리단체다. ‘노인이 나누는 예술’의 주요 프로그램들은 스
토리텔링(storytelling)이 공통된 역할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주로 가족, 집, 삶의
교훈, 터닝 포인트, 사랑, 직업 등의 개인 인생사 관련 테마가 스토리텔링의 주
제로 구성되고, 지역사회의 전통문화와 역사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한다. ‘노인이
나누는 예술’이 제시하는 스토리텔링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그룹별 이야기 나눔 활동을 통한 만성적 고립감 해소
•새로운 대인관계 형성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상상력/ 자기 표현력 증진
•두뇌운동 촉진 및 기억력 관련 질환 예방

어르신들은 듣는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생생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
기 위해서 창의적인 표현 방식을 고민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술 효과
를 경험한다. ‘노인이 나누는 예술’의 주요 프로그램들로는 ‘라이프 콜라주(Life
Collage)’ ‘가치 있는 글쓰기(Get Your Word Worth)’ ‘히스토리 어라이브
(History Alive)’ 등이 있다.
그룹별 대화 형식으로 진행되는 ‘라이프 콜라주(Life Collage)’는 기억력 증진
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과거의 경험을 억지로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
텔링을 위해 기억을 더듬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두뇌 활성이 이루어
지도록 돕는다. ‘라이프 콜라주’가 벌어지는 공간에서는 각자의 인생을 성찰해보
는 시간을 갖게 되고 누구든지 스토리텔러가 될 수 있다. 또한 ‘노인이 나누는 예
술‘의 강사들은 어르신들이 훌륭한 스토리텔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활
동을 펼친다. 각양각색의 추억들과 인생경험은 다시 그림 그리기, 판화 제작하
기, 가면 만들기 등의 예술작품으로 변형되어 탄생한다.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고, 작품 활동을 통해서 예술적 기량을 발전시
킬 수 있다.
‘노인이 나누는 예술’은 작품전시 활동도 기획하여 ‘라이프 콜라주’에 참여한 어
르신들의 작품을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그들의 창의적인 목소리를 공
유 한다. 특히 2008년과 2009년에는 맨해튼 소재의 20개 노인센터와 협력하
여 ‘집으로 가는 먼 길(A long Way Home)’을 주제로 휘트니 미술관(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과 성 베드로 교회(Saint Peter’s Church)에서 특
별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라이프 콜라주’가 대화 형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반면, ‘가치 있는 글쓰기(Get
Your Word Worth)’는 어르신들의 글쓰기로 스토리텔링이 이뤄진다. 이 프로그
램은 노인들이 지역사회의 아마추어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블로그 ‘워즈워스(Wordsworth)’를 운영하여 그들의 글을 게재하고 매년 아
마추어 작가가 직접 작품을 낭독하는 이벤트를 열어 지역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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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나누는 예술 ‘라이프 꼴라주’

노인이 나누는 예술 ‘히스토리 어라이브’

사진출처 : https://www.facebook.com/EldersShareTheArts/photos_stream

사진출처: https://www.facebook.com/EldersShareTheArts/photos_stream

‘히스토리 어라이브(History Alive)’는 노인 세대의 이야기를 청소년 및 젊은 세
대에게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뉴욕의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세대통합 예술
(Intergenerational Arts) 프로그램이다. 청소년 교육기관과 노인복지기관의 파
트너십을 통하여 스토리텔링과 접목된 공연예술, 시각예술, 작문 등의 다양한 분
야에서 공동 작업이 진행된다. 청소년들은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창작활
동을 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공감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의미 있는 관계
로 나아간다.
뉴욕 주 교육부는 뉴욕 주 교육 표준(New York State’s Learning Standards)
이라는 가이드를 제시하여 뉴욕 공립학교의 학생들이 분야별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공 분야는 예술, 직업개발, 영어, 제2외국어, 수학,
과학,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히스토리 어라이브’는 뉴욕 주 교육 표준의 예술교
육지침을 따르고 있어 학생들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
하고 있는 한편, 학생과 노인 모두가 지역사회 예술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
록 유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 노인 문화예술교육의 사례들은 빠르게 나이 들어가고 있
는 사회와 이에 따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의 결과물일 것이다. 지
난 수년간 우리나라도 노인 문화예술교육의 성장을 위한 수많은 고민들을 해왔
다. 이제 또 다른 도약을 위한 접근방식의 다각화가 필요한 시점에 놓여있다. 노
인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화 노력에 따라 앞으로 맞이하게 될 노년 삶을 더욱 행
복한 모습으로 가꿔갈 수 있지 않을까.

김문경
정책연구팀
mkkim@arte.or.kr

*
본 기사는 웹진 [아르떼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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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이들을 위한 예술교육
미국의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김인설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저의 아이는 특별해요(My child is special).”
미국유학 당시에 간혹 듣던 말이다. 이 뜻이 장애를 가진 아이라는 것을 이해하
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지만,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던 기억이 있다. ‘장애’
라는 말 대신, ‘특별함’으로 대체하는 사회. 미국의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은 무엇
을 바탕으로 발전되어 왔을까?

라이프타임 아트
공립도서관 이니셔티브
사진출처: http://www.
lifetimearts.org

미국의 장애인 예술교육연구, 제도와 기관의 관계
미국의 장애인 예술교육에 대한 학술논문이나 보고서를 읽다보면 한 가지 흥미로
운 사실을 발견 할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복지(Welfare)의 관점에서 장애인 예
술교육을 논하기 보다는 사회정의(Social Justice)의 관점에서 이에 대한 당
위성과 필요성을 풀어낸다. 이러한 경향은 1990년에 제정된 미국인 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이하 ADA)과 ADA의 기반이 된 1973
년 재활법(Rehabilitation Act) 및 1975년 장애아동교육법(Education of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이하 EAHCA)에서도 볼 수 있다. 즉, 미국의 장애인
예술교육의 바탕은 시민권(civil rights)의 실현이지 사회소외계층의 복지가 아니다.
미국 국립예술기금위원회(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이하NEA)
는 1970년대부터 장애인 예술교육과 연구를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꾸준
히 진행해 왔다. 「접근성을 위한 설계: 문화행정가를 위한 핸드북(Design for
Accessibility: A Cultural Administrator’s Handbook)」은 NEA가 발간하는
대표적 참고자료로 박물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이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
영할 때 반드시 숙지해야할 주요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통계청과의 협업을 통
해 1982년부터 5년에 한 번씩 「선택의 문제인가? 미국 장애인의 예술참여 형
태(A Matter of Choice? Arts Participation Patterns of Americans with
Disabilities)」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여 장애인 문화권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이
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한다.
미국의 장애인 예술교육연구는 빅터 로웬펠드(Victor Lowenfeld )를 선두
로 1930년대부터 시작되어 이후 다양한 학술서적과 논문들이 꾸준히 출간되
고 있다. 1975년 장애아동교육법 시행을 계기로 미국의 장애인 예술교육연구
는 두 차례의 주요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다. 초기의 장애인 예술교육이 비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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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중심의 예술교육을 장애인에게 ‘단순제공’하는데 그쳐있었다면, 1970년대
이후의 예술교육연구는 이에 대한 효능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장애
인의 신체적·정신적 제약 상태를 개선 또는 치유하는데 중점을 둔 예술의 도
구적 기능이 주요 화두였다. 1990년대 이후, 장애인 예술교육연구는 초학제적
(transdisciplinary) 접근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를 본질적으로
다룬다. 예술을 통해 사회가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는 가를 비판적으로 탐구하
고, 장애를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의 연결고리, 즉 예술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인 ‘소통과 들여다보기’를 통한 자아와 사회탐구로 그 영역을 건너고
(trans)있다.
이러한 장애인 예술교육연구 동향은 실제 교육현장에서도 그 호흡을 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의 장애인예술재단인 VSA(Very Special Arts)와 NEA가
소개하는 장애인 예술교육 프로그램과 단체의 사례는 이러한 예술교육연구의
최근 동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

SAY의 ‘당당한 목소리’
SAY(Stuttering Association for the Young)의 씨어터 프로그램인 ‘당당한 목
소리(Confident Voices)’는 말더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
램이다. ‘Stuttering Association for the Young’은 ‘말더듬 청소년 연합체’이
지만, 이들의 앞 자를 따면 SAY, 즉 ‘말하다’이다. 이 프로그램은 말더듬 장애를
5살부터 겪었던 타로 알렉산더(Taro Alexander)가 만든 비영리 단체로 같은 장
애를 가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술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타인과 사회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작되었다. ‘당당한 목소리’는 NEA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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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전문 뮤지컬 제작자와 예술가가 멘토로 참여해서 뮤지컬 창작부터 시연까
지 함께 한다. 참여 학생들은 ‘당당한 목소리’를 통해 말더듬 장애에 대한 주변인
들 편견을 그들 자신의 목소리로 당당하게 고쳐나가고, 말더듬 장애를 가진 이들
의 대변자로서 성장해 나간다.

매스니 센터의 Arts Access Program
Arts Access Program(AAP)은 매스니 의료&교육 센터(Matheny Medical &
Educational Center)에서 199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예술창작 프로그램으
로 참여자 대부분은 중증 신체 장애인이다. 참여자 대부분은 붓을 똑바로 들 수
도, 자유롭게 춤을 출 수도, 정확한 발음으로 시를 낭독할 수도 없지만, 화가, 안
무가, 또는 시인 된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곳에서는 전문예술가를 ‘촉진자
(facilitator)’라고 칭한다. 촉진자는 AAP 참여자를 대신해서 그들의 예술적 상상
력과 창의력을 표현하는 손과 발이 되어준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히 참여자의 요
구를 실행하는 대리자로서가 아니라, 필요할 때 자신의 예술적 지식을 이용해 적
절히 참여자를 리드하고 서로의 교감을 통해 영감을 주고받는 매개역할을 한다.
참여자 대부분은 휠체어에 의지하고 기계를 통해 대화를 나누지만, AAP를 통해
예술가로서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며,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에
재 연결되는 경험을 한다.

특별한 교육을 위한 일상의 예술
EASE(Everyday Arts for Special Education)는 미국 교육부의 혁신펀드(i3)
수혜프로그램으로 자폐증, 과잉행동장애 등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과
이러한 장애학생을 지도하는 특수 교육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내 정규수업 과정에 음악, 무용, 미술, 연극을 이용하여 장애
학생의 소통능력과 학습능력 계발을 도움으로써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효능감
을 확인할 수 있게 이끈다. 이러한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의 경우, 고학년이 될수
록 학교를 자퇴하거나 휴학하는 경우가 많지만, EASE의 참여 학생들 대부분이
학교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졸업한 후 대학에 입학하거나 직업을 가지는 것은 무
척 고무적인 성과이다.

262

2015 arte 365

VSA는 EASE 프로그램 외에도 장애인 예술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
한 단체를 소개하고 있다.
VSA가 추천하는 장애인 예술교육 참고 사이트
•전미 예술교육 연합(NAEA)의 Special Needs in Arts Education(SNAE)
NAEA내에서 장애인 예술교육자 모임을 위해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로 장애인
예술교육관련 각종 정보, 교구 및 교안, 연구자료 제공 및 최근 출판서적 등을 소개
1) www.arteducators.org
2) http://specialneedsart.weebly.com
•케네디 센터(Kennedy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의 ArtsEdge:
케네디센터가 운영하는 예술통합교육프로그램 가이드로 장애인 예술교육 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예술교육 교안과 how-to 정보 및 가정과 학교, 연령별로 진행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양식을 제공
1) www.kennedy-center.org
2) http://artsedge.kennedy-center.org
•STEAM교육에 예술을 접목한 [STEM + Arts]: www.stemtosteam.org
로드아일랜드 디자인대학교(Rhode Island School of Design)에서 예술을 STEM교육에
김인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문화정책·예술경영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청소년문화포럼
편집위원, 한국문화경제학회
학술이사,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국제교류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커뮤니티
아트, 문화예술교육, 예술치유,
문화거버넌스 및 네트워크로
예술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사회자본 및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가 주요 관심분야다.
insul.kim@gmail.com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예술교육에 참고할 다양한 활동 및 사례들에 대한 정보 제공
•국립 보편적 학습설계 센터(UDL)의 UDL for All: www.udlcenter.org
신체적, 인지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일반 교육과정을 학습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고안된 방법론, 교구 및 교수법 관련 정보 등을 제공

오직 장애인만을 위한 것인가?
장애인복지법상에서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NEA의 보
고서인 「선택의 문제인가? 미국 장애인의 예술참여 형태」에서는 베이비붐 세대
가 하루에 만 명꼴로 65세 이상의 나이에 접어들고 있으며, 2030년에는 미국인
구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했다. 한국사회도 마찬가지로 고령화 사회로 접
어들고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러하듯이 나이가 들면 시야가 어두워지고,
청각이 쇠퇴하며, 말은 어눌해지고, 인지 및 신체적 기능이 저하된다. 다시 말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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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우리 모두는 잠재적 장애인이다. 장애인 예술교육은 따라서 단순히 소수를 위
한 교육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교육이며, 다름을 인정하는 성숙한 사회로 향
한 모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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