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리 넘어 우리: 예술을 통한 세대간 공감>
서울 프로그램
토크: 예술을 통한 세대 교류 (11 월 13 일 14.00‒17.30)
° 장소: 문화비축기지, T2 실내공연장 (6 호선 월드컵경기장 2 번 출구 도보 7 분)
° 대상: 예술가, 문화예술기관 기획자, 교육자, 유년 및 청년 층을 대상으로 한 활동 관련
기관, 복지 센터 등
° 목표: 다양한 공동체에서 세대 간 교류를 위한 예술 프로젝트의 장을 마련하고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가치에 대한 논의와 함께 사회 참여형 예술 사례를 소개하여 예술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더 나아가 세대 간 공감 예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과 경험 및
의견 공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발생하는 도전과제와 어려움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주제
1부

발제 1

세대간 통합을
위한 예술

매직미 이야기 (성공담, 경험담)
수잔 랭포드 매직 미 디렉터

발제 2

동시통역
세대간 공감 예술 프로젝트의 예술가들
수 마요 매직 미 협력 예술가

발제 3 한국의 지역 기반 예술 프로젝트
‒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만들기와 지역 공동체 활동
민운기 스페이스 빔 대표
‒ 독거의 기술 프로젝트 소개
김현주 작가
토론

공동체에서 세대간 공감 예술 프로젝트의 가치
휴식(20 분)

2부

발제 4 매직 미의 협력 사례
수잔 랭포드 디렉터

파트너십과 협력

발제 5 한국의 지역기반 시민참여형 프로젝트
‒ 협력의 밀도, 안정리프로젝트 소개
조지연 경기문화재단 차장
토론
※ 발제별 제한 시간 20 분, 토론 30 분

동시통역

<끼리 넘어 우리: 예술을 통한 세대간 공감>
예술과 세대간 공감 (서울 토크 발제 방향)
발제 1,2: 지난 30 년 간, 매직 미가 어떻게 세대 간 교류를 위한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는지,
프로젝트에서 예술가는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매직 미의 사례를 알아본다.
발제 3: 한국에서 진행되어 온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참여형 예술 작업의 주요 특징 및
프로젝트에 대해 민운기 대표와 김현주 작가의 발표가 있을 예정.
발제 4: 세대간 교류 예술 프로젝트를 위해 다양한 기관들과 어떻게 협력해 왔는지, 성공적
협력을 위해 고려할 것들,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하기까지 마주한 어려운 점들을 알아본다.
발제 5: 한국의 지역 기반/시민 참여형 예술 프로젝트는 어떤 과정으로 기획, 운영되고 있는지,
예술가, 문화재단, 커뮤니티 센터 등 이해 당사자들은 누구이며, 협력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운영되는지, 잘 되고 있는 부분 및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