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동부창고 예술교육 매개자 워크숍

<몸짓 실험실> 참여예술가 모집 공고
올 가을, 동부창고에서 새로운 예술교육 실험을 시작합니다!
이상하고 황당하지만, 재미도 있는 ‘몸짓’ 실험가들을 모아
퍼포먼스·연극 분야 멘토 예술가와 함께 새로운 움직임을 모의하고 탐구하며,
혼자서는 재미없지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 재미있을 몸짓 콘텐츠를 실험합니다.
실험적이고 경계 없는 새로운 활동을 구상하고 있는 예술가
창작활동과 먹고 사는 일을 연결할 콘텐츠를 고민하는 창작자
평소 엉뚱한 상상력과 기획력, 실행력을 주체하지 못하는 활동가
단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금 이 실험에 참여하세요!
<몸짓 실험실>은 이상하고 엉뚱한 모든 몸짓을 응원합니다!

■ 공모개요
○ 공 모 명: 2022 동부창고 예술교육 매개자 워크숍 <몸짓 실험실> 참여예술가 모집
○ 활동기간: 2022. 10. ~ 12. / 장소: 동부창고 일원
○ 모집대상: 예술교육에 관심 있는 34세 이하 청년 예술가 및 활동가(개인) 5인 이내
○ 사업내용: 멘토 예술가의 워크숍과 함께 예술교육 콘텐츠 연구·개발-시범운영, 네트
워크 형성의 통합적 과정으로 지원
○ 주요활동 및 지원사항
- 오리엔테이션과 멘토 예술가(퍼포먼스 분야) 워크숍 진행
- 프로그램 연구·개발(공동1/개인1) 및 시범운영(1회)
- 10~12월 활동비 지원(총 1,920,000원, 공제액 포함)
○ 서류접수: 2022. 9. 13.(화) ~ 9. 20.(화) 13:00 마감
○ 신청방법: 접수 기간 내 이메일 접수(dbchangko@naver.com)
○ 선정방법: 1차 서류심사 및 2차 인터뷰
○ 문

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시민예술팀 043-715-6964

■ 운영목적
○ 연극·퍼포먼스 분야의 멘토 예술가의 예술활동과 연계하여, 예술교육에 관심 있는 지역 예
술가 또는 활동가 대상의 소수정예 워크숍
○ 예술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설계·기획-시범운영’의 통합적 과정 운영
○ 비언어적·신체활동 중심의 ‘몸짓’ 예술교육 콘텐츠 연구·개발

■ 프로그램 개요
○ 사 업 명: 2022 동부창고 예술교육 매개자 워크숍 <몸짓 실험실>
○ 운영기간: 2022. 10. ~12. / 장소: 동부창고 일원
○ 활동내용: 청년 예술가 대상 역량강화 워크숍 및 ‘몸짓’ 예술교육 콘텐츠 연구·개발
○ 세부 운영절차
- 예술교육에 관심이 있으며, 예술교육가로서의 활동영역
모집 및 선정

참여대상 모집

(9월 1주~9월 4주)

및 선정

을 넓히고자 하는 지역 예술가·활동가 공개 모집
- 모집인원: 5인 이내
- 서류심사(1차) 및 면접심사(2차)를 통해 선정

오리엔테이션
및 참관

워크숍 진행
워크숍 진행 및
프로그램 연구·실험
(10월~11월 4주)

프로그램
연구·개발

마무리
(12월 1-2주)

- 오리엔테이션
: 워크숍 과정 안내, 멘토 예술가 소개 및 질의응답 등
- ‘주말예술창고- 몸 작업장 3차’ 참관
: 워크숍 현장의 간접경험 및 운영 환경의 이해
- 멘토 예술가의 예술프로젝트 연계 워크숍
: 퍼포먼스, 미디어, 연극 등 다양한 융·복합 장르의 워크숍 경험
- 예술교육 콘텐츠 기획과정의 이해
: 창작활동을 예술교육 콘텐츠화 하는 과정,
‘몸짓’ 프로그램의 운영과정 등
:

공동 개발: 2팀 구성(각 2-3인), 각 1건
개인 개발: 각 1건
콘텐츠 기획 및 모의시연
참여 예술가의 관심 대상 설정 및 기획
설계 과정 공유 및 논의 / 멘토 예술가 피드백 진행
- 개발 및 모의시연 시 필요한 간접지원 진행
: 공간, 기자재, 재료 등

프로그램
시범운영

- 시민 대상 시범 운영
: 공동 1회, 개인 1회
- 멘토 예술가 모니터링 진행

결과 공유

- 콘텐츠 연구·실험 최종 결과 공유
(개선사항 및 보완점 포함)
- 최종 상호 피드백
: 참여예술가, 멘토 예술가, 전문가 피드백 등

○ 워크숍 운영일정
구분

워크숍 및
콘텐츠 개발

결과 및 평가

일정

세부내용
오리엔테이션 및

1회

2022. 10. 7.(금)

2회

2022. 10. 8.(토)

‘몸 작업장’ 참관

3회

2022. 10. 17.(월)

기획안 검토 및 피드백

4-5회

2022. 10. 28.(금) ~ 10. 29.(토)

모의시연 1차 및 피드백

6-7회

2022. 11. 11.(금) ~ 11. 12.(토)

모의시연 2차 및 피드백

8-9회

2022. 11월 3주 ~ 11월 4주

개발 콘텐츠 시범운영

10회

2022. 12월 1주 ~ 12월 2주

프로그램 연구·개발 과정 결과 발표

멘토 예술가 예술프로젝트 워크숍

(※ 일정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 멘토 예술가 소개
○ 이철성 예술가
- 비주얼씨어터 꽃(CCOT) / 체험예술공간 꽃밭(CCOTBBAT) 대표
- 한국거리예술창작센터(K-SACC) 소장 / 서울대, 연세대, 중앙대 등 강사 역임
- 연출가이자 공연자로 시와 설치와 공연이 결합된 실험적인 퍼포먼스 발표
- 공연 이력
· 국내 다수 문화기관·거리예술축제 등 공식초청 및 작품 활동
: 서울거리예술축제, 수원연극축제, 의정부음악극축제, 포항거리예술축제 등 공식초청 및 작품 발표
· 국제적 축제 공식초청 및 작품 활동
: 20년 간 아시아, 남미, 유럽 등 세계 각국의 실험예술축제 및 거리극 축제 초청공연
‘19 프랑스 샬롱 거리예술축제 ’국제협업 섹션‘ 공식초청
‘18 스페인 Grec Festival / 폴란드 ULICA-International Street Theatre Festival 공식 초청
‘17 영국 런던 Greenwich+Docklands International Festival(GDIF) 공식초청 등

· 현재 동부창고 <주말예술창고 ‘몸 작업장-몸으로 만드는 예술품’> 운영 중
- 수상경력: 세계인형극총회 ‘탁월한시각연출상’, 서울어린이연극상 ‘최우수작품상’ ‘연기상’ 등
- 대표공연작품
: 유람형 관객참여 퍼포먼스 <도시를 걷는 싯구들>, <숲을 거니는 싯구들>,
거리극 <돌, 구르다>, 시민공동체 퍼포먼스 <마사지사>, 설치 퍼포먼스 <종이인간>, 조각
그림자극 <그림자로부터>, 미디어 퍼포먼스 <종이창문> 등

■ 신청접수 안내
○ 접수기간: 2022. 9. 13.(화) ~ 9. 20.(화) 13:00 마감
○ 모집대상: 예술교육에 관심 있는 34세 이하 청년 예술가 또는 활동가(개인) 5인 이내
○ 신청자격
- 시각/퍼포먼스/연극/무용/사운드 분야 예술가
- 예술교육·예술기획에 관심 있는 활동가
- 최근 3년간 작업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충북지역 활동 예술가 우대
- 성범죄 및 아동학대 이력이 없는 자
○ 접수방법: 접수 기간 내 이메일 접수(dbchangko@naver.com)
○ 제출자료
- 참가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 포트폴리오 15페이지 이내(자유양식, PDF 혹은 PPT형식)
→ 창작활동(전시, 공연 등) / 프로젝트 기획 경험 / 예술교육활동 등
※ 동영상의 경우 5분 이내 편집본
○ 신청 시 유의사항
- 파일명은 ‘참가신청_지원자명’으로, 압축하여 제출(.ZIP 형식)
- 공모신청서 내의 붙임자료 미제출 시 심의에 제외될 수 있음
- 파일의 용량 최소로 하여 업로드
○ 선정자 지원 및 의무사항 [필수]
구분

상세내용
- 예술교육 프로그램 최소 2건 개발

예술교육

· 개인 1건 / 공동 1건(팀 구성 2-3인)

프로그램

- 월별 활동 보고서 제출

연구·기획

- 활동비 총 1,920,000원 지원(연구·개발비, 강사비 / 공제액 포함)
- 연구 활동 공간 제공(동부창고 내)
- 오리엔테이션 및 주말예술창고 - ‘몸 작업장’ 참관

예술가 워크숍

- 멘토 예술가의 워크숍 진행

및 네트워킹

- 모의시연(공동·개인 각 1회)
· 멘토 예술가 모니터링 및 피드백
- 프로젝트 시범운영(공동·개인 각 1회)

프로젝트

· 시민 대상 진행

시범 운영

· 프로젝트 운영 공간(동부창고 내), 기자재 및 재료 지원
- 2023년 동부창고 예술교육 활동기회 우선 제공

■ 심사 및 선발
○ 심사일정
공모 절차

일정

공고 기간

2022. 9. 6.(화) ~ 9. 20.(화)

서류 접수

2022. 9. 13.(화) ~ 9. 20.(화) 13:00까지

1차 서류 심사 / 합격자 발표

2022. 9. 20.(화) / 9. 22.(목)

2차 인터뷰 심사 진행

2022. 9. 26.(월)

최종발표

2022. 9. 28.(수)

○ 심사기준
구분

세부내용

기획 역량 및

- 활발하고 지속적인 창작활동 및 작업 철학

활동 적합성

- 예술교육 활동 기획 또는 활동 경험

(40%)

- 예술교육에 대한 관심 및 활동 의지

네트워킹 의지
(30%)
발전가능성
(30%)

- 타 예술가와의 협업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 멘토 예술가 또는 동료의 피드백에 대한 유연한 사고
- 향후 예술교육 활동에 대한 지속가능성 및 발전 가능성

■ 문의 및 안내
○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시민예술팀(043-715-69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