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예술교육 아카데미 “질문의 진화”

예술교육가 인터뷰 프로젝트 <질문의 재구성>
(재)서을문화재단은 전환 시대의 서울 예술교육 아카데미를 구상하며, 예술교육가
인터뷰 프로젝트 <질문의 재구성>을 진행할 인터뷰어를 모집합니다.
<질문의 재구성>은 예술교육가가 인터뷰어가 되어 동료 예술교육가와 대화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예술교육가의 자기 질문으로부터 예술가이자 교육가로서 개별성과
다양성이 발현되고 나아가 의미 있는 교육 현장이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예술교육
가 스스로 각자의 삶과 활동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교육가는 대화를 위한 질문과 인터뷰이를 구성하여 참가신청
하시기 바라며, 선정된 인터뷰에 대해서는 소정의 활동비와 원고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추후 인터뷰 원고를 엮어 만들 책을 보내드릴 예정이며, 일부 원고는 재단에
서 발행하는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에 게재 예정입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 현재를 살아가는 예술교육가의 문화를 당사자인 예술
교육가의 목소리를 통해 읽어내고, 서울 예술교육의 내일을 위한 의미 있는 질문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w 신청자격(인터뷰어): 예술가이자 교육가로 활동하고 있는 자
w 인터뷰 주제: 현재를 살아가는 예술교육가로서 나누고자 하는 자기 질문
w 인터뷰 대상(인터뷰이): 예술가이자 교육가로 활동하고 있는 자
w 모집기간: 2020. 9. 25(금) ~ 2020. 10. 18(일)
w 선정자 발표: 2020. 10. 21(수) 예정. 홈페이지 공지사항 업로드 및 개별 이메일 통보
w 모집인원: 20명 내외
w 활동기간: 선정자 발표시 ~ 2020. 11. 30(월) 예정
w 활동내용
- 인터뷰 준비 모임 참석(1회). 10월 23일(금) 오후 예정
-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동료 예술교육가 1명과 1:1 인터뷰 진행.
※ 참가신청서 제출 후에는 인터뷰 대상자 변경이 불가하며, 사전에 인터뷰 대상자와 합
의된 경우에만 본 프로젝트에 참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뷰 원고 작성(A4 5장 분량) 및 제출. 11월 13일(금) 정오까지
※ 추후 책자(인터뷰 모음집) 제작 기획 방향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사진, 프로필 등) 제
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w 활동혜택
- 인터뷰어: 인터뷰 기획 및 진행, 원고료 포함 총 50만원
- 인터뷰이: 인터뷰 참가비 총 15만원
※ 인터뷰어와 인터뷰이에게 각각 재단에서 별도 지원 예정입니다.
w 참가신청 방법: [참가신청서_질문의재구성]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참가신청서 제출 이메일: academy2020@sfac.or.kr
w 심사방법: 참가신청서에 대한 내부 전문가 심사

w 심사기준: 문제의식의 명확성, 인터뷰 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예술교육계 내 확산성
※ 문의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팀 02)3290-7412, 7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