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행복을 담는 건축학교 3기 안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건축가협회는 2016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행복을 담

는 건축학교 3기” 를 개최합니다. 앞서 진행된 울산에 이어 서울, 부산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

으로 “문화를 만드는 일상의 건축＂이라는 주제로 강의와 답사 등의 체험을 통해 건축과 함께 행복을 

느끼게 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많은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개요

 * 교육기간: 11월 5일, 12일, 19일, 26일(토), 4회 진행

        서울 9시 30분, 부산 10시 (3시간)

 * 교육장소: 하단 일정표 참조

 * 주제:  "문화를 만드는 일상의 건축"

 * 참가대상: 11세 ~ 19세 어린이․청소년과 가족(보호자)

가족 당 최대 4명까지 신청 가능(보호자 반드시 포함)

 * 모집정원: 지역별 총 45명(15명, 3교급 운영)

 * 접수기간: 10월 11일(화) ~ 18일(화) 오후 5시 (선착순 아님)

 * 접수방법: http: / /cafe.naver.com/toyoarchischool 온라인 접수(참가자 접수 후 선발)  

 * 결과발표: 10월 말 카페 게시판 공지(선발자 개별 통보)

 * 참가비:  무료(기념품, 교재 제공)

 * 선정 기준(우선순위 순)

   -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우선순위 선정

   - 지역 배분:  인근도시 30%, 지역구별 균등 선정

   - 참가 동기

 * 문의:  카페 Q&A 게시판

 



2. 일정 (지역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서울

강좌 주제 세부과제 비고

1 11/  5
역사와 함께 공부하는 도시 

한옥마을 과 길

<북촌>

답사지: 북촌마을 서재, 사랑방, 마을도서관, 

서울교육박물관 등

북촌 도시한옥의 역사와 변화를 탐방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문제도 같이 고민 하

고자 함.

2 11/12
지역문화를 만드는 도서관과 

공공시설

<은평>

답사지: 은평구 혁신파크, 구산동도서관마을 등

답사를 통해 지역의 공공건축물이 지역의 새로운 문화

를 만들어 가는 동력이 되고 있는 현장을 살펴보고 배

운다.

3 11/19
컨테이너를 활용한 새로운 

문화 창조 공간

<대방>

답사지: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대방동)

답사를 통해 새로운 건축디자인의 경향을 이해하고 현

장에서 워크숍활동을 병행하여 심화 이해한다.

4 11/26 문화시설의 건축적 가치

<국립현대미술관>

답사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미술관의 전시와 아카이브 교육시설들을 둘러보고 공공

문화시설의 디자인의 가치와 건축의 역할에 대해 발견

하고 이해한다.

 

* 부산

강좌 주제 세부과제 비고

1 11/  5
부산비엔날레를 통한 

지역문화 거점 톺아보기

<부산비엔날레>

답사지: 부산시립미술관, 키스와이어 등

부산비엔날레 전시 공간 답사를 통해 지역예술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서의 건축의 역할 알아보기

2 11/12
만디버스를 통해 

도심재생 톺아보기

<만디버스>

만디버스를 통한 부산의 산복도로 재생에 대해서 

알아보고, 산복도로 위 거점 시설들을 통해 재생에서의 

건축의 역할 알아보기

3 11/19
송도 일대를 통한

지역문화재생 톺아보기

<송도>

답사지: 송도해수욕장, 송림공원, 스카이워크 등

송도일대 답사를 통해서 도시 재생 사업이 지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4 11/26
역사시설물을 통한

지역문화 톺아보기

<UN공원>

답사지: UN공원 및 일제강제동원 역사관 등

역사시설물을 통해서 지역 문화 및 역사에 대해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