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사업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주 5일제가 시행된 201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밖 다양한 문화기반시설 및 단체가 진행하고 각 지역의 자치센터
에서도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며 아동 · 청소년과 그 가족들이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교육을 접하며 문화예술 소양을 키우고, 또래·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건강한 여가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2017년 전국 900여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프로그램별 안내
주요 내용

사 업 명
미술관 연계 프로그램

미술관 내·외부 자원을 활용한 입체적인 미술 작품 감상과
체험을 하며 자유롭게 나를 표현하는 프로그램
미술관 내 작가의 작업 공간에서 작가와 함께 본인만의

레지던시 연계 프로그램

이야기와 생각을 바탕으로 작업활동을 경험해보는 시각예술
프로그램

박물관 연계 프로그램

국·공립기관 연계
프로그램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다양한 콘텐츠를 가진 박물관별 특성을 살려 강의/체험/감상
등의 방법으로 유물에 숨겨진 이야기를 만나는 프로그램
우수자원을 갖춘 국·공립기관의 문화예술전문가들을 만나며
새로운 예술적 시각으로 차별화된 문화예술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을
통해 문학적 상상력을 키우는 프로그램
건축가들과 함께하는 공간탐험, 설계를 하면서 자신의 세계에

건축문화 프로그램

대해 새롭게 상상해보고, 나아가 삶의 공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프로그램

주말문화여행 프로그램

예술가와 함께 직접 여행을 기획하고 떠나보며 주변의 소소한
일상을 색다르게 돌아보고 다양한 세상을 만나는 프로그램

가족오케스트라·합창

오케스트라/합창을 통해 음악을 듣고 느끼고 만드는 과정을

프로그램

경험하고 그 속에서 가족이 하나 되는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
청소년들이 흥미와 적성에 맞는 문화예술분야를 찾고 그

청소년×예술가 프로그램

안에서 폭넓은 경험을 하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프로그램

주요 내용

사 업 명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프로그램

다양한 시각예술을 통해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세상,
어린이들이 믿는 각자의 꿈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감과 표현력이 자라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도 나의 이야기를 통해

꼬마작곡가 프로그램

나만의 음악을 작곡하고, 공연장에서 전문 연주자가 음악을
연주해주는 멋진 기회가 제공되는 프로그램

주말예술캠퍼스 프로그램

예술대학의 연구진이 개발한 통합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새롭고 독특한 예술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우리지역의 문화예술회관에서 음악/미술/공연 등 분야별 또는

예술감상교육 프로그램

세부 장르별 예술작품의 감상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서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끄는 프로그램
전국 17개 시·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내

지역연계 프로그램

문화예술기관·단체와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

□ 홈페이지 및 SNS
ㅇ 홈페이지: www.toyo.or.kr (※ 세부 프로그램 정보 확인 가능)
ㅇ 페이스북: facebook.com/toyoschool
ㅇ 인스타그램: @toyo_school

출처 : 2016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평가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