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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술대학교 애뉴얼리뷰는 ESG교육경영 가치실현을 위해 친환경 재생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 



서로 더하고[加] 어울려[和] 넘치는[滿] 생각을[思] 실현[成]하기 위해 노력한 한 해를 보내고, 

그 한 해의 기록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작가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는 

‘남보다 잘하려고 고민하지 말고 지금의 나보다 잘하려고 애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서울예술대학교는 누구와 경쟁하는가? 

우리는 한계 없는 혁신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민족의 예술혼을 구현하는 전문예술인을 육성합니다.

1962년 4월 개교 후 지금까지 서울예술대학교는 단 한 번도 오늘에 만족하며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어제의 우리보다 나아야 한다는 믿음과 행동으로 

걸어온 길이 어느새 2021년에 와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서울예술대학교의 오늘이 서울예술대학교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This has been a year of advancement for the community of Seoul Institute of the Arts as 

we have executed many programs and projects. William Faulkners said ‘Don’t bother

just to be better than others. Try to be better than yourself.’ So it had me thinking.

Who are the competitors of Seoul Institute of the Arts?

Our education curriculum is systematic and professional is always undergoing unlimited

innovating itself. With effective support, we foster professional artists Since April 1962, 

SeoulArts has never been satisfied with the status quo.

We believe that we must always improve ourselves and we will always make the initiatives.



서울예술대학교는 2022년 개교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창학 60주년의 기치는

‘Oneness’. 우리 민족 예술혼을 현재화하고 세계화한다는 창학이념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라는 메시지 안에서 전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새로운 대학의 미래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재난 속에서도 서울예술대학교는 도약하고 또 도약해 왔습니다. 

극장과 무대를 넘어 확장되는 흐름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했고 융합 콘텐츠의 

제작 역량도 강화했습니다. 우리에게 캠퍼스는 전 세계를 걸쳐 열리는 거대한 공연장이며 

우리의 수업은 실전 그 자체입니다. 더 넓은 꿈을 꾸고 더 오래 비상할 것입니다. 

서울예술대학교의 오늘은 서울예술대학교의 어제가 자랑스럽습니다. 

In the year 2022, Seoul Institute of the Arts 

will celebrate it’s 60th anniversary. 

The theme of the anniversary is ‘Oneness.’

We will unite the SeoulArts community and 

realize the founding philosophy of 

modernizing and globalizing our nation’s 

artistic spirit. 

Despite the many challenge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SeoulArts 

continued to make advancements. The 

curriculum was redesigned to meet the 

developments of the performing arts and 

media industries. The capabilities 

SeoulArts is proud of it’s past and present. 



서울예술대학교의 2021년을 돌아보는 「2021 애뉴얼 리뷰」를 발

간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모든 

구성원들이 서울예술대학교의 횃불 심볼과 같이 타오르는 열정으

로 하나 되어 많은 성과들을 창출하였습니다. 특히 3주기 대학기

본역량진단 평가에서 매우 탁월한 성적으로 ‘일반재정지원대학’

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서울예대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가지고 2022년의 개교 60주년을 맞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메타버스의 시대가 도래 하면서 공연예술과 미디어 창작 또한 새

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VR, AR, XR,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가상프로덕션(Virtual Production)이 보편화 되고 가상인플루언

서 등이 보편화 되면서 이제는 아바타에게 연기나 동작, 또는 무용

과 목소리를 입혀 실제 인간처럼 훈련시키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

니다. 이러한 기술적, 사회적 변화를 빠르게 수용하여 교육이나 창

작의 과정에 도입하고 새로운 New Form Art에 도전하는 것이 서

울예술대학교의 DNA가 아닌가 합니다. 지난 60년간 예술교육의 

특성화를 통하여 서울예술대학교 만의 독특한 예술혼을 지닌 수

많은 Artist를 양성해 왔으며 앞으로는 세계적인 창작 중심의 글로

벌 예술대학으로 발전해 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개교 60주년을 앞 둔 2021년이야말로 서울예술대학교 역사에 있

어 하나의 변곡점으로 기억되는 해이며 미래를 향하여 재도약하는 

스프링보드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한 해 동안 서울예술대

학인들의 열정과 땀을 애뉴얼 리뷰에 담아 보았습니다. 서울예술

대학교를 사랑하고 지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Once again, we have published the Annual Review 

which looks back at the year’s activities and accom-

plishments. Amid the ongoing COVID pandemic, like 

the flame that is our symbol, every member of SeoulArts 

united with fiery passion to make many achievements. 

Of note was the excellent score received for the 3rd cy-

cle college basic competency evaluation conducted 

which resulted in being designated as a college to earn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It is especially 

meaningful because SeoulArts can celebrate its 60th an-

niversary in 2022 with a major accomplishment.

With the advent of virtual worlds, there will be turning 

points in the evolution of  performing arts and media 

arts. Virtual production is now commonly used in the arts 

by incorporating the technologies of virtual reality, aug-

mented reality, extended realit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vatars and virtual influencers are being programmed to 

behave, move, and speak like actual humans. I believe 

it is in Seoul Institute of the Arts’ DNA to adopt and imple-

ment into the curriculum and art making processes the 

various technological and social changes, thus creating 

new forms of artistic expression. 

As we approach our 60th anniversary, the year of 2021 

was a memorable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Seoul 

Institute of the Arts and a springboard to take a leap 

into the future. For the past year, Seoul Institute of the Arts 

committed its passion and devotion into the annual re-

view. I express my deepest appreciation to all who have 

loved and supported the Seoul Institute of the Arts. 

Seoul Institute of the Arts President

Nam Sik Lee

서울예술대학교 총장

President's 
Greetings

총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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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ing 
Statement

Motto

Educational 
Objectives

창학이념 교육목표

교훈

우리 민족 예술혼의 

현재화·세계화

우리 민족의 예술혼과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에 널리 재현하며, 미

지의 예술을 향한 실험적 탐구와 창작에 앞서 나가고, 세계성과 주

체성을 추구하는 독창적 작업과 전문교육을 통해 새로운 예술세계

를 펼쳐 나갈 창조적 예술가를 양성함으로써, 참되고 바른 아름다

움의 진리를 깨우쳐 이 나라와 지구촌의 인류 번영에 이바지한다.

Preserving and modernizing 
our nation’s artistic heritage

We shall inherit our nation’s artistic spirit and traditions. 

They will be preserved and cultivated to be shared with 

our contemporaries. Through experimentation, we will 

discover new methods of artistic expression. Our pro-

fessional education system with original art making will 

foster creative artists who embody their own identity thus 

universality. Their pursuit of aesthetic truth will enlighten 

our nation and furthermore all of mankind. 

주체적 문화예술인 양성 

Foster Self-Sufficient Artists

우리 고유의 민족 정서와 슬기를 현대예술에 접목할 수 있는 창의력과 기예를 연마하여  

세계무대에 견줄 수 있는 창작활동을 추구한다.

We will pursue art making on the world’s stage that engages 

our national heritage and spirit with contemporary arts.  

실험적 전문창작인 양성 

Cultivate Innovative Artists   

탐구력과 실험정신을 강화하여 세계문화의 다양성과 새로운 추세를 수용하고 

첨단 매체와 기법을 익혀 미래지향적 창작력을 갖추도록 한다.

Through experimentation, we will collaborate with cultures from around the 

world and implement cutting-edge technologies to art making. 

세계적 문화선도인 양성

Nurture Global Leaders of Culture

자주적 문화의식과 독창적 상상력을 갖춘 예술 창조자와 촉매자를 배출함으로써 

인류의 아름다운 삶과 지구촌 문예 진흥에 기여한다.

We will nurture artists who possess cultural conscience and inventive

imaginations. They will contribute to the growth of culture on the global level 

as well as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all mankind. 

01

02

03
창의

Creativity

협동

Cooperation

성실

Sinc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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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 Goals of 
Development

세계적 교육창작환경 구축

오늘날 세계는 지구촌이라 불릴 만큼 

실시간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아주 작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서울예술대학교는 우주의 진리와 자연친화적

 예술창조를 지향함과 동시에 우리가 만드는 예술이 

곧 세계적인 예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글로벌 창작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stablish an Environment for 

Arts to Impact the World

The world continues to become smaller 

with real-time interactions from practically any 

location on the earth possible. SeoulArts is 

dedicated to pursuing the universal truth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creative endeavors 

while building a global learning environment 

to share our arts with the world.

산학협력 강화

오늘날 예술창작은 대학 안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과 긴밀한 유대 아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대학은 우수한 교내 교수진과 산업현장의 전문가가 

협업함으로써 재학생들의 연구활동과 예술창업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Strengthening Industry-Academy 

Cooperation

Our arts education involves practical learning 

in the studio setting of the institute 

as well as hands on experiences with 

professional artists and entities of the industry. 

연계·순환·통합 교육

21세기는 다양한 분야가 서로 맞물려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술이 특정 장르를 넘어 

그 영토를 무한히 확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계열은 넓히고 

전공을 심화하는 연계·순환·통합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Collaboration·Circulation·

Integration 

In the 21st Century, the arts are evolving 

as various fields converge. We are living in an era 

where the arts are expanding and  crossing 

over boundaries. To stay ahead of such changes, 

we will encourage interdisciplinary explorations 

through collaboration, circulation, and integration. 

예술과 과학의 접목

디지털시대를 맞아 다양한 첨단기술이 

예술에 도입됨으로써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창작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대학은 

이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접목한 

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Integrating Technology 

with Art

In today’s digital age, technology is

providing art making with innovative

methods of expression. Our arts education

system incorporates various facets of

science and technology.

발전 4대 지표

1 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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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l Student 
Artist 

Core 
Competencies

주체적 문화예술인

Foster Self-Sufficient 

Artists

민족의 예술혼과 전통을 

이해하고 현대예술에 접목할 수 

있는 창의력과 기예를 연마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

We will nurture artists 

who possess a cultural 

conscience 

and unique imagination.

실험적 전문창작인 

Cultivate Innovative 

Artists   

세계 문화의 다양성과 

새로운 트렌드를 수용하고 

첨단 매체와 기법을 익혀 

미래지향적 창작력을 갖춘 인재

Through experimentation, 

we will collaborate with 

cultures from around the 

world and implement 

cutting-edge technologies 

to art making. 

세계적 문화선도인 

 Nurture Global Leaders of 

Culture

공연과 미디어 창작물의 

문화사업화 과정에 참여하는 

예술경영인으로써 국내외 

문화예술 콘텐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인재

We will produce artists who 

possess cultural conscience 

and  inventive imaginations. 

They will contribute to the 

growth of culture on the 

global level as well as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all mankind. 

인재상 핵심역량

창의·협업·인성을 겸비한 글로벌 융합예술인

To foster interdisciplinary artists that possess creativity, 

sincerity, and a cooperative spirit who can contribute positively to 

global society 

예술혼  

Artistic Identity 

문화적 정체성   Cultural Identity

심미적 감수성   Aesthetic Sensibility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예술적 정서와 전통 이해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현대예술에 대한 주요 이슈와 관심분야에 대한 전문적 안목과 기예를 습득하는 능력

To cultivate the insight to identify with Korea’s traditional arts and cultural 

sentiment. In addition, to nurture the capacity to understand contemporary arts 

and gain the perception and skills to apply them to one’s art making.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글로벌마인드   Global Mind

비즈니스 능력   Business Skills

글로벌 문화예술 트렌드 및 문화예술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문화예술 작품을 

기획-연출-제작-마케팅하여 예술경영인으로써 문화 비즈니스 향유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

To cultivate the insight to identify with Korea’s traditional arts and cultural 

sentiment. In addition, to nurture the capacity to understand contemporary arts 

and gain the perception and skills to apply them to one’s art making.

공감소통성   

Empathy and Communication

공감능력   Empathy

의사소통   Communication

다양한 현상 속에서 인간의 세밀한 감성적 측면을 포착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유연하게 

소통하는 능력

To capture the detailed sensitivity of man in a variety of situations and to be 

able to communicate to diverse people.

실험정신   

Experimental Spirit

통합적 사고   Integrative Thinking

실행력   Productivity

사회문화현상들에 대해 비판적, 예술적 관점에서 사고하고 이를 종합하여 새로운 예술적 

개념을 실험하고 창안하는 능력

To foster the ability to form a unique identity through the critical studies of our 

culture’s traditions and to develop artistic concepts through experimentation. 

기술준비성  

Craftmanship

기술적 전문성   Specialized Skills

협업능력   Cooperative Skills

현대예술을 이해하는 데 요구되는 여러 첨단매체와 기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예술세계를 창작하는 능력

To understand the tools and media of contemporary art and to create new 

artistic forms of expression through the collaboration with professionals in a 

variety of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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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학사 과정은 1년간의 전공 심화 교육의 ‘예술창작 전문교육과

정’으로 예술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지도교수와의 개별 만남(도

제식 전공연구)으로 전공을 심화하며, 학부와 학과 간의 경계를 넘

어 다른 전공과의 팀티칭 융합교육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작품을 창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인 대 개인의 소규모 집중 

연계교육부터 그룹 대 그룹이 만나는 대규모 통합교육(랩·스튜디

오·프로덕션 중심의 창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창작의 지평을 

넓힌다. 이 같은 전공의 새로운 응용을 통해 계열은 넓히고, 전공 

분야는 심화시키고 있다. 나아가 예술공학센터(ATEC), 문화예술

산업융합센터 등의 부속기관을 기반으로 다양한 전공 간의 협업

을 통해 과학기술을 접목한 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첨단기술을 예술창작에 도입하고, 새로운 미디어를 공연과 전시

에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의 예술창작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

운 형식의 예술을 창작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한다.

서울예술대학교의 교육과정은 창학이념에 입각한 발전 4대 지표

와 5대 교육목표를 실천하는 과정으로, 전통문화에 뿌리를 둔 새로

운 형식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여 한류문화의 지속적인 세계

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그 중심에 바로 서울예술대학교 예술학사 

과정이 있다.

After the three year Associate of Fine Arts degree pro-

gram is completed, students are selected for the Bach-

elor of Fine Arts degree program. This program is a one 

year intensive training program of art making. Students 

choose a faculty member as a mentor for independent 

study in their field of interest. In addition, students are 

encouraged to collaborate with fellow BFA students who 

come from a wide range of disciplines. The curriculum is 

designed for students to go through the creative process 

of lab-studio-production. From concept to production 

and finally presentation, the students utilize the Art and 

Technology Expression Center along with the Center for 

Convergence of Arts, Culture, and Industry.

The curriculum of Seoul Institute of the Arts is based upon 

the founding doctrine, the four goals of development 

and 5 core competencies. The bachelor of fine arts edu-

cation is based on the traditions of Korea's arts and im-

plements new methods of expression with contemporary 

concepts to create content. 

BFA
Bachelor of Fine Arts  

Degree

1 year 

AFA
Associate of Fine Arts  

Degree

3 years

예술학사(BFA) 과정  -  1년 예술전문학사(AFA) 과정  -  3년

예술전문학사 과정은 연극, 무용, 연기, 영화, 방송영상, 디지털아

트, 한국음악, 실용음악, 문예창작, 극작, 시각디자인, 사진, 실내디

자인, 광고창작, 예술경영의 15개 전공으로 편성되어 있다. 1962년 

한국연극아카데미 설립을 시작으로 창조적 예술인 양성을 위한 전

문화된 예술교육의 기치를 내건 서울예술대학교 예술전문학사 과

정은 전문예술인 양성과 세계인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민족 문화

예술 창조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오늘날 서울예술대학교가 배출한 문화예술계의 수많은 스타플레

이어들은 한국 문화예술계 전반에 포진하여 이미 하나의 예술학

파를 이루고 있다. 과학과 예술이 융합하는 21세기, 서울예술대학

교는 예술과 과학의 접목으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예술 창조를 

선도하고 있으며, 글로벌 컬처허브를 통해 세계의 예술과 실시간

으로 소통하는 원격화상(Telepresence)교육의 새 장을 열어가고 

있다. 2001년에는 안산 캠퍼스를 설립하여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의 관계처럼 안산의 교육현장과 서울 남산의 창작체험공간(서울

예대·동랑센터)을 연결하는 다원적 교육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예술교육의 성과를 혁신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The Associate of Fine Arts is composed of 15 majors in-

cluding Theater, Dance, Acting, Film, Television, Digital Arts, 

Korean Music, Applied Music, Creative Writing, Dramatic 

Writing, Visual Design, Photography, Spatial Design, Cre-

ative Advertising, and Arts Management. Since the estab-

lishment of the Korean Theater Academy in 1962, Seoul 

Institute of the Arts’ associate of arts program has been 

promoting the value of fostering creative artists and it has 

continuously worked to create Korean art which can be 

appreciated globally.   

Today, graduates of Seoul Institute of the Arts are playing 

vital roles in the arts and entertainment industries. In the 

21st Century, science and technology are imperative to 

cutting-edge art making. Through CultureHub's telepres-

ence system, Seoul Institute of the Arts is collaborating 

and exchanging in real-time with artists from around the 

world. With the completion of the Ansan Campus in 2001, 

the institute is operating the foundational education of 

the arts on the Ansan campus and the production and 

presentation of the arts on the Namsan campus much 

like a medical school and medica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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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가

입[口]과 힘[力]이 만나 ‘더하다’가 되었다. 말과 힘의 기운으로 보탠다는 의미일 수 있고, 그러기 위해 

보호하고[護, 호], 무리[勢, 세]를 이뤄 보조한다는 뜻을 만들 수도 있다. 조력자인 것이다. 

서울예술대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학생 바깥[外]이 아닌 곁에 서서 움직이며 보태는[加] 집

[家]이다. 1962년 최초의 현대식 연극 전용 극장 ‘드라마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새로운 한 발, 먼 미래 

100년을 향해 달리는 서울예술대학교가 2021년 한 해 동안 학생들의 곁에서 더한[加] 기록들을 여

기에 모아 엮었다. 

2021년 한 해 예술대학 최초로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되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남겼으며 세계

혁신 대학 ‘WURI랭킹’ 100대 대학에도 선정되었다. 코로나19로 불안한 환경을 정비하고 인권침해와 

학교폭력에 대해 안심캠퍼스를 선포했다. 교육환경 발전을 위해 신개념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보다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행정 절차를 마련하는 교육경영을 도입했다. 열정을 가열(加熱)하고, 꿈을 가속

(加速)하며, 희망을 첨가(添加)하기 위해 우리가 더해야[加] 하는 것들은 아직 더 많이 남아있다. 

서울예술대학교의 더하기[加]는 끝나지 않는다. 

When the characters of mouth [口] and strength [力] are combined, it means ‘to add or

increase.’ It can mean to add with the energy of words and strength. It can also mean 

to form a group [勢], ‘to protect’ [護], and then provide support. It is to be the facilitator.

The Seoul Institue of the Arts is an environment for students. It is a home that stands and 

moves in close proximity. It began 1962 with the opening of the Drama Center, the first 

modern theater in Korea dedicated for the performing arts. Seoul Institute of the Arts will 

continue to grow. 

We have compiled our achievements of 2021 as SeoulArts is heading towards it’s first 

100 years with the students always in close quarters.

In 2021, SeoulArts was the first art school selected to receive ‘general financial support’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in addition, the institute was selected in the top 100 of 

the World Universities with Real Impact(WURI Rankings). The institute made declarations 

to maintain a safe campus withou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school violence. To 

maintain the standards of education, new approaches to education were developed 

along with more rational methods for administrative processing. There is a constant ef-

fort to heat up our passion, to accelerate the realization of our dreams, and to provide 

more hope. Seoul Institute of the Arts will continue to exp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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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단평가는 서울예술대학교가 대외적으로 

교육역량이 매우 우수한 대학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서울예술대학교는 차별화된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대학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This diagnostic evaluation placed Seoul Institute of the Arts 

in excellent standing based upon educational competency.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1년 진단 기본계획에 따라 핵심적인 교육여건 및 

성과를 진단한 결과와 부정·비리 점검 등을 종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혁신 역량

을 갖춘 대학을 선정했다. 이에 따른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서울예술대학

교가 예술대학 최초로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되었다. 이 진단은 전국을 5대 권

역으로 나눠 평가등급을 단순화하고 취업률, 학생충원율, 재정 건전성 등 교육역량

을 심사해 전체 133개 전문대학 가운데 상위 73%인 97개 대학을 선정한 것이다. 서

울예술대학교는 이로써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 혁신지원사업(일반

재정)을 지원받고, 이와 연계해 자율혁신 및 적정 규모화를 추진하게 된다.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

tute selected an institution autonomous innovation capabilities which 

qualified with a passing score and free of corruption. In 2021, SeoulArts 

was the first arts school ever to be selected for general financial support 

in accordance with ‘Basic Competency Diagnosis.’ In this diagnosis, the 

institutions around the country were divided into 5 regions and assessed 

in the categories of employment rate, student matriculation rate, and 

financial stability. Of the 133 vocational colleges, 97 were  chosen to re-

ceive funding. SeoulArts will earn support for 3 years starting from 2002 

and ending in 2004 with the goals of achieving autonomous innovation 

and appropriate student scale. 

Seoul Institute of the Arts, 
Selected General Financial Support Institution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Higher Education 
Competencies Diagnostic Evaluation

서울예술대학교,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

일반재정지원 대학은 

일반·특수목적재정,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전 영역에서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을 

의미한다.

By being designated    

 ‘General Financial Support’ 

Institution, SeoulArts will 

receive funding for general 

and special purposes, 

national scholarships, and 

student loans.

서울예술대학교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

Seoul Institute of the Arts 

selected as a school of 

higher education to receive 

general financial support 

through the General financial 

support in accordance with     

 ‘Basic Competency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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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술대학 총장, 이사장

서울월드컵 문화행사 축제기획위원

예술의전당 비상임 이사 및 자문위원  / 대전엑스포 전시연출 전문위원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문화식전국장, 폐회식 제작단장

서울세종문화회관 운영분과 위원회 위원

■ 한국연극영화예술상, 동아연극상, 서울신문문화대상 대상, 연출상, 작품상 등 다수 수상

■ 2013. Lamp of & Culture the Arts Award Special Award(유네스코, 필리핀)

■ 2013. 동아일보 인촌상 수상

■ 2014. 한국언론인 연합회 제5회 대한민국 참교육상 대상

■ 2014.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제14회 연문인상 수상

■ 2015. John D. Rockefeller 3rd Award 수상

Chairman of the Board

Seoul World Cup Cultural Events and Festivities Planning 

Seoul Arts Center Board Member and Consultant

Daejeon World Expo Exhibition Director 

Director of Cultural Affairs and Head of Production of Opening and Closing Ceremonies 

for Seoul Olympics Organizing Committee

Operation Subcommitee Member of Seoul Sejong Cultural Center

■  Won numerous awards including the Korean Theater and Film Arts Award,  

Dong-A Theater Award, Seoul Newspaper Culture Award, Best Directing Award, Best Play, 

and etc.

■ 2013. Lamp of & Culture the Arts Award Special Award (UNESCO, Philippines)

■ 2013. Dong-A Ilbo Inchon Award

■  2014. Grand Prize at the 5th Korea True Education Award by the Federation of  

Korean Journalists

■ 2014.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Liberal Arts 14th Writer Award

■ 2015. John D. Rockefeller 3rd Award Winner

제7대 이사장 취임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서울예술대학교 경영부총장

초대 한국데이터진흥원 원장 역임

홍조근정훈장 수상

Inauguration of the 7th Chairman

Sungkyunkwan University, BA in Journalism and Broadcast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

Seoul Institute of the Arts Administrative Vice President

Served as the first president of the Korea Data Agency

Awarded the Hongjo Geunjeong Medal

Global Top 100 부문 99위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부문 21위

산업적용(Industrial application) 부문 30위

학생의 이동성과 개방성(Student mobility) 부문 47위

세계 혁신대학 랭킹인 ‘WURI(WURI, World’s Universities with 

Real Impact)랭킹’은 새로운 교육과 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혁신성을 가늠하기 위해 만

들어졌다. 세계 주요 대학의 혁신 프로그램을 사례별로 정성평가

하고 종합 랭킹과 부문별 핵심지표 랭킹을 발표한다. 이는 대학 교

육이 실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학문적 연구 

위주의 일률적인 대학 평가와 차별점을 보인다.

서울예술대학교는 지난해 산업적용 가능성에 이어 2021년에는 

Global Top 100, 위기관리 부문(코로나19 대응 입학학생처), 산업

적용 부문(예술공학센터), 학생의 이동성과 개방성 부문(창작실습

지원센터)에 각각 선정되었다. 위기관리 부문은 2021년 신설된 것

으로 팬데믹에 대한 대학의 위기관리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서

울예술대학교는 ‘안심대문’ 운영으로 해당 부문 랭킹에 올랐다.

World’s Universities with Real Impact (WURI) is a ranking of 

the world’s universities according to educational innova-

tion in these times of social and technological change. 

The ranking qualitatively evaluates innovation programs 

of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from around the world 

in a variety of categories. Rather than assessing academ-

ic research which is typical for college ranking, WURI eval-

uates the impact of education on society. 

Seoul Institute of the Arts’ industrial application after last 

year, in 2021 it ranked in the top 100 in the following cat-

egories, Crisis Management for COVID-19 response by 

the student and admissions office; Industrial Application 

by the Arts and Technology Expression Center; Student 

Mobility and Openness by the Support Center for Prac-

tical Training. The Crisis Management category made is 

2021 to focus on the institutions capability to respond to 

the pandemic. SeoulArts’ operation of the ‘safe gate’ was 

ranked. 

Inauguration of 
Honorary Chairman of the Board, 
Seventh Chairman of the Board

Ranked in the top 100 of the 
WURI Ranking

명예 이사장

제7대 이사장 취임

‘WURI랭킹’ 

100대 대학 선정

유덕형

한응수

2019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중장기 발

전계획 ‘VISION 2025’를 수립한 서울예술대학교는 5개 

핵심역량(예술혼, 공감 소통성, 실험정신, 기술 준비성, 기

업가정신)을 선정해 ‘창의·협업·인성을 겸비한 글로벌 융

합예술인’ 양성을 위한 창작역량기반 교육과정을 개발·운

영하는 중이다. 또한, 차별화된 교육과정인 ‘현장중심 예

술창작 시스템(PACS, Professional Artistic Competency 

System)’을 자체 개발하여, 직무를 고려한 전공은 심화시

키면서 학부와 학부 간의 그리고 전공과 전공 간의 융합을 

강화하는 연계·순환·통합의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서울예

술대학은 PACS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 산업현장

에서 요구하는 현장 중심 예술창작 교육을 지향하며 문화

예술 산업형 산학협력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보인다. 특히 

신(新)한류 특성화 전략에 바탕을 두고 글로벌 예술 인재

의 양성과 창의적 예술 콘텐츠 제작에 앞장서고 있다.

In 2019, Seoul Institute of the Arts established ‘Vi-

sion 2025’ to correspond to the advances of the 

industries. This mid and long term development 

plan proposed five core competencies(artistic 

mind, entrepreneurship, empathy and commu-

nication, experimental spirit, and craftmanship) 

that will be the basis for the curriculum that 

aims to nurture emerging artists that possess 

creativity, sincerity, and a cooperative spirit.

By developing a unique curriculum that is 

called Professional Artistic Competency System 

that trains the skills of the major but also encour-

ages convergence amongst the many schools 

of the institute, thus, fortifying our goals of collab-

oration, circulation, and integration. 

Through the PACS curriculum, the goal is to 

follow the industry’s process to produce content. 

With specialized strategy of leading the next Ko-

rean Wave, the institute fosters emerging artists 

and creates original content. 

명예 이사장

제7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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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대의 노력이 나비효과처럼 작게는 

다른 예술대학에, 크게는 대학사회 전체로 

퍼져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

학생상담센터장 변상우

서울예술대학교는 대학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존엄과 인격적 가

치, 괴롭힘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과 이

를 실천하기 위한 다짐을 담은 ‘서울예술대학교 안심캠퍼스 선언

문’을 발표했다. 이남식 총장과 김상일 교수협의회 회장 대행, 김대

영 기획처 부처장, 강인송 예조회 회장, 하지우 총학생회장 등 교

원·직원·조교·학생대표가 영상을 통해 공동 발표했으며 구성원 권

리 보장과 학교폭력 제로(ZERO)화를 위한 세부 계획을 담고 있다.

I hope the efforts of SeoulArts will spread to 

other arts institutions and to all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our society.

Pyun Sang Wu, head of Student Counseling Center

Seoul Institute of the Arts proclaimed through the ‘Safe 

Campus Declaration’ that every member of the institute 

possesses equal dignity and personal value, therefore, 

each individual has the right to be free of harrassment 

and violence.  The declaration advocates the rights of the 

institute’s members and has ‘zero’ tolerance of violence 

within the school. President Nam Sik Lee, Kim Sang Il of 

the Faculty Council, Kim Dae Young of Office of Planning, 

Kang In Song, Ha Ji Woo of the Student Council, and oth-

er faculty, administration, teaching assistants made their 

pledges in a video. 

우리대학은, 캠퍼스 내 폭력에 대해 무관용의 징계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Our institute will apply the disciplinary rule of zero tolerance to violence on campus. 

교직원 평정제도에 폭력예방교육 이수 요건을 반영하겠습니다. 

Our institute will reflect completion of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in faculty and administration evaluation system.

학생의 폭력예방교육 이수 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Our institute will increase the requirements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for students.

성인지 및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한 교양 교과목과 전공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We will develop contents in our school’s curriculum to educate students about gender awareness and human rights. 

디지털 성폭력을 포함한 교내 성희롱·성폭력의 피해사실을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We will implement a system that will allow for reporting of sexual misconduct, sexual violence, and digital sexual violence. 

교내 구성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겠습니다. 

We will revise our institutes rules and regulations to prevent secondary damages to members of our institution. 

위 사항들의 원활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위해 [인권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To respond effectively to the above issues, the institute will set up a [Human Rights Center]

Safe Campus 
Declaration

ESG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contribution to society, 
and ethical governance

안심 캠퍼스 

선언문

ESG 교육경영 

선포

1
2
3
4
5
6
7

사회적·윤리적 가치 창출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ESG[환경 보

호(Environment), 사회공헌(Social), 윤리경영(Governance)] 

교육경영 가치를 도입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6대 실천과제

를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모든 구성원은 ESG 경영

가치 실천을 위해 노력하며, 사회적 책임 가치 실현과 사회공헌을 

통해 글로벌 예술특성화대학으로서의 비전 달성과 지속적인 발전

을 추구한다.

2021년 11월 예술대학 최초로 교육경영 도입을 선포했다. 이를 위

한 6대 실천과제가 발표되었으며 ESG 경영 마인드 역량을 갖춘 

예술인재 육성을 위한 교과목 개설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예술

과 젠더 관련 교과목 확대 운영 등의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와 함

께 교육기관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21001’ 인증을 추진해 

글로벌 예술대학으로의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다.

To develop social and ethical values of the manage-

ment systems for education,  Seoul Institute of the Arts 

will introduce ESG(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contri-

bution to society, and ethical governance). In November 

of 2021, to realize these goals, the institute will imple-

ment Six Action Tasks for the first time. 

SeoulArts will open coursework and extracurricular pro-

grams for ESG and gender issues in relation to the arts 

as well as promote campaigns. In addition, SeoulArts will 

work to acquire the certification of ‘ISO 21002,’ which is 

the international standard management systems for edu-

cational organizations. 

탄소배출 저감 및 

친환경 에너지 절감

Carbon emissions reduction 

and energy conservation for the 

environment

자원 절약, 재활용 촉진, 

환경보호 활동

Activities for resource preservation, 

recycling promo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지역사회 상생 및 

동반 성장

Coexisting and 

together growing with local 

community

사회봉사(사회 협력·기여) 및 

사회공헌

Voluntary services(social 

cooperation, contribution) 

and donations for society

대학 윤리강령 실천 및 

권익 보호

Executing institutions code of 

ethics and protecting rights 

and interests

구성원 소통·상생 및 

성과 배분

Communicating, coexisting, 

and distributing results with 

members of the institute.

6대 실천과제

6 Action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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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Institutes with Memorandums of 
Agreement with Seoul Institute of the Arts 
in 2021

2021 

업무협약

㈜라바웨이브 산학협력 업무협약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과 콘텐츠 개발에 

대한 이 협력을 통해 형식적인 MOU가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산학연계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Institute industry cooperation 

agreement with Lavar Wave

This agreement led to actual field 

training and business projects for 

institute industry cooperation activities 

which included support for victims 

of digital sex crimes and contents 

development. 

 

시공테크 업무협약

전시문화산업분야에서 손꼽히는 시공테크와 

문화예술 인재 양성과 예술·기술의 융합을 통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상호 발전을 약속했다. 

Institute industry cooperation 

agreement with Sigong Tech 

Corporation

Sigong Tech Corporation and 

Sanghwa, two companies specializing 

in convergent content solutions, 

agreed to foster emerging artists and 

develop content with Seoul Institute of 

the Arts.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업무협약

제주 문화예술 경쟁력 강화, 제주 문화예술인 

역량 제고, 지속적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 

활동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Institute industry cooperation 

agreement with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JDC)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agreed to 

cooperate to create activities that will 

invigorate Jeju’s culture and the arts 

and individual artists competencies. 

(주)상화 산학협력 업무협약

융복합 콘텐츠 솔루션 전문기업 ㈜상화와 

융복합 디지털 콘텐츠 기술을 활용한 

문화예술 인재양성과 콘텐츠 개발을 통한 

상호발전을 약속했다.

Institute industry cooperation 

agreement with Sangwha Corporation

Sangwha Corporation is a company 

specializing in solutions for contents 

convergence. SeoulArts and Sanghwa 

agreed to foster talent that can 

produce convergent content and also 

collaborate to develop content. 

content technology.

수원시 지속 가능 도시재단과 

산학협력단 상호협력 협약

수원시 도시재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협약으로 도시재단은 

대학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활성화하기로 했다.

Mutual cooperation agreement with 

Suwon Sustainable City Foundation

This agreement with the Suwon 

Sustainable City Foundation was 

made to carry out urban regeneration 

and local community revitalization 

by providing community services in 

conjunction with an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유&엔터테인먼트 산학협력 MOU

글로벌 배우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으로 

공모전 공동 개최, 현장실습, 현장교육 등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Institute industry cooperation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U & Entertainment

The cooperation agreement was 

made to foster global actors through 

competition, field training and 

education. 

2021.06. 영국 London Contemporary Dance School at The Place 교류 협정

서울예술대학교는 다양한 해외 우수대학과의 활발한 국제교류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해외 유학이 활성화될 것에 대비해 국내 예술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Agreement for exchange with London Contemporary Dance School at The Place

The two institutions agreed to execute exchange programs for students, faculty, 

academic, and culture. Seoul Institute of the Arts strives to bolster students’ global 

competencies through dynamic exchanges with outstanding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and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arts education. 

London Contemporary Dance School(LCDS)
무용을 위한 예술학교이며 HEFCE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영국 켄트대학교에서 학위를 인증한다.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용수들을 교육해왔으며, 졸업생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퍼포밍 댄서, 창작 무용수, 안무가, 기업가, 교육자들을 많이 배출했다. 

As a world class dance conservatory, LCDS offers undergraduate, graduate, and research programs. The 

school is  supported by the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 and accredited by the University 

of Kent of UK. It has been training dancers for over 40 years and the graduates have gone on to become 

world famous dance performers, dance-makers, choreographers, entrepreneurs, and educators. There are 

many Korean dancers and choreographers who have trained at LCDS. 

안산환경재단과 업무협약

환경과 예술이 접목된 융합환경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AI와 AR 

기술을 활용한 환경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접근성과 교육 효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Cooperation Agreement with 

Ansan Evergreen Foundation

Through the agreement the two 

institutions will build a convergent 

environment educational system that 

merges nature and the arts. The plans 

are to utiliz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gmented reality for environmental 

education and contents production 

that is easily accessible and effective.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제협력센터 MOU

중국과 서울예술대학교의 첫 번째 공식적인 

협약으로 한·중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 International 

Cooperation Center, ICC MOU

This is the first official agreement with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 The goals are 

to invigorate the cultural and arts 

exchanges between China and Korea 

with various programs. 

웅진씽크빅 산학협력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이다. 콘텐츠 제작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서울예술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Institute industry cooperation 

agreement with Woongjin Think Big

This institute industry cooperation 

agreement was made to develop 

digital education contents and foster 

talent. To train specialists of content 

production, field training opportunities 

were provided to the students of 

SeoulArts. 

용인문화재단 MOU

문화예술의 인적·문화적 자원을 연계하고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양 기관의 문화예술 상호발전을 위한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Yongin Cultural Foundation 

Both institutions agreed to cooperate 

for the mutual development of culture 

and art by connecting human and 

cultur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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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 
화

화(和)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마음이다. 이 단어는 그 의미처럼, 조화(調和), 화합(和合), 평

화(平和) 등 다른 어떤 단어와 합쳐 사용해도 본연의 좋은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화이부

동(和而不同)이란 생각이 다를지라도 포용하며 포용하더라도 자신의 색을 잃지 않는 것

을 말한다. 사람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지만, 건물과 공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본연의 용

도를 잃지 않으면서 쓰임에 자유롭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 열려있는 공간이 화(和)의 공간

이다. 

서울예술대학교는 ‘교류, 협업, 융합, 체험공간을 만들어 독창적인 상상력을 갖춘 창조적 

글로벌 예술가를 육성한다는 콘셉트’로 공간 리모델링을 완성한 바 있다. 교육부의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에서 학생회관이 최우수 건축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1년 11월에는 ESG 교육경영을 선포했다. Environment(환경 보호), Social(사회공헌), 

Governance(윤리경영)의 가치를 도입해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실천과제로 시행한다. 이 

내용들은 운영의 기본 가치이자 철학이 되는 내용으로, 핵심 내용은 젠더 이슈, 탄소배출 

및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자원 절약, 재활용 촉진, 환경보호, 구성원 소통과 상생 등이 해당

한다. 이는 크게 환경과의 화(和), 구성원들끼리의 화(和), 공간의 화(和)다. 

Hwa is mind that acknowledges diversity. The positive meaning of this word 

does not change even if it is combined with other words such as equity, har-

mony, and peace. Hwa-ee-bu-dong means to retain one’s character despite 

embracing the difference of opinions of others. It is referring to the attitudes of 

people but it can be applied to buildings and physical spaces. The space of 

harmony is an open space that does not lose it’s original purpose but can be 

used flexibly. 

SeoulArts completed renovations to it’s existing buildings with the concept of 

fostering creative and global artists through exchange, collaboration, conver-

gence, and experience. The student center was also selected as outstanding 

building awar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November of 2021, it was declared that education management would uti-

lize ESG factors. The values of Environment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So-

cial (social contribution) and Governance (ethical management) will be im-

plemented and executed. These will be fundamental values and philosophy 

in operating the facilities. The key contents includes gender issues, carbon 

emissions and environment friendly energy reduction, resource conservation, 

recycling promo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utual understanding 

among the members. Hence, this is harmony with the environment, harmony 

among the members, and harmony within th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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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친화적 캠퍼스 환경

서울예술대학교의 캠퍼스는 ‘가장 한국적인 것

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창작 이념을 구현한

다. 이와 함께 캠퍼스에서 예술적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캠퍼스의 옥외공간이 공연학부 

학생들의 연습 무대가 되도록 하고, 영상학부에

는 촬영지, 문예학부에는 영감의 장소로 활용

되는 등 모든 학생에게 잠재력을 끌어내는 교육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ESSD(지속가능한 발전)를 지향해 업사이클링 

전시 등 옥외공간의 교육환경화를 실천하고 있

다. 장독대정원, 작은 제주도정원과 같은 전통

공간 양식과 함께 뜻있는 캠퍼스-아름다운 캠

퍼스-튼튼한 캠퍼스를 추구하며 더욱 서울예술

대학교‘다운’ 캠퍼스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Nature-friendly Campus Environment

Seoul Institute of the Arts’ campus realizes its founding philosophy 

that ‘what is most Korean in character can be the most universal.’ 

The architecture of the campus intends to artistically inspire. Interior 

and exterior spaces are designed to be stages for students study-

ing performance. Students who are pursuing the moving image 

there are a multitude of locations. For the literary students spots 

for revelation. Thus, the construction of the buildings are intended 

to bring out the potential of the students. Along with this, to ac-

complish the go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ir permanent 

displays of ‘upcycled’ art in exterior spaces. There are purposeful 

spaces that represent styles like Jangdokdae(area for crocks and 

sauces) and Jeju Island garden. SeoulArts will continue to design 

spaces that are in accordance to its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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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동 환경 개선

개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서울예술대학교의 창학이

념에 맞는 창작환경을 구축하고 대학발전 5대 지표를 

구현하는 방법의 하나로 안산캠퍼스 교사시설에 ‘자

연(Nature)’을 강조한다. 이는 자연과 조화된 교육환

경을 조성하여 창조적 영감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며 

ESG 교육경영 실천 과제 중 하나인 ‘탄소배출 저감 및 

친환경 에너지 절감’을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가동 환경 개선

예술과 과학을 접목(Art&Technology)한 예술창작으로 인도네시

아 작가와 디지털의 융합 방향을 모색해 재활용품과 폐품 활용을 

통해 일상이 예술로 변하는 과정을 체험하며 예술창작의 가치와 

더불어 환경의 가치를 상기시키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며 ‘업사

이클링 아트(Upcycling Art)’를 구현했다. 

Improvements to the environment of building Ga

Art making that converges art and technology is on 

display that embodies ‘upcycling art’. An Indonesian 

artist who only uses analog techniques was teamed with 

artists who practice digital technologies. They conceived 

of an installation that would be composed of junk that 

would be recycled into an art piece with interactive el-

ements. In the process, students participated as part in 

this project and learned the beauty and value of nature 

while creating art.

▲

전

후   ▶

▲

전

후   

▼

Improvements to the environment of building Da

In conjunction with the celeb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a fifth pil-

lar will be added to the educational goals of the institute. That pillar 

will be environmental awareness. Therefore, the educational environ-

ment will be in harmony with nature and the institute’s missions will 

include reducing carbon emissions and energy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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滿 
만

‘찰 만’이라는 한자로, ‘차다’, ‘채우다’, ‘만족(滿足)하다’ 등을 뜻한다. 이 글자가 水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사물이나 공간에 물이 가득 들어차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

일 수도 있다. 이는 일정한 기준점에 도달했다는 맥락에서 성취라는 의미와도 연결

할 수 있다.

서울예술대학교는 코로나19로 익숙해져 버린 고요함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 2021

년을 달려왔다. 언택트는 공간을 넘은 글로벌 컨택트가 되었고, 같은 공간이 아니어

도 ‘함께’라는 정의가 가능함을 증명받았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었다. 

‘나’들은 어디나 존재했고 존재하지 않았다. 공간은 제한되었지만, 가능성은 무한이

었다. 물줄기들이 이어져 서로의 영감이자 동기가 되었다. ‘보여지기’와 ‘보여주기’

의 방식이 변화했으므로 새로운 분야와 영역이 만나 서로를 탐색하고 실험했다. 고

요했으나 치열한 한 해였다. 모든 물줄기가 서로의 결여를 채우고자 스며들었고 생

각과 생각이 섞여 마주침의 허기를 달랬다. 

2021년 우리에게 세계는 망망대해(茫茫大海)가 아닌 흘러넘치는[만만, 滿滿] 화합

의 공간[대해, 隊諧]이 되었다. 

The Chinese character 滿 (man) means ‘to be filled’, ‘to fulfill’ or ‘to be sat-

isfied.’ Within the 滿 (man) character, there is the 水 (su) character which 

means water so therefore it may mean that an object or space is filled 

with water. The meaning can be connected to achievement in the con-

text of attaining a constant reference point. 

In order to not fall into the state of inactivity caused by COVID-19, Seoul 

Institute of the Arts was moving full steam ahead in 2021. The term ‘un-

tact’ is now universal and means that contact can transcend space 

and distance. Without being in the same physical space people can 

defined as being together. Even if it is not seen it does not mean it does 

not exist. The “I’s” existed everywhere and did not exist at all. The space 

was limited, but the potential was infinite. The streams of water connect-

ed to inspire and motivate. Since the methods of ‘revealing’ and ‘being 

shown’ are changing, new disciplines are converging, exploring, and ex-

perimenting with each other. It was a quiet but intense year. All the water 

filled the empty spaces and the thoughts blended with other thoughts 

to satisfy the hunger for actual meetings. 

In 2021, the world was not an open sea but rather a place for overflow-

ing harmony of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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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바이오 네이처] 전시 운영 및 개최

[Nano, Bio, and Nature] Exhibition

청춘싸운드 [보이는라디오] 영상 콘텐츠 제작사업

Sounds of the Youth [Visable Radio] 
Video Content Production Project

인공지능 창의연계 양성사업 

Project to Nurture Creative Talent 
by Integr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드림 아트랩 4.0] 운영사업

[Dream Art Lab 4.0] Saturday Culture School 

버츄얼 캐릭터 GM 쇼케이스

GM Showcase Video Production Project Using 
Virtual Characters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Air Kinetic Art를 위한 

Balloon형 드론 플랫폼 기술 개발’

Project to Support Cultural Technology 
Research of  ‘Balloon-type Drone Platform 

Technology for Air Kinetic Arts.’

공연예술 및 영화·영상·뉴미디어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예술교육

을 지향하는 서울예술대학교의 산학협력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4년 설립되었다. 산학협력단은 서울예술대학교를 대표

하여 정부기관·지자체 및 기타 유관기관과의 계약권을 행사하며 

국공립 및 민간 문화예술기업 사이에 체결된 각종 산학협력 사업

비 수용 및 회계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국내외 문화예술산업체와

의 유기적인 교류 및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재학생 대상 현장실습

교육과 캡스톤 교육, 그리고 졸업생들의 취업 향상에 유용한 창의

적이고 실험적인 예술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창의·협

업·인성을 겸비한 글로벌 융합예술인 인재 양성에 역량을 집중하

고 있다. 또한, 전공과 전공이 서로 연계·교류·순환·통합하는 다기

능적 현장실습형 예술창작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산학협력단 산

하 예술공학센터ATEC, 예술창조센터ACC, 문화예술산업융합센

터CAICC 등 교내 유관기관 간의 상호협력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

여 글로벌 문화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예술대학 위상 

정립에 노력하고 있다.

Seoul Institute of the Arts established the Industry Insti-

tute Cooperation Foundation in the 2004. The mission is 

to enhance the training of the performing and media 

arts. The Foundation represents SeoulArts to develop 

projects with the government and arts related organi-

zations. 

Based on organic exchanges and cooperative relation-

ships with domestic and foreign culture and arts com-

panies, on-the-job training and capstone education for 

enrolled students, and creative and experimental art con-

tent production projects useful for improving the employ-

ment of graduates are combined with creativity, collabo-

ration, and personality. It is concentrating its capabilities 

on cultivating talents, a global convergence art. In addi-

tion, in order to create a multifunctional field-practicing 

art creation education environment in which majors and 

majors are linked, exchanged, circulated, and integrated, 

related institutions on campus, such as the Arts and Tech-

nology Expression Center ATEC, Arts Creation Center ACC, 

Culture and Arts Industry Convergence Center It is striving 

to establish a world-class art university leading the global 

cultural contents industry by establishing a mutual coop-

eration support system.

Industry 
Institute Cooperation 

Foundation
산학협력단



기초과학연구원의 나노 바이오 자료 등을 활

용하여 나노 바이오 네이처를 예술과 과학 

기술을 결합하여 재구성한 콘텐츠(미디어 아

트, 회화, 입체, 설치, 영상, 일러스트레이션, 

사진뿐만 아니라, 공연학부, 문예학부, 음악

학부 등의 학부가 참여하는 뉴 폼 아트)로 창

작하여 전시하였다.

세부내용

전시명

Beyond The Lens : Nano·Bio·Nature

전시내용

나노 바이오 네이처를 내용으로 한 

새로운 형식적 실험을 통한 뉴 폼 아트

This exhibition featured works that ap-

plied materials provided by the Institute 

for Basic Science or works that were 

inspired by nano technology, biolo-

gy, and nature. Faculty and students 

displayed work that included media 

art, paintings, installations, video, illus-

trations, photographs as well as works 

from the schools of performance, cre-

ative writing and music. 

Detailed Information 

Beyond the Lens

Nano·Bio·Nature Exhibition 

New form art through a new formal 

experiment with the content of 

nano bio-nature

[나노 바이오 네이처] 전시 운영 및 개최

[Nano, Bio, and Nature] 
Exhibition 
■

행정부서 산학협력단

책임교수 이영렬

발표장소 서울예술대학교 동랑센터

사업기간 2021.10 - 2022.1

■

Admin Dept   Industry Institute Cooperation Foundation

Supervising Professor   Lee Young Lyoul 

Venue   Seoul Institute of the Arts Dongrang Center

Date   2021.10 - 2022.1

큐레이터

예술창작기초학부 교수 류지영

참여작가 및 전시작품

1. 오상택•Water Structure, 633nm

2. 현정아•Seed Cell, 생명-動

3. 박상원•DESERT OMAN MUSCAT, Gaze 8

4. 도저킴•결코 연약하거나 축축하지 않은

5. 원근희•무한의 순환(Infinite Cycle)

6. IBS주관 <Art in Science> 공모전 & 

     IBS양자나노과학단 주관<SPIN ART>공모전 수상작

7. DPOLE•BIO SHOCK

8. 김수민•Another Name

9. U-nice Kim•Brain and Blind

10. 김성백•Portraits

11. 슬릿스코프•I Question 6.0

12. 팀 민들레•그루

13. 조    상•바이러스를 넘어, 양자를 넘어

14. 백서윤•Expansion

15. 홍애린, 이예령•yourCEL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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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

브채널 ‘경기뮤직’의 신규 프로젝트인 [청춘

싸운드]20편 중 서울예대 특집 토크 콘서트 

2편을 제작한 사업으로 스태프, 참여게스트 

등 모두 서울예대 학생, 졸업생, 교수진으로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제작 및 업로드하였다.

출연진

1회차

이무진, 김태연(딕펑스) / 

실용음악전공 졸업생 및 휴학생

2회차

정승수, 윌리모던 / 

실용음악전공 초빙교수 및 재학생

 ‘Gyeonggi Music’ is a YouTube channel 

runs by Gyeonggi Content Agency. 

Their new project, Sounds of the Youth, 

has produced 20 episodes and two of 

them are specials about SeoulArts. The 

programs were produced and starred 

by students, graduates, and faculty of 

the institute. 

청춘싸운드 

[보이는라디오] 

영상 콘텐츠 제작사업

Sounds of the Youth
[Visable Radio] 
Video Content 
Production Project

■

Admin Dept   Industry Institute Cooperation Foundation

Supervising Professor   Kim Jae Ha 

Venue   Online platform

Date   2021.9 - 2021.11

■

행정부서   산학협력단

책임교수   김재하 (산학협력단장)

발표장소   온라인 플랫폼

사업기간   2021.9 -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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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용하고 확장현실과 메

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기반의 메타 퍼포먼스와 

게임, 소닉 아트 등 초학제 융합 예술교육과 창작 프로젝트 사업에 

22명의 청년 예술가를 선발하여, 인공지능 예술 창의인재를 양성

하였다.

교육 내용

- 메타 퍼포먼스 &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

- 게임 인공지능 프로젝트

- 전자음악 및 소닉 아트 프로젝트

교육 결과물

- 인공지능 로봇 기반의 메타 퍼포먼스 [슈뢰딩거의 도마뱀] 제작

- 미디어 아트, 사운드 아트 게임 등 17개 작품 제작 및 전시

교육운영성과

-   수업시수 : 720시간  

(교육 296시간, 프로젝트 400시간, 경력경로 24시간)

-  전문가 참여 수 : 총 45명  

(퍼실리레이터 3명, 멘토 8명, 외부전문가 32명)

22 young artists were selected for transdisciplinary con-

vergence art education and creative projects such as 

meta performance, games, and sonic art based on artifi-

cial intelligence in order to deal with social distancing in 

COVID-19 pandemic and to implement extended reality 

(XR)

Educational Content

- Meta Performance & Media Art Project

- Game Artificial Intelligence Project

- Electronic Music and Sonic Arts Project 

Education Results

-  Meta Performance Utilizing a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Schrodinger’s Lizard]

-  Produced and exhibited 17 works of media art, sound art, 

and games. 

Outcomes of Operating Education

-  Class Hours: 720 hours (education 296 hours, project  

400 hours, career path design 24 hours)

-  Number of Participating Experts: total of 45 persons  

(3 facilitators, 8 mentors, 32 external specialists)

인공지능 연계 

창의인재 양성사업

Project to 
Nurture Creative Talent 
Integr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

Admin Dept   Industry Institute Cooperation Foundation

Supervising Professor   Kim Jae Ha

Venue   Online platform

Date   2021.7 - 2021.12

■

행정부서   산학협력단

책임교수   김재하(산학협력단장)

발표장소   온라인 플랫폼

사업기간   2021.7 – 2021.12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드림 아트랩 4.0]

운영사업

[Dream Art Lab 4.0]
Saturday Culture 
School 

예술 및 기술 간 융·복합 문화예술

교육 지원 프로그램 [드림 아트랩 

4.0]에 우리대학의 교수진 및 졸업

생, 재학생들이 함께 ‘게임 플랫폼 

활용한 온오프믹스 환경교육콘텐

츠’를 제작하여 운영 완료하였다. 

■

Admin Dept   Industry Institute Cooperation Foundation

Supervising Professor   Oh Jun Hyun

Venue   Online platform

Date   2021.4 - 2021.12

■

행정부서   산학협력단

책임교수   오준현

발표장소   온라인 플랫폼

사업기간   2021.4 – 2021.12

프로그램명 [AA특공대]  AI와 AR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예술하기

참여기관 안산환경재단

교육내용 - 총 10회차의 초등학생 5~6학년 대상 AI기술 기반 환경교육 프로그램 실시

 - 총 3회차의 발달장애학생 대상 AI기술 기반 환경교육 프로그램 실시

성과  AI기술을 기반으로 ‘공공’, ‘공존’, ‘공생’의 가치를 지닌 본 프로그램을 통해 현 시

대가 원하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우리대학에 맞는 방식으로 ESG 경영을 실현

The Dream Arts Lab 4.0 was a program that produced a mix of online offline environmental education contents with fac-

ulty, graduates, and current students.

Educational Program Title     AA Special Forces Team Anyone Can Create Art Easily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gmented Reality 

Participating Organization  Ansan Evergreen Foundation

Educational Information -  A total of 10 sessions. Elementary school 5th and 6th grade students were  

educated about the environment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   A total of 3 sessions.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re educated about the  

environment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Results       Apply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the programs which emphasized the values of ‘public,’  

‘coexistence,’ and ‘symbi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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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 신차 발표회를 대체하는 영상으로  ‘로지’라는 인플

루언서 AI 모델을 통해 구연이 된 GM 신차 광고영상 제작에 참여하여 

영상 속 ‘로지’를 통한 휴먼 캐릭터 후반 제작에 참여하였다.

In the COVID-19 pandemic, it necessary to produce videos to 

replace the previous method of presenting new automobile 

models. SeoulArts participated in the post-production phase 

of new GM car advertisement by creating the AI influencer 

character named ‘Rosie.’

버츄얼 캐릭터를 활용한 

GM 쇼케이스 영상 제작사업

GM Showcase Video 
Production Project 
Using Virtual Characters

■

Admin Dept   Industry Institute Cooperation Foundation

Supervising Professor   Kim Lyoung Hui 

Venue   Online Platform

Date   2021.7 - 2021.10

■

행정부서  산학협력단

책임교수  김륭희

발표장소  온라인 플랫폼

사업기간  2021.7 – 2021.10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Air Kinetic Art를 위한 Balloon형 드론 플랫폼 기술 개발’

Project to Support 
Cultural Technology 
Research of 
 ‘Balloon-type Drone Platform 
Technology for 
Air Kinetic Arts.’

Balloon 내부 프로젝터 및 LED 회전 디스플레이 구조 디자인 설계 

및 시제품 제작, 내재형 후면 프로젝션 매핑 및 LED 회전 디스플레

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콘텐츠 제작 및 곡면 스크린 프

로젝션 매핑을 위한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하였다.

연구 결과물

-  에어 키네틱 아트를 위한 Balloon형 드론 플랫폼용 플렉서블  

LED 디스플레이 개발

-  에어 키네틱 아트를 위한 Balloon형 드론 플랫폼용 인터랙티브 

텔레메틱 아트 동영상 제작

Balloon internal projector and LED rotating display struc-

ture design design and prototyping, intrinsic rear projec-

tion mapping and LED rotating display hardware/software 

R&D, content creation and display technology develop-

ment for curved screen projection mapping.

Research results

-  Developed flexible LED display for balloon-type drone 

platform air kinetic art

-  Produced interactive telematic art video for  

balloon-type drone platform air kinetic art.

■

Admin Dept   Industry Institute Cooperation Foundation

Supervising Professor   Kim Ho Dong

Venue   Online Platform

Date   2021.9 - 2021.11

■

행정부서  산학협력단

책임교수  김호동

발표장소  온라인 플랫폼

사업기간  2021.9 -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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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Xis Live [Invisible Touch] 

 3 aXis Live [Invisible Touch] 

2021년 제16회 디자인이 만드는 자연전 

16th Nature Created by Design 2021

 컬처허브 다운타운 버라이어티 

CultureHub Downtown Variety

 컬처허브 리페스트 공연 [명상]

CultureHub Re-Fest Performance [Meditation]

세계 예술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문화 예술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재학생과 구성원들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지원·운영하

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컬처허브 프로그램’, ‘글로벌 현장실습’, 

‘해외 공동 창작’, ‘해외 연수’, ‘해외 자매대학 교환학생’ 등의 프로

그램이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리 및 지원’도 하고 있다.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Relations offers various ex-

change programs to improve our students global com-

petitiveness and become leaders on the world’s stage. 

Examples of the programs are CultureHub, Global Field 

Training, International Art Collaborations, International 

Faculty and Employee Training, 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with partnered institutions, and support for for-

eign students. 

Office of 
International 

Relations
국제교류원



컬처허브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콘텐츠원캠퍼스 사업’ 

선정으로 융복합 프로젝트 3 aXis Live [Invisible Touch]를 선보였

다. 3 aXis Live [Invisible Touch]는 최근 대두되는 XR(확장현실)

의 의미론적 개념과 기술적 접목을 시도하며 3개의 시간, 3개의 

공간 축을 통합하여 XR 공연의 새로운 양식을 꿈꾸며 개발되었다.

최근 도입된 3면 LED XR스튜디오에서 100% 언리얼 엔진으로 

개발된 실시간 가상공간 내 인간과 인간을 닮은 초월체(아바타), 

인간과 생체구조의 신비로움, 그리고 자연(현실)과 인공(가상)

의 이질적 결합에 관한 개념을 360도 공간으로 혼합 구성하고 모

션캡처, 리얼타임 스트리밍, AR 등의 첨단기술 요소를 통해 전례 

없는 융복합 퍼포먼스로 표현하였다. 컬처허브에서 자체 제작한 

LiveLab 소프트웨어 및 기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 세계 관객을 

동시간으로 연결하며 화상이 아닌 데이터 전송을 통해 기존의 원

격 공연, 그리고 5G 인터넷망의 숙원과제인 Latency(지연속도)를 

최소화한 작품이다.

공연은 15명의 학생과 함께 컬처허브에서 기획 제작하였으며, XR 

전문 기업인 ㈜라이브랩, VA Corp, Mofac이 협력하여 진행되었다. 

3 aXis Live 

[Invisible Touch] 
3 aXis Live 
[Invisible Touch] 

The CultureHub Converegence Project, 3 aXis Live [Invisible 

Touch], was selected as a 2021 Contents One Campus 

Project. This project was developed to create an innovative 

XR performance integrating 3 time and spatial axes.

Invisible Touch is a telematic livestream production that 

connects Korea and New York within a fantastical XR en-

vironment. A dancer in Korea (Jieun Kim) is thrust into the 

intricately designed 3D world where she encounters an av-

atar (John Maria Gutierrez) driven by live motion capture 

technology. Invisible Touch tells a story of interconnected-

ness between life in different worlds. 

Invisible Touch is produced by Seoul Institute of the Arts, 

CultureHub, and Live-Lab, and is supported by the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as part of the Contents One 

Campus Project. Invisible Touch is produced within Cul-

tureHub and La MaMa’s Experiments in Digital Storytelling 

program, which incubates story-driven artworks that push 

the boundaries of artistic forms. 

■

Admin Dept   Office of International Relations/CultureHub

Supervising Professor   Koh Joo Won, Kim Bo Sul 

Venue   Online Platform Youtube

Date   2021.12.23

■

행정부서 국제교류원/컬처허브

책임교수 고주원, 김보슬

발표장소 온라인 플랫폼 유튜브

발표일시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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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과제인 지구환경 문제를 고찰하여 예술적 시각으로 

작품을 제작 및 전시한다. 2021년은 인도네시아 반둥공과

대학교의 주관으로 ‘변화하는 자연(Morphing Nature)’이

라는 주제 아래 8개국 8개 대학 - 중국 상해시각예술학원, 

일본 무사시노미술대학교, 인도네시아 반둥공과대학교, 한

국 서울예술대학교, 네덜란드 ZUYD응용과학대학교, 영국 

레딩대학교,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이탈리아 NABA 

대학이 참여하였다. 서울예술대학은 공간디자인 전공 조현

철 교수의 지도로 미디어창작학부 및 공간디자인 전공 학

생 5명이 참여하였다. 작년에 이어 2021년에도 코로나19

의 영향으로 3D 온라인 전시로 개최하였으며, 참여국 간의 

온라인 오프닝 행사가 실시간 생중계되었다.

참가 대학

Participating Institutions

Korea Seoul Institute of the Arts

Indonesia, Institut Teknologi Bandung

China, Shanghai Institute of Visual Art

Japan, Musashino Art University

UK, University of Reading

Netherlands, Zuyd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U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Italy Nuova Accademia di Belle Arti Milano

2021년 제16회 

디자인이 만드는 자연전 

16th 
Nature Created 
by Design 2021

■

Admin Dept   Office of International Relations

Supervising Professor   Cho Hyun Choul

Venue   Online Platform ZOOM

Date   2021.12.15

■

행정부서 국제교류원

책임교수 조현철

발표장소 온라인 플랫폼 ZOOM

발표일시 2021.12.15

This annual exhibition of young artists from 7 

institutions from around the world tackles the 

issue of environmental awareness. In 2021, 

Bandung Institute of Technology hosted the 

exhibition and designated the theme as ‘Mor-

phing Nature.’  Students from the School of 

Creative Media(BFA) and the Spatial Design 

Program of the Seoul Institute of the Arts pre-

sented their work under the guidance of Pro-

fessor Cho Hyun Choul. All 7 institutions joined 

in on the opening event that was held online 

and broadcast live. The exhibition is online and 

displayed in a virtual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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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처허브 뉴욕 주관으로 매달 세계의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온라인으

로 연결해 음악, 댄스, 연극, 뉴미디어, 코미디, 비디오아트 등 짧은 공연

을 중심으로 전 세계 관중들에게 선보이는 온라인 퍼포먼스 시리즈이다. 

2021년 3월에는 서울예대 교수진, 졸업생, 재학생들이 참여하는 특별 세

션으로, 서울예술대학교 구성원들의 기량을 세계 관객에게 선보였다. 

컬처허브 다운타운 

버라이어티 

CultureHub 
Downtown 
Variety

■

Admin Dept   Office of International Relations/CultureHub 

Supervising Professor   Kwon Sae Sil, Woodrow Won Tak Pak

Venue   Online Platform Youtube

Date   2021.3.27

■

행정부서  국제교류원/컬처허브

책임교수  권세실, 우디박

발표장소  온라인 플랫폼 유튜브

발표일시  2021.3.27

컬처허브 리페스트 공연 

[명상]

CultureHub 
Re-Fest 
Performance 
[Meditation]

컬처허브의 애뉴얼 페스티벌 2021 Re-Fest에서 서울예술대학

교 교수진과 학생 그리고 해외 아티스트의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선보였다. 우디박 교수의 연구 창작 일환으로 미국 아시아 재단 

Luce Scholar로 선정되어 한국을 방문한 악기 개발자이나 트럼펫 

연주자인 Gavin Brehm과 함께 한국의 자연 재료를 활용한 새로

운 악기를 상상하고 디자인하였다. 우디박 교수의 새로운 창작곡 

‘MEDITATION’을 학생들과 함께 아티스트 Gavin Brehm의 악기로 

멋진 연주를 선보였다. 

참여자 

우디박(작곡),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전공 교수 

Gavin Brehm (Alto), 해외 아티스트

박요한 (BASS),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전공 

정상호 (Tenor),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전공 

허준혁 (대금), 한국예술종합학교 대금전공

Seoul Institute of the Arts participated in CultureHub’s 

annual Re-Fest festival. Students and faculty participated 

and collaborated with overseas artists. Luce Scholar Gavin 

Brehm was a visiting artist and trumpet player, who worked 

with Professor Woody Pak on a research project to build a 

new musical instrument. Utilizing natural materials Gavin de-

signed a new instrument based `upon his imagination and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The final presentation was a 

recital of music entitled ‘Meditation’ composed by Woody 

Pak. The music was  performed by Gavin and students using 

the newly built instruments. 

■

Admin Dept   Office of International Relations/CultureHub

Supervising Professor   Kwon Sae Sil, Woodrow Won Tak Pak

Venue   Online Platform Youtube

Date   2021.6.11

■

행정부서 국제교류원/컬처허브

책임교수 권세실, 우디박

발표장소 온라인 플랫폼 유튜브

발표일시 2021.6.11

① 강안나 퀸텟 – 파랑새 (Anna Kang Quintet – Blue Bird)

②  사각몽 – Home Sweet Home (Square Dream - Home Sweet Home)

③  정민형 – 시차를 따라 (Jung Min Hyung – Along the time Difference) 

④  류필립 – 다세계 리버브 (Philip Liu - Many - Worlds Reverb)

⑤ Desire and Desire 

⑥ Data Life 

⑦ 이서윤, 장새얀 - Notice (Seoyun Lee, Saeyan Jang – Notice) 

Downtown Variety is a performance series hosted 

by CultureHub New York every month. Various artists 

from around the world present short performances 

of music, dance, theater, new media, comedy and 

video art. In March 2021, faculty, alumni, and current 

students participated in a special session to show-

case the talents of Seoul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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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창작 [이지퍼레이드]

Young Artists Production [Easy Parade]

젊은창작 [팜오디네어] 

Young Artists Production [Femme Ordinaire]

[루나자에서 춤을] 
[Dancing at Lughnasa]

‘세계적인 예술대학’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서울예술대학류(流)

를 지향하는 창작실습교육지원 전문가 집단이다. 창작실습교육

에 필요한 모든 실습기자재, 실습비, 실습실 등을 운영 및 유지 관

리하고,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과 창의적 콘텐츠 제작 실습 등을 

위한 연계·순환·통합의 융합교육을 지원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가 중심의 기술지원을 주 업무로 한다.

To accomplish the goal of being recognized as one of 

the leading arts institutions in the world, SeoulArts estab-

lished the Support Center for Practical Arts Training. The 

center manages equipment, facilities, and budgets for 

practical training. The center provides technological sup-

port for interdisciplinary education. 

Support Center 
for 

Practical Arts Training 
창작실습지원센터



젊은창작 

[이지퍼레이드]

Young Artists 
Production 
[Easy Parade]

■

행정부서  창작실습지원센터

책임교수  나한수

발표장소  가동융합스튜디오

발표일시  2021.12.18 - 19

■

Admin Dept   Support Center for Practical Arts Training

Supervising   Na Han Su

Venue   Ga Building Convergence Studio

Date   2021.12.18 - 19 

주인공 ‘이지’와 이지의 눈에만 보이는 드림랜

드 마스코트 ‘바니’에게서 벌어지는 스토리를 

그려냈다. ‘트라우마’를 주제로, 공동체와 다세

대 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개인과 폭력의 

문제를 거시적으로 살피며, 트라우마에서 벗어

나는 좋은 길라잡이가 되어주고자 한다. 감정적 

상처의 원인을 파악하고 깨달으며, 자기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극 중 인물을 통해 지친 현대인

들에게 트라우마 앞에 맞설 당당한 용기와 따뜻

한 위로를 건네는 뮤지컬이다. 크로마키 촬영기

술과 모션 캡처를 활용하여 개인의 불안감과 자

아에 관한 이야기를 보다 생동감있게 담아냈다. 

창작실습교육지원사업 [젊은창작]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갈 글로벌 예술 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예술 분야

의 융합과 새로운 콘텐츠 창작을 통해 산업화할 수 있는 교

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Young Artists Production Project sponsored by 

Support Center for Practical Arts Training provides 

equipment, facility, and financial support for out-

standing student proposed projects that are inter-

disciplinary in nature and have the potential for 

commercial success. 

The story is about the protagonist, Easy and her 

imaginary friend Barney. The theme of trauma be-

tween generations, within communities, and against 

individuals is macroscopically examined. The motiva-

tion of the story is to be a guide to overcome trauma, 

This musical The story aims to motivate those with 

tra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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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프리엘의 희곡 [루나사에서 춤을]은 역사와 가족, 그리고 기

억이라는 주제를 풀어낸 극이다. 1930년대 아일랜드에서의 여성의 억

눌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선을 중점적으로 표현한 연극으로, 공립학

교 교사인 첫째 딸 케이트와 살림을 담당하는 매기, 그리고 아그네스와 

로즈, 미혼조 크리스까지 먼디 일가 자매들의 생활을 그려낸다. 극 중에

서 열리는 추수감사절 축제 ‘루나자’ 기간을 맞아 자매들은 축제에 참여

하고 싶지만, 엄격한 기독교 신자인 첫째 케이트의 반대로 자신들만의 

축제를 벌이고 삶의 소망을 열어 보이며 ‘무용’이라는 시각적 소재를 통

해 등장인물의 이상세계를 그려낸다. 

젊은창작 

[팜오디네어]

[루나자에서 춤을]

Young Artists 
Production 
[Femme Ordinaire] 

[Dancing at 
Lughnasa]

■

행정부서  창작실습지원센터

책임교수  나한수

발표장소  동랑센터

발표일시  2021.12.11 - 12

■

행정부서 창작실습지원센터

책임교수 황두진

발표장소 서울예술대학교 빨간대문

발표일시 2021.12.17 - 19

■

Admin Dept   Support Center for Practical Arts Training

Supervising Professor   Na Han Su

Venue   Seoul Institute of the Arts Dongrang Center

Date   2021.12.11 - 12 

■

Admin Dept   Support Center for Practical Arts Training

Supervising Professor   Hwang Doo jin

Venue   Seoul Institute of the Arts Red Door Space

Date   2021.12.17 - 19 

창작실습교육지원사업 [젊은창작]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갈 글로벌 예술 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예술 분야의 융합과 새로

운 콘텐츠 창작을 통해 산업화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프랑스 격변의 시대로 불리는 1930년대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사진작가이자 화가 도라 

마르는 삶 속에서 다양한 선택의 문들을 마주하게 된다. 선택한 문

을 따라 마주친 거울 속 자신을 마주하고, 자신에 대한 문답을 통

해 도라 마르가 누구인지 찾게 된다. 수많은 변화를 겪으며 살아가

는 삶 속에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그리고 앞으로의 나를 찾아가

는 하나의 거울이 되기를 바라며 서울에 존재하는 또 다른 도라 마

르, 관객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달한다. 

Young Artists Production provides equipment, facility, 

and financial support for outstanding student proposed 

projects that are interdisciplinary in nature and have the 

potential for commercial success past.  

Femme Ordinaire is about the surrealist artists of France 

in the 1930s Age of Fluctuation. Dora Maar is a photog-

rapher and painter who appears in the story as she is 

facing a variety decisions in her life. She discovers who 

she is as she reflects upon herself and find answers to her 

own questions. I have undergone many changes in my 

life and I hope to become a mirror through searching for 

myself i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I deliver another 

Dora Maar to Seoul with consolation and sympathy.

[Dancing at Lughnasa] written by Brian Friel, is a memory play that deals with history and family. The play is set in 1930’s 

Ireland and is about country’s oppression of women and the views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The story portrays the 

Mundy sisters including the eldest sister Kate, a public school teacher, Maggie is the homekeeper, and there are Agnes, 

Rose, and unmarried Christina. The play takes place around the harvest festival of Lughnasadh, the sisters want to partic-

ipate but Kate, who is a devout Christian, opposes. So, the sisters decide to hold their own festival to open their hopes for 

life and their “dance” depicts the characters ide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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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서관상 수상, 서울예술대학교 예술정보센터

1963년 연극도서관으로 개관한 이래 예술 분야에서의 독보적인 

컬렉션 수집과 창작물 디지털아카이브 운영으로 문화예술계 발전

에 크게 이바지해 왔으며, 특히 인간이 가지는 창의성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핵심이라는 대학의 철학에 맥을 같이하여, 

창작 영감이 극대화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를 목표로 SPACE· 

DIGITAL·NANO·BIO·NATURE 5가지 주제를 5감으로 체험하는 

경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Following its opening in 1963, the Center for Information 

and the Arts has been collecting special material related 

to the arts, thus the center has greatly contributed to the 

advancement of the art world in Korea. In particular, the 

center strives to support the institute’s philosophy that cre-

ativity is vital in dealing with the rapidly developing world. 

The center’s goal of providing creative inspiration for art 

making is realized through experiences zones of Space, 

Digital, Nano, Bio, and Nature. In 2018, the center received 

the library of the year from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Center for 
Information and the 

Arts 
예술정보센터

나노 바이오 아트 전시

Nano, Bio, and
Art Exhibition 

1.  예술정보센터의 Space, Digital, Nano, Bio, Nature 경험 도서관 구축

2. 구성원의 창작활동에 영감을 줄 수 있는 나노·바이오 주제 컬렉션    

3.  도서·전시 도록·나노·바이오 관련 대학 아카이브 및 동 주제를 활용

한 창작 교육 영상 등 다양한 매체 구성 

가. 로만 비시니엑, 제임스 헨드릭스 본교 방문 강연, 워크숍 영상 상영

1) Roman Vishniac / 로만 비시니엑

 세계적 석학이자 현미경 사진작가인 로만 비시니엑은 지난 1983년 

서울예술대학교에서 강연·워크숍·전시회 등을 갖고, 예술과 과학의 

융합, 인간과 자연, 미래 예술가의 역할에 관한 생각을 나눴다. 

2) James Hendricks / 제임스 헨드릭스

 타임지의 표지화로 달 표면을 그린 작품이 채택되어 명성을 얻은 세

계적 화가 제임스 헨드릭스. 학부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자연 그 자

체가 목적”이라 말하는 그는 나무껍질, 뿌리, 꽃 등을 사용하여 하나

의 고조된 감정을 화폭에 표현한다. 1986년 서울예술대학교를 방문

하여 학생들과 함께 서울 근교 자연에서 소재를 찾아 작품을 제작하

기도 했다. 

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아름다움’  

책상 위 현미경 키트를 통해 사물을 확대하여 보고 그 속에서 생명

의 아름다움과 함께 로만비시니엑의 마음을 느껴보는 체험 코너 

다. 나노·바이오 아트 세계를 볼 수 있는 유튜브 영상 상영

라. IBS (기초과학연구원) ‘아트 인 사이언스’ 수상작 상영

마. 나노·바이오 아트 관련 서적 전시

■

Admin Dept   Center for Information and the Arts

Venue   Center for Information and the Arts Space Zone

Date   2021.6.14 -  Present (Permanent Exhibition)

■

행정부서  예술정보센터

발표장소  예술정보센터 스페이스존

발표일시  2021.6.14 - 현재(상설전시)

1.  Established the ‘Space, Digital, Nano, Bio, and Na-

ture Experience Zones’ within the Center for Infor-

mation and the Arts

2.  Presented the collection of material related to 

Nano and Bio themes to inspire the members of 

the institute in their art making

3.  Collection of various media, books, exhibition cat-

alogs related to Nano and Bio projects that were 

archived by the institute 

Presented video footage from lectures and work-

shops made by visiting artists Roman Vishniac and 

James Hendricks

1) Roman Vishniac

Roman Vishniac was a world renowned scholar 

and biologist who worked with photomicroscopy. In 

1983, he was invited by the institute to lecture, hold 

workshops, and exhibit his photographs. He shared 

his insights in the themes of the convergence of art 

and science, man and nature, the future role the 

artists. 

2) James Hendricks

James Hendricks was a world recognized artist who 

gained notoriety by his depiction of the moon’s 

surface that was chosen to be on the cover of Time 

magazine. He majored in biology for his undergrad-

uate degree before majoring in fine arts for grad-

uate school. He stated that ‘nature itself is the ob-

jective,’ and he used bark from trees, roots, flowers 

found from nature to express emotion on bas reliefs. 

In 1986, Hendricks led the students of SeoulArts on 

an excursion to the outskirts of Seoul to collect ma-

terial that was used to make their bas reliefs. 

‘The beauty of the unseen world’  

Two microscope kits are available for students to 

explore and experience the beauty of life as did Ro-

man Vishniac. 

Presented YouTube videos that showed the world of 

nano and bio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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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멀티미디어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예술교육과 창작 패러다임 제시 

나날이 멀티미디어화 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문자·이미지·영상 등의 

다양한 미디어 예술 분야를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기존의 예

술 형태나 작업 방식을 뛰어넘어 각 장르 간의 예술적 충돌과 실험이라는 새로운 

예술교육과 창작의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독창적인 교육 창작 시스템으로 세계적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 예술 인재를 육성하며, 창작 작품들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에 신선한 활력을 제공하고 우리 예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Presenting new arts education methodologies and paradigms 

for art making in the digital technology and multimedia era. 

In order to respond to the trend of this era which is becoming more 

multimedia oriented day by day, one must integrate various media 

arts like text, images, and video. The new paradigm of art education 

and art making shall encourage experimentation and exploration 

across disciplines to transcend the existing art forms. With an 

innovative educational system, we aim to nurture professional artists 

who can provide vitality to Korean culture and lead the world as the 

arts rapidly evolve. 

2021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공연창작학부 발표작품 리스트

학부 학년 구분 일시 교과현황/과목명 작품명 지도교수 장소

공연

창작

학사 전시 6/3 - 6/4 융합창작 랩 연극 [미스 줄리] 황두진 서울예술대학교 빨간대문

무용극 6/5 - 6/6 독립창작프로젝트Ⅰ [우리는 사랑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우재 서울예술대학교 

예술공학센터

뮤지컬 독회 6/26 - 6/27 융합창작 랩 뮤지컬 [2021 MU:BORN 쇼케이스] 정상우 서울예술대학교 빨간대문

무용극 10/29 독립창작프로젝트Ⅱ [NEXT STAGE: 신인 안무가전] 안애순, 황수현,

장혜진

서울예술대학교 예장

연극 11/12 - 11/14 독립창작프로젝트Ⅱ [열한시오십구분] 박해성 서울예술대학교 예술공학센터

무용극 11/28 졸업작품연구 [What the Rhythm: 왓 다 리듬] 이우재, 정상현 서울예술대학교 빨간대문

온라인 무용전시 2021/12 [살기 위한 방향] 장혜진 온라인플랫폼

뮤지컬 12/18 - 12/19 융합창작 프로덕션 뮤지컬 [피터팬 죽이기] 정상우, 이정민 서울예술대학교 예장

음반 2022/1 융합창작 프로덕션코리안뮤직 [DODRI] 오정수, 이아람 온라인플랫폼 유투브

2021 List of Presented Work by the BFA School of Performing Arts

Dept Year Class Date Subject Status/
Subject Title

Work Title Supervising 
Professor

Venue

Perfor-
ming 
Arts

BFA Exhibition 6/3 - 6/4 Convergence Creation Lab – 
Theater

[Miss Julie] Hwang Doo Jin Seoul Institute of the 
Arts Reddoor

Dance 6/5 - 6/6 Independent Creative 
ProjectsⅠ

[It Is Because We Know that 
We Cannot Live Without Love] 

Lee Woo Jae Seoul Institute of the 
Arts ATEC

Musical 
Reading

6/26 - 6/27 Convergence Creation Lab – 
Musical

[2021 MU:BORN Showcase] Jung Sang Woo Seoul Institute of the 
Arts Reddoor

Dance 10/29 Independent Creative 
ProjectsⅡ

[A new choreography 
competition]

Ahn Ae Soon,
Hwang Su Hyun,
Jang Hye Jin

Seoul Institute of the 
Arts Yejang

Play 11/12 - 11/14 Independent Creative 
ProjectsⅡ

[Eleven Fifty 
Nine Midnight Blue]

Park Hae Sung Seoul Institute of the 
Arts ATEC

Dance 11/28 majors study for graduation [What the Rhythm] Lee Woo Jae,
Jung Sang Hyun

Seoul Institute of the 
Arts Reddoor

Online Dance 
Exhibition

2021/12 majors study for graduation [The direction of life] Jang Hye Jin Online Platform 

Musical 12/18 - 12/19 Convergence Creation Lab – 
Musical

[Killing Peter Pan] Jung Sang Woo,
Lee Jeong Min

Seoul Institute of the 
Arts Yejang

Music Album 2022/1 Convergence Creation 
Production – Korean Music

[DODRI] Oh Jung Soo,
Lee Aram

Online Platform 
YouTube

2021년도 학사학위 미디어창작학부 발표작품 리스트

학부 학년 구분 일시 교과현황/과목명 작품명 지도교수 장소

미디어

창작

학사 전시 11/3 - 11/7 전시기획과 작품연구 정체구간에도 재생 류지영 신촌문화관

12/15 - 12/17 미디어창작학부 졸업작품발표회 Enter : 수행하는 사람, 시곗바늘 소리 서양범 서울예술대학교 

예술공학센터시사 12/17 융합창작랩/프로덕션 영상 당신의 체온은 몇 도입니까? 37.4℃, 리치빌 604호, 마지막 독백 김상진

졸업작품연구 열대야의 바다 손태웅

독립창작프로젝트 거리 두는 사이 김국형

2021 List of Presented Work by the BFA School of Media Arts

Dept Year Class Date Subject Status/
Subject Title

Work Title Supervising 
Professor

Venue

Media 
Arts

BFA Exhibition 11/3 - 11/7 Exhibition Planning and Project Studies Even Playable in the Congested 
Section of  Traffic

Ryu Ji Yung Sinchon 
munhwagwan

12/15 - 12/17 School of Media Arts Graduation 
Exhibition

Enter: The One Who Executes, 
the Sound of the Ticking Clock

Suh Yang Byum Seoul Institute of 
the Arts ATEC

Suggestion 12/17 Convergent Art Making/Production What Is Your Body Temperature? 
37.4C, Richville Number 604, 
the Last Monologue

Kim Sang Jin

Graduation Project Studies The Sea of the Tropical Night Son Tae Woong

Independent Art Making Project The Length To Keep a Distance Kim Kook Hyung

Bachelor of Fine Arts’ 

School of Performing Arts
Bachelor of Fine Arts’ 

School of Media Arts
공연창작

학부

미디어창작

학부

Arts education and cutting edge art making that leads the 21st century

In the School of Creative Performance, students of acting, dance, theater, Korean 

Music, applied music, dramatic writing as well as the School of Creative Media 

converge to produce performances and deepen their understanding of their own 

fields of study. Playwrights write the scripts; actors and dancers perform; musicians 

score and perform the music; directors and designers stage the performance; 

and arts managers plan and produce the work. Students of Korean Music and 

Applied Music collaborate with other ethnic musicians to create world music 

to be mastered or performed. Theater major students assist with the staging 

and arts management students coordinate the concert. Through cooperation 

students produce work in addition to deepening their understanding of their 

individual disciplines. BFA students have the opportunity to explore various facets 

of performance from reinterpreting the classics; to implementing moving images 

to performance; and telematically connecting various locations for intercultural 

collaborations. All the work created by the student can be added to their portfolio 

for reference as they enter the industry of their choice after graduation. 

21세기를 선도하는 예술교육과 신예술 창작활동 

연기, 무용, 연극, 한국음악, 실용음악, 극작, 예술경영 7개의 전공이 

서로 연계, 순환, 통합하여 공연작품을 창작하며 자신의 전공을 심

화하는 과정이다. 극작전공이 작품을 쓰고 연기, 무용 전공이 출연

하며 한국음악, 실용음악 전공이 음악을 담당하여 만들어진 공연작

품을 연극 전공이 제작하고 예술경영전공이 발표한다. 또는 실용음

악과 한국음악 또는 월드뮤직까지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음반 녹음

으로 음원 시장에 진출하거나 콘서트를 연극 전공이 제작하고 예술

경영전공이 발표한다. 이렇게 다른 전공과의 협력 작업을 통해 창작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전공을 심화시킨다. 나아가 고전의 재해석이

나 영상이나 미디어 아트를 응용한 공연, Tele-Presence(원격 현존

감)를 활용한 새로운 기술의 응용을 실험하며 새로운 공연 양식에 

도전한다. 이렇게 새로운 창작 작품을 만들며 자신의 전공을 심화하

고, 만들어진 작품으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졸업 후 창작 

현장에서 활동할 디딤돌이 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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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성인이 되어 보육원을 나서야 하는 유하가 피터팬이 사라진 네

버랜드에 돌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후크가 나타나 이곳에

서 나가기 위해서는 사라진 피터팬을 찾아 죽여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피터팬을 찾기 위한 유하의 모험을 다룬다.

어린 시절 아픈 기억 때문에 어른이 되기 두려운 유하를 통해 자신

의 오랜 상처를 마주하고 성장해가는 아이와 어른들 모두에게 위

로를 전하고자 한다. 작/작사를 맡은 강지형 작가는 “스스로의 상

처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자

신뿐이다”라며 작품의 메시지를 던졌다.

서울예술대학교 뮤지컬 창작 플랫폼 ‘뮤본(MU:BORN)’은 학사과

정에서 경쟁력 있는 창작 뮤지컬을 개발하고자 개설된 수업으로, 

‘외쳐, 조선’(2017), ‘세인트 소피아’(2019) 등을 발굴하며 서울예

술대학교 창작 뮤지컬의 산실로 자리 잡게 했다. 상반기 독회 쇼케

이스와 심사를 통해 작품을 선정하고, 하반기 정식 공연을 선보이

며 작품의 완성도에 집중하는 단계를 밟는다.

공연 및 전시에 대한 전문적 평가 및 후기

① 서울예술대학교 마동 예장에서 진행된 창작 뮤지컬 ‘피터팬 죽

이기’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거리두기 좌

석제를 도입하여 운영했으며, 연습 시에도 철저한 방역 태세를 갖

춰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했다.

② 누구나 알고 있는 피터팬을 소재로 현재에 있을 법한 캐릭터와 

스토리 접근이 흥미로웠다. 작품 전개 과정에서 원작이 가진 메시

지와 창작자들이 제시한 주요 캐릭터의 문제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으며, 익숙하고 알법한 여러 캐릭터를 차용했으나 해학적 활

용이 아쉬웠다. 넘버와 언더스코어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중극장 

규모의 뮤지컬로 모범적인 창작 뮤지컬 형태를 잘 갖췄고 입체적

인 무대디자인이 인상적이었다.

Killing Peter Pan is the story of Yoo-ha who has become 

an adult and must leave the orphanage. The journey 

starts by Yoo-ha returning to Neverland, where Peter Pan 

has disappeared. Yoo-ha meets Hook who is on a mission 

to kill Peter Pan so that he can depart Neverland. 

Yoo-ha is fearful of becoming an adult because of a trau-

matized childhood. Through Yoo-ha’s story the book wirter 

and lyricist, Kang Ji-hyeong tries to provide comfort to 

children and adults who have been scarred during their 

development. 

Experts Evaluation and Review of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The original musical ‘Killing Peter Pan’ was performed in 

the Yejang space at Seoul Institute of the Arts. To comply 

with COVID-19 regulations seating was arranged to keep 

a distance amongst audience members.  

 ‘Killing Peter Pan’ used the familiar story and characters of 

J.M. Barrie’s ‘Peter Pan’ and set it in the present. However, 

the writer could not clearly express the message and the 

conflicts of the original characters. In addition, the hu-

morous use of the familiar characters was disappointing. 

The music numbers and undercore were diverse and the 

piece was admirable as a musical for a mid-size theater. 

The dimensional stage design was impressive. 

[피터팬 죽이기]

[Killing Peter Pan] 

■

School/Program   School of Performing Arts

Supervising Professor   Jung Sang Woo,  Lee Jeong Min

Venue   Seoul Institute of the Arts Yejang

Date   2021.12.18 - 19

■

학부/전공  공연창작학부

책임교수  정상우, 이정민

발표장소  서울예술대학교 예장

발표일시  2021.12.18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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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BORN]은 MUSICAL LAB 시스템(학사학위 작가 + 작곡가 

팀 구성)을 도입하여 경쟁력 있는 새로운 창작 뮤지컬을 개발하

고자 개설된 수업이다. 매년 상반기 창작 과정을 통해 2~4 작품

의 독회 쇼케이스(리딩 공연)을 선보인 뒤, 심사를 통해 하반기 공

영화할 작품을 선정한다. 최종 작품은 하반기 정식 공연으로 발전

시켜 외부 프로덕션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매년 외부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 좋은 성과를 보

이며, 2021년 창작 뮤지컬의 산실로 자리 잡았다.

*2021년 MU:BORN SHOWCASE는 총 세(3) 작품 발표 

(‘피터팬 죽이기’, ‘푸른 수염’, ‘ONE DAY: 비 그친 마을’)

[MU:BORN] is a class that operates the musical lab 

system(team consisting of book writer and composer) 

adopted to develop outstanding new productions. In the 

first semester of every year, through the production class, 

after 2 to 4 works-in-progress are showcased (reading), 

works are selected to go into production. The selected 

work is produced and provided the opportunity to open 

at a commercial venue. Every year since 2016 there have 

been successful projects, thus SeoulArts has become a 

bedrock for original musicals.  

*A total of three (Killing Peter Pan, Blue Beard, and One 

Day: The Rain Has Cease in One Village) works presented 

at the 2021 MU:BORN Showcase. 

2020년은 전대미문의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유독 차

갑게 시리던 해다. 우리는 질병 속에서 슬픔과 절망을 

딛고 살아가야하고, 동시에 사랑하는 것들을 통해 삶

을 조금이라도 더 껴안고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법을 

배웠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일까? 사람들에게 사랑

이 무엇인지 설명해보라 하면 참 다양한 해석이 등장

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

의 정의를 듣고, 함께 연구하며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되돌려주고자 했다.

The year 2020 was a cold year for the whole 

world because of the unprecedented pan-

demic. In the midst of the pandemic, we must 

push through the sadness and despair, and 

simultaneously embrace life a bit more and 

soothe the wounds through the things we love. 

If that is the case, what is love? If you ask some-

one to explain what love is, there will be a va-

riety of interpretations. In this project, our goal 

was to listen to peoples thoughts on love, study 

their answers, and return love to those people. 

2021 MU:BORN 쇼케이스 [우리는 사랑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2021 MU:BORN 
SHOWCASE [It Is Because 

We Know that We Cannot 
Live Without Love] 

■

School/Program   School of Performing Arts

Supervising Professor   Jung Sang Woo

Venue   Seoul Institute of the Arts Red Door 

Date   2021.6.26 - 27

■

School/Program   School of Performing Arts

Supervising Professor   Lee Woo Jae

Venue   Seoul Institute of the Arts ATEC

Date   2021.6.5 - 6

■

학부/전공  공연창작학부

책임교수  정상우

발표장소  서울예술대학교 빨간대문

발표일시  2021.6.26 -27

■

학부/전공   공연창작학부

책임교수  이우재

발표장소  서울예술대학교 예술공학센터

발표일시  2021.6.5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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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구간에도 재생]展은 정체와 재생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하여 ‘재

생은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의 대답으로 ‘정체’를 도출하

여 진행된 전시다. 전시는 ‘정체를 재생(Re-)하기’와 ‘재생(Play)을 정

체시키기’ 두 가지의 방식으로 이루어 진행되었다. 전시작품으로는 공

간, 몸짓, 기억의 접속을 보여주는 [두 사람이 걸어가], 2021 현대적 살

풀이 굿 [Have a 굿 time], 되살리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찾아가는 몸, 

기억하는 몸, 시작하는 몸], 공간화된 인터뷰집 [사라진, 사라지게 될, 

남겨진, 남겨지게 될], 티백으로 우린 20대의 이야기 [우리고, 우리다] 

#meme을 구현한 [밈속놀이], 기술의 양가성을 보여주는 [XY-Z], 그리

고 응어리의 필름화 [더미]로 구성되었다. 미디어창작학부는 영상, 디

자인, 문예, 커뮤니케이션 다양한 전공 출신의 재학생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을 진행하며 융ㆍ복합 콘텐츠 창작의 시도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정체구간에도 재생]은 미디어창작학부뿐만 아니라 학사학위 전공심

화과정의 공연창작학부 학생까지 어우러져 다채로운 콘텐츠를 발굴하

는 데 노력하고 있다.

The [Even Playable in the Congested Section of Traffic] exhibi-

tion focuses on the keywords ‘congested’ and ‘playable.’ The 

exhibition was held with the question ‘How should playback 

be accomplished?’ and answered by ‘congested.’  The exhibi-

tion was presented in two approaches, ‘recycling identity’ and 

‘holding up play.’ The exhibit ‘Two People Walk,’ showed the 

connection of memories, space and body movement. ‘Have a 

Gut (exorcism) Time’ showed modern exorcism of 2021. ‘Body 

that Is Seeking, Body that Is Remembering, Body that Is Starting’ 

showed expressed invigoration of movement. ‘Disappeared, 

To Disappear, Remained, To Be Remained’ was a collection of 

spacial interviews. ‘To Brew and Brew’ was a story of people in 

their twenties brewed in a tea bag. ‘Meme Play’ materialized a 

#meme. ‘XY-Z’ showed the ambivalence of technology. ‘Dummy’ 

was a film about resentment. The School of Media’s students 

come from a variety of backgrounds including moving image, 

design, creative writing, and communications. They are always 

working to converge and integrate their disciplines and in this 

exhibition the students included the talents of the School of 

Performance as well to diversify the contents. 

전시기획과 작품연구 

[정체구간에도 재생]

Exhibition Planning and 
Project Studies
[Even Playable in the
Congested Section of Traffic]

■

School/Program   School of Media Arts

Supervising Professor   Ryu Ji Yung 

Venue   Sinchon munhwagwan

Date   2021.11.3 - 7

■

학부/전공  미디어창작학부

책임교수  류지영

발표장소  신촌문화관

발표일시  2021.11.3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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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Performance 

연극  Theater

한국 현대연극의 중심에서 선구자적 위치를 지키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최고의 전통을 가진 연극전공은 한국 현대연극

의 중심에서 선구자적 위치를 지키며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 강력한 실기교육

을 바탕으로 풍부한 예술적 상상력과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고취시키며, 능동적인 

자기표현을 통해 서로 공감하는 성숙한 예술가로서의 성장을 돕는 매우 혹독한 

실전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연극에서 요구되는 모든 전공을 통합으로 공부하

고, 연극인으로서의 소양과 태도에 대한 덕목을 체득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전공

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예술적 가치관을 공부하고 이

해하여 창작을 통해 우리의 정신과 문화가 깃들 수 있도록 한다. 전통과 현대, 예

술과 과학, 정신과 기술의 융합과 실험을 통해 시대를 선도하는 실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연극을 추구하며, 현대연극을 이끌어가는 공연예술가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Maintaining the pioneering position in Korean contemporary 

theater

Seoul Institute of the Arts’ theater program is the premier program 

in the country and one of the oldest. It is constantly reinventing itself 

to maintain the pioneering position. Inspires artistic imagination 

and forward thinking through concentrated practical education. 

The opportunities for intense practical experiences encourage 

active self-expression and the will to develop into a mature artist with 

empathy for fellow artists. The students of the Theater Program receive 

comprehensive education and training in all facets of the theater 

and stagecraft. In addition, the students gain an understanding of 

Korea’s artistic values so that it’s intrinsic spirit can reside in their art 

work. Through convergence and experimentation of traditional and 

modern; arts and sciences; soul and technique, we strive nurture the 

future leaders of modern performing arts. 

무용  Dance

세계적인 무용 예술가의 꿈을 실현하다

한국 전통춤의 유산과 다양한 현대춤의 양식을 동시에 체득하는 강도 높은 실기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탁월성을 겸비한 전문 프로 무용인을 양성하여, 국내 및 세

계 속에 한국을 빛낼 무용수, 안무가, 무용 실기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이 교육목표

이다. 이에 따라 우리 춤의 정체성 및 예술혼을 분석하는 논리적 사고력, 독자적 

무용관을 정립할 수 있는 이론교육을 비롯하여 무용이 중심을 이루는 현시대의 

예술 현장에서 뉴아트를 창조하고 동시대의 예술적 흐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무

용 예술가를 육성하는 실기교육, 인턴십을 통한 현장실습을 병행하고 있다.

Realizing the dream of becoming a world-class dance artist

The mission of the Dance Program is to foster professional dancers 

through practical education of Korea’s traditions and contemporary 

styles. The Dance Program will nurture dancers, choreographers, 

and dance educators to spotlight Korean dance domestically and 

abroad. The students will be taught theory so that they can logically 

analyze Korea’s spiritual identity in dance. Internships are conducted 

so that students can be aware of the latest trends of the dance field.

연기  Acting

능동적으로 공동창작 작업에 임하는 연기 전문 예술가를 육성하다

연극, 뮤지컬, 영화, 방송, 융합예술 등의 다매체에서 연기자의 몸과 소리, 상상력 

및 창의력을 이용하여 인물을 창작하고 실현하여 능동적으로 공동창작 작업에 참

여하는 연기 전문 예술가 육성을 목표로 한다. 전문교육과 실습교육을 통해 동시

대의 예술적 흐름을 반영하여 예술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연

기자를 육성하며 이론과 실습이 겸비된 입체적인 연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연 분야에서는 무대에서 요구하는 발성과 화술, 가창력, 연기 및 신체 움

직임 훈련을 통해 다양한 형식의 연극, 뮤지컬 제작 및 융합작업에 참여하고 영상 

분야에서는 방송과 영화 제작을 통해 다양한 매체 관련 연기술을 배우고 익힌다. 

정규 교육과정 외에도 다양한 해외 인턴십 및 해외 마스터 워크숍 등의 국제교류 

기회를 제공하며 졸업 후 전공 관련 학사학위과정으로 진학 및 다양한 분야의 취·

창업도 가능하다. 

Fostering actors who actively engage themselves in 

collaborative art making

The Acting Program aspires to foster professionals who possess the 

ability to work in various media including theater, musicals, motion 

pictures, and television. The program cultivates actors who actively 

utilize their imagination and creativity in the collaborative process. 

The multi-faceted education provides professional and practical 

training that reflects the field. In the performance area, students 

are trained in vocalization, speech, singing, acting, and movement 

for various types of live performing. In addition, student actors can 

explore acting roles in film, television, and other emerging media 

fields. There are also opportunities for internships with professional 

companies, masterclasses with teaching experts. Students who want 

to further their training can apply to the Bachelor of Fine Arts.

2021년도 전문학사-공연학부 발표작품 리스트

학부 학년 구분 일시 교과현황/과목명 작품명 지도교수 장소

연극 2,3 연극 6/12 - 6/13 연극제작실습 Ⅰ/Ⅲ, 제작실습 Ⅰ/Ⅲ [학식을 뽐내는 여인들] 임도완 서울예술대학교 예장

창작극 6/11 - 6/13 연극제작실습 Ⅰ/Ⅲ [시소, 시선] 조경향 서울예술대학교 빨간대문

뮤지컬 6/26 - 6/27 연극제작실습 Ⅰ/Ⅲ, 

제작실습 Ⅰ/Ⅲ

[레미제라블] 한지훈 서울예술대학교 예장

창작극 7/2 - 7/4 [LABsite] 김제민 서울예술대학교 빨간대문

뮤지컬 7/10 - 7/11 [SPECIAL 5] 정승호, 김정한 서울예술대학교 예장

연극 11/13 - 11/14 연극제작실습 Ⅱ/Ⅳ, 제작실습 Ⅱ/Ⅳ [갈매기] 정승호, 김수로

뮤지컬 11/20 - 11/21 융합창작랩 [RENT] 임도완, 김원근

연극/창작극 11/18 - 11/21 연극제작실습 Ⅱ/Ⅳ, 

제작실습 Ⅱ/Ⅳ

[LAB TIME] 김제민 서울예술대학교 빨간대문

뮤지컬 11/27 - 11/28 [그리스] 안병구, 김종균 서울예술대학교 예장

연극(아동극) 12/4 [Growth]-

완희와 털복숭이 괴물

조경향 서울예술대학교 

빨간대문
창작극

(청소년극)

12/5

연극 12/17 - 12/19 융합창작랩 루나자에서 춤을 황두진

무용 2 댄스필름 7/3 제작실습Ⅰ The Dance Goes On 정용진, 김선영 온라인 플랫폼

6/19 이것은 異것이다 안애순

6/26 점,선,면: 점점 선명해지는 장면 이우재, 박종걸

3 6/4 제작실습Ⅲ 동낙(動樂) 손정연, 김선영

6/21 異 세계 안애순, 황수현

6/28 시시각각 이우재, 황효연

1 공연 11/7 초급제작실습 舞아지경 정용진, 안애순, 이우재 서울예술대학교 

예장
2 12/3 제작실습Ⅱ 선, 형 김선영, 손정연

12/1 편-집점 안애순, 황수현

12/5 공 이우재, 박종걸

2021 List of Presentations by School of Performance

Dept Year Class Date Subject Status/
Subject Title

Work Title Supervising Professor Venue

Theater 2,3 Play 6/12 - 6/13 Theater ProductionⅠ/Ⅲ

ProductionⅠ/Ⅲ

[Les Femmes Savantes] Im Do Wan Seoul Institute of the 
Arts Yejang

Original Play 6/11 - 6/13  Theater ProductionⅠ/Ⅲ [Seesaw, eyes] Cho Kyung Hyang Seoul Institute of the 
Arts Reddoor

Musical 6/26 - 6/27 Theater ProductionⅠ/Ⅲ

ProductionⅠ/Ⅲ

[Les Misearables] Han Ji Hoon Seoul Institute of the 
Arts Yejang

Play 7/2 - 7/4 [LABsite] Kim Jae Min Seoul Institute of the 
Arts Reddoor

Musical 7/10 - 7/11 [SPECIAL 5] Jeong Seung Ho, Kim Jeong Han Seoul Institute of the 
Arts Yejang

Play/Original 
Play

11/13 - 11/14 Theater ProductionⅡ/Ⅳ

ProductionⅡ/Ⅳ

[The Seagull] Jeong Seung Ho, Kim Soo Ro

Musical 11/20 - 11/21 Convergence Creation Lab 
– Theater

[RENT] Im Do Wan, Kim Won Geun

Play/
Original Play

11/18 - 11/21 Theater ProductionⅡ/Ⅳ

ProductionⅡ/Ⅳ

[LAB TIME] Kim Jae Min Seoul Institute of the 
Arts Reddoor

Musical 11/27 - 11/28 [Grease] Ahn Byoung Gu, Kim Jong Gyun Seoul Institute of the 
Arts Yejang

Play
(Children’s Theater)

12/4 [Growth]-

Wanhee and the
Hairy Monster

Cho Kyoung Hyang Seoul Institute of the 
Arts Reddoor

Play
(Youth Theater) 

12/5

Play 12/17 - 12/19 Convergence Creation Lab 
– Theater

Dancing at Lughnasa Hwang Doo Jin

Dance 2 Dance
Flim

7/3 ProductionⅠ

(Capstone Design)
The Dance Goes On Jeong Yong Jin, Kim Sun Young Online Platform 

Youtube
6/19 This is This Ahn Ae Soon

6/26 Point, Line, Plane: The 
Scene Is Becoming 
Clearer

Lee Woo Jae, Park Jong Gul

3 6/4 ProductionⅢ

(Capstone Design)
Have Fun Son Jeong Yeon, Kim Sun Young

6/21 A Different World Ahn Ae Soon, Hwang Su Hyeon

6/28 Moment to Moment Lee Woo Jae, Hwang Hyo Hyeon

1 Performance 11/7 Basic Production Trance Jeong Yong Jin, Ahn Ae Soon,
Lee Woo Jae

Seoul Institute of the 
Arts Yejang

2 12/3 ProductionⅡ

(Capstone Design)
Line, Form Kim Sun Young, Son Jeong Yeon

12/1 Point of Editing Ahn Ae Soon, Hwang Su hyeon

12/5 Gong Lee Woo Jae, Park Jong Gul

공연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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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초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세상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제이크’의 탄생은 온 세상의 관심거리다. 서로 바라만 

봐도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 수 있기에 능력 없는 자신을 알

아볼까 두려운 ‘제이크’. 방 안에 박혀 다른 사람들의 글을 

고쳐주며 살아가지만, 그마저도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해

고당하게 된다. 자괴감에 빠진 그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

나요?”, “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나요?" 자신에게도 ‘능

력’을 달라며 소원을 빈다. 극적으로 그의 방에 등장한 ‘이메

지네이터’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5명의 루저를 

찾아 위너로 만드는 일을 함께해줄 것을 요청하는데.

사업성과

기존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4회차 공연 진행 예정이었으나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의 이유로 오프라인으로는 30명만

의 관객을, 온라인 스트리밍으로는 500명의 관객을 동시

에 받았다. 전용 인스타그램 계정(@sia.special5) 및 홈페이

지를 개설하여 서울예술대학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창작 개

발단계 뮤지컬에 관심 있는 자라면 누구나 친숙하게 다가

갈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다. 매주 월요일, 금요일마다 게시

되는 웹진으로 등장인물 소개, 연습 사진 공개, 관람 안내, 

온라인 프로그램 북 등 폭넓은 콘텐츠를 제공했다.

In a world where everyone possesses a superpower, Jake is 

born without any special abilities, and therefore, has the atten-

tion of everyone. 

Everyone’s superhuman power is recognizable in plain sight 

causing Jake to be afraid that his state of having no special abil-

ities will be revealed. He is a recluse in his room and edits other 

people’s writing, however, a momentary mistake gets him fired. 

With a sense of shame he questions “why was I born this way?” 

and “what is it that I should be doing in my life?” He makes a 

wish that he can receive a power. 

Project Outcomes

Considering the existing seating capacity, 4 performances 

were scheduled, but with increased social distancing only 30 

offline audience members and 500 online audience members 

were received. For this performance, an Instagram account(@

sia.special5) and a webpage channel were opened so that 

members of the Seoul Institute of the Arts and anyone can 

view the contents. In a web magazine with extensive contents 

was published every Monday and Friday. The content included 

character introductions, rehearsal photographs, and viewing 

guide.

뮤지컬 [스페셜5]

Musical
[SPECIAL 5]

■

School/Program   School of Performance Theater Program

Supervising Professor   Jeong Seung Ho, Kim Jeong Han

Venue   Seoul Institute of the Arts Yejang

Date   2021.7.10 - 11

■

학부/전공  공연학부 연극전공

책임교수  정승호, 김정한

발표장소  서울예술대학교 예장

발표일시  2021.7.10 - 11

073072 Seoul Institute of the Arts 滿



로저, 미미, 마크, 모린, 조앤, 엔젤, 콜린은 사회가 정한 규칙보다

는 자신만의 예술을 추구하며 각자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 집세

가 밀리고 건물이 철거당할 위기에 놓인 그들에게 집주인이자 옛 

친구였던 베니는 모린의 건물 철거 반대 시위 공연을 막아주면 집

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지만, 그들의 열정과 의지를 막기

엔 역부족이다. 환상적인 공연을 마친 그들은 사랑으로 현실을 극

복해나가는 듯했지만, 결국 서로의 아픔과 오해로 뉴욕을 떠나 각

자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후, 어김없이 서로의 곁으

로 돌아온 그들. 끝내 그들은 서로의 사랑으로 채워진 52만 5천 6

백 분의 시간을 되새기며 앞으로의 순간들을 살아낸다.

사업성과

한 학기 동안 [RENT]라는 작품을 탐구하며 한 작품을 무대에 올

리기까지의 공연제작의 전반적인 흐름을 터득하고 공연제작에 

필요한 전공끼리 서로의 분야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제작 전반에 필요한 연계와 순환 및 통합을 익힐 수 있었다.

Roger, Mimi, Mark, Maureen, Joanne, Angel, and Collins 

are characters that pursue their own art and live life in the 

way they want rather than follow the rules of society. When 

the rent is overdue and the building is on the verge of 

being torn down, the landlord and old friend, Benny, offers 

to waive the rent if Maureen ceases the protests against 

homeless evictions. There is not much that can block 

their passion and will power. After the spectacular perfor-

mance, love helps them overcome their harsh realities. 

Due to the pain and misunderstandings, they eventually 

leave New York and go their separate ways. However, after 

a year passes, they reunite as expected. In the end, they 

relive the 525,600 minutes that were filled with each oth-

er’s love and move on. 

Project Outcomes

For one semester, to stage the actual performance, the 

students start by studying the libretto; then the students 

from the various disciplines merge and learn about each 

other’s expertise; and the end of the final performance 

they experienced the production of a musical through 

collaboration. 

뮤지컬 [렌트]

Musical
[RENT] ■

School/Program   School of Performance Theater Program

Supervising Professor   Im Do Wan, Kim Won Geun

Venue   Seoul Institute of the Arts Yejang

Date   2021.11.20 - 21

■

학부/전공 공연학부 연극전공

책임교수 임도완, 김원근

발표장소 서울예술대학교 예장

발표일시 2021.11.20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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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들의 사랑과 열정, 낭만을 그리는 작품이다. 1950년대 말 미

국의 라이델고등학교 졸업반 청소년들이 각자의 사랑과 진로, 미

래에 대한 바람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성장통을 보여준다.

샌디와 대니는 여름방학 때 해변에서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지고 

여름이 끝난 후 기약 없는 이별을 한다. 대니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샌디가 전학을 오게 되어 뜻밖의 재회에 설레던 것도 잠시, 대니는 

자신의 무리에서 허풍이 드러날까 샌디를 밀어내버리고, 샌디는 

자신이 알고 있던 대니와는 다른 모습에 마음이 상한다. 주변 인물

들의 방해로 둘의 거리는 좁혀지지 못한다. 댄스파티에서 우승한 

대니는 샌디와 자동차 극장에서 데이트를 즐기지만, 서로의 가치

관 차이를 다시 한번 실감한다. 이를 계기로 두 인물은 각자의 다

른 모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한다.

This performance shows the love, passion, and romance 

of the youth. Its a coming of age story of teenagers grad-

uating from Rydell High School in the late 1950s.

During summer vacation, Sandy and Danny meet by 

chance on a beach and fall in love and soon break up.  

After summer break, Sandy transfers to Danny’s school. 

Danny is excited that she has come but pushes her away 

because he doesn’t want to be ridiculed by his group. 

Sandy is disappointed by the change in Danny. Their 

peers interfere so that the distance bewteen the two can-

not be reduced. Danny who wins a dance competition 

at a party and takes Sandy to a drive-in movie theater 

but he realizes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values. The 

two characters decide to accept their differences and 

move on. 

뮤지컬 [그리스]

Musical
[GREASE]

■

School/Program   School of Performance Theater Program

Supervising Professor   Ahn Byeong Gu, Kim Jong Gyun

Venue   Seoul Institute of the Arts Yejang

Date   2021.11.27 - 28

■

학부/전공  공연학부 연극전공

책임교수  안병구, 김종균

발표장소  서울예술대학교 예장

발표일시  2021.11.27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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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용의 절제되고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단체 군무 ‘꽃 

춤’, 전통의 현대화 작업 일환으로 만들어진 대작 ‘활, 활’을 비롯

해 무용수 개개인의 이야기를 담은 10개의 작품으로 총 12개의 작

품을 선보였다. 무용수들의 ‘손과 몸짓이 그리는 선(線)을 통해 형

(形)을 만들어내는 춤사위’라는 큰 주제와 함께 전통적인 한국무

용과 더불어 오늘날 동시대성을 주목하여 창작에 임한 작품이다.

A total of 12 Flower Dance, a Korean traditional dance 

piece with aesthetic and subtle beauty,  The dancers 

created dance shapes by using their hands and body 

movements and thus modernizing Korean dance. The 

dancers used their hands and bodies to makes lines and 

forms with dance steps. In addition to Korean traditional 

dance, the work concentrated on creating an original 

performance with contemporary elements. 

[선, 형]

[LINE, FORM]

■

School/Program   School of Performance Dance Program

Supervising Professor   Son Jeong Yeon, Kim Sun Young

Venue   Seoul Institute of the Arts Yejang

Date   2021.12.3

■

학부/전공  공연학부 무용전공

책임교수  손정연, 김선영

발표장소  서울예술대학교 예장

발표일시  20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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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무용의 동시대성과 실험성을 표방하며 각기 다른 무용수들

의 창작에 대한 고민을 보여준다. 움직임에 대한 고민을 끝마친 무

용수들이 본인만의 세계와 서사를 구축해 작가로서 동시대의 이

야기를 무용으로 표현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댄스필

름의 형태로 제작하였다. 

1. [Bounce] 6. [눈:감/뜨다]

2. [GAP] 7. [몸의 반응(놀라다)]

3. [소음] 8. [손만 흔들어도]

4. [(가상)현실] 9. [시도]

5. [단/절]

사업성과

총 9개의 댄스필름을 창작해냈으며, 유튜브 플랫폼에 공개하여 

총 932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공연 및 전시에 대한 전문적 평가 및 후기

젊은 무용수들이 창작해낸 작품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

로 작품의 퀄리티가, 특히 무용수들의 움직임과 영상미가 뛰어났

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었다고 생각하고, 각

각의 무용수가 가진 역량이 뛰어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This project showcased the current trends and experi-

ments of modern dance. The work was diligently created 

by various student dancers. Their hard work to create the 

movement was followed by efforts to infuse a  vision of 

their world and create a narrative around that expresses 

contemporary stories. This produced in the format of a 

dance film due to the conditions of COVID-19. 

Project Outcomes

Nine pieces were created and uploaded to YouTube 

where they garnered 932 views. 

It was difficult to believe that the work was created by 

young dancers. The quality and superb movement along 

with aesthetically impressive imagery was remarkable. I 

was able to see the excellent capabilities of the dancers 

who produced the work in difficult conditions. 

[이것은 異것이다][공]

[A DIFFERENT 
WORLD]

[GONG]
■

School/Program   School of Performance Dance Program

Supervising Professor   Lee Woo Jae

Venue   Seoul Institute of the Arts Yejang

Date   2021.12.5

■

School/Program   School of Performance Dance Program

Supervising Professor   Ahn Ae Soon

Venue   Online platform Youtube

Date   2021.6.19

■

학부/전공  공연학부 무용전공

책임교수  안애순

발표장소  온라인플랫폼 유튜브

발표일시  2021.6.19

■

학부/전공 공연학부 무용전공

책임교수 이우재

발표장소  서울예술대학교 예장

발표일시  2021.12.5

무용수 10인이 연출한 10개의 무대. 각자의 개성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10개의 작품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하나의 공연을 이룬다. 공연의 공식 인스타 계정을 운

영하였으며, 총 81개의 게시물을 남겼고 74인의 팔로

워를 기록했다. 또 티켓 오픈 하루 만에 전 석 매진이 

되었고, 최종 관객 120명으로 집계되었다. 

10stages directed by 10dancers. Ten pieces that 

are all unique in character were presented as 

one show in omnibus format. An Instagram ac-

count was opened for the performance and 

81 posts were made with 74 followers. All seats 

were sold out within a day and the final audi-

ence count was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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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Film

너와 나 사이의 장벽을 넘는다 

실습 및 이론 수업이 조화롭게 병행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심층적이고 전문적

인 수업이 되게 하도록 프로덕션 과목 및 이와 연계된 과목들을 초급·중급·고급과

정으로 분류하여 기초부터 단계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년

별 수준과 제작 여건을 고려한 수준별 프로덕션을 운용하고 있으며 ‘시나리오 피

치’ 제도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작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

한, 영화 프로듀서를 양성하기 위해 예술경영전공과 연계해 프로듀서 트랙을 신

설, 실무교육 및 현장 경험·체험 등을 통해 양질의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

였다. 이와 별도로 학년별 책임 지도교수제를 운영하여, 수업 외적으로도 영화 전

반에 걸친 폭넓은 지식 전달을 습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Overcoming the Wall that Separates You and I

The curriculum of the School of Film and Media has created a 

curriculum harmoniously combines practical training and theory 

classes. In-depth learning is provided by production classes divided 

into foundation, intermediate, and advanced. Student projects 

are selected through a film pitch process which allows them to 

experience competition in good faith ensures a higher quality 

production. Arts Management Program students are enlisted to play 

the role of producer. This gives them hands on experience of making 

a film. Faculty members are responsible for a single grade level. 

방송영상  Television

창의력을 개발하고 세계가 공유하는 가치를 추구하다

우리 고유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예술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창의력을 계발하고, 

우리 예술적 가치를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목표를 

지니고 있다. 연계, 순환, 통합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들어있는 영상작품을 세계에 

알리고자 한다. 뉴미디어 기술을 포용한 교육을 활용하기 위해 방송환경 전반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성하였다. 그 구체화 된 예로서 체계화된 이론 

수업, 창작 능력 확장을 위한 기초실기 과목들을 개설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

수진이 첨단 과학의 기자재를 활용하여 창작 시스템의 전문적 환경에서 과학과 

예술을 접목한 제작 교육을 한다. 다양한 전공과의 연계, 순환, 통합을 통하여 우

리의 정체성이 들어있는 영상작품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매 학기 우수작을 선정하

여 공동창작 실습을 추진해 왔으며, 매년 졸업 작품 시사회를 열어 졸업생 및 현장 

전문가를 초청함으로써 졸업생들의 자연스런 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Enhancing Creativity and Pursuing the Values that Are Shared 

by the World

The Television Program’s educational goal is to foster artists who will 

bring to the media industry our country’s intrinsic worldview and 

values that can be shared with and appreciated by the global 

audience. The program has created on campus the facilities that 

train students for the conditions of the industry. The faculty consists 

of industry professionals with a wealth of experience. Every year 

the graduation project screenings are held with graduates and 

executives of the television industry in attendance. 

디지털아트  Digital Arts

과학기술과 예술을 융합하는 미래형 예술가를 꿈꾸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예술에도 영향을 끼쳤다. 첨단 과학과 기술을 예술에 접목시

킨 창조적인 작품이 미래형 예술로 주목을 받는다. 자연 이러한 과학·기술과 예술

의 융합은 새롭고 열린 예술적 감성과 창조적인 기술 숙련성을 갖춘 미래형 예술

가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해 미래를 향한 다양하고 새로운 

창조성과 기술력을 동시에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학과가 바로 서울예술대학교 영

상학부 ‘디지털아트전공’이다.

디지털아트전공은 ‘인터랙티브 아트(Interactive Art)’와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

지(Creative Technology)’ 세부 선택으로 나뉜다. 인터랙티브 아트는 ‘첨단 과학기

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장르의 예술창조’를 목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창작 능력을 갖춘 인터랙티브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를 육성한다. 크리에이티브 테

크놀로지는 ‘새로운 장르의 예술을 창조하기 위한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의 개발과 구현’을 목표로 센서 및 디지털 회로(하드웨어), 게임엔진 및 컴퓨터 프로

그래밍(소프트웨어), 로봇 및 메카트로닉스(기계기구) 제작 등 새로운 장르의 예술

을 위한 문화기술 전문가를 육성한다.

Dreaming of Futuristic Artists Who Combine science and 

technology with the arts

The advancements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influence the 

arts. The arts has always depended on technology to contribute the 

development of richer means of expression.

The Digital Arts Program of the School of Film and Media strives to 

foster artists who are creatively forward thinking and technologically 

adept. 

The Digital Arts Program is divided into subspecialties of Interactive 

Art and Creative Technology. Interactive Arts aims to foster digital arts 

experts who can create new forms of art making in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reative Technology intends to cultivate 

artists who can develop cultural technology that create a new 

genre of arts with sensors, digital circuitry, games engines, computer 

processing, robots, and megatronics. 

2021년도 전문학사-영상학부 발표작품 리스트

학부 학년 구분 일시 교과현황/과목명 작품명 지도교수 장소

영화 2 영화제 12/20 영화제작워크숍 십분발휘(10분영화제) 소재영, 임우성 서울예술대학교 예술공학센터,

온라인(무비블록)12/21 - 12/31

3 12/21 졸업영화 졸업영화제 손태웅, 소재영 신촌 메가박스, 

온라인 (무비블록)12/20 - 12/31

방송

영상

1 합평회 12/15 영상제작기초 II 방송영상전공 1학년 합평회 장지헌 예술공학센터

2 12/16 TV제작실습 II 방송영상전공 2학년 합평회 서양범, 이주갑

3 12/19 TV졸업작품제작 방송영상전공 졸업작품 시사회 김병수, 심길중

디지털

아트

2-3 전시 6/19 - 6/20 디지털아트 창작실습Ⅰ,Ⅱ 2021-2학기 디지털아트페스티벌 오준현 교수 외 11명

1 11/28 인터렉티브 인스톨레이션 2021-2학기 기말합동전시회

ART & SCIENCE TECHNOLOGY

김호동, 박진신,  

조상욱, 황주선로보틱아트

12/11 피지컬컴퓨팅 2021-2학기 디지털아트전공

피지컬 컴퓨팅 기말 전시회

김정환

2021 List of Presentations by School of Flim and Media

Dept Year Class Date Subject Status/
Subject Title

Work Title Supervising 
Professor

Venue

Film 2 Film
Festival

12/20 Film Production Workshop 10-Minute Film Festival Soh Jae Yong, 
Lim Woo Sung

Seoul Institute of the Arts ATEC, 
Online (Movie Bloc)12/21 - 12/31

3 12/21 Graduation Films Graduation Film Festival Son Tae Woong,
Soh Jae Yong

Shinchon Megabox Theater, 
Online (Movie Bloc)12/20 - 12/31

Television 1 Panel
Discussion

12/15 Basic Television WorkshopⅡ First Year Review Chang Ji Hun Seoul Institute of the Arts
ATEC2 12/16 TV Producion : Practicum Ⅱ Second Year Review Suh Yang Byum,

Lee Ju Gab

3 12/19 TV Graduation Thesis 2021 SEOULARTS VIDEO 
FESTIVAL

Kim Byoung soo,
Shim Gil Joong

Digital 
Arts

2-3 Exhibition 6/19 - 6/20 Digital Arts Production I, II 2021 First Semester 
Digital Arts Festival

Oh Jun Hyun and 
Full time Faculty 

1 11/28 Interactive Installation 2021 ART & SCIENCE 
TECHNOLOGY

Kim Ho Dong,
Park Jin Shin,
Cho Sang Wook,
Hwang Ju Sun 

Robotic Arts

12/11 Physical Computing 2021 Second Semester 
Digital Arts Program 
Physical Computing 
Exhibition

Kim Jung Hwan

School of 
Film and Media

영상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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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제작의 산실, 40주년을 맞은 서울예

술대학교 졸업영화제(GSFF)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영화 제작 환경이 악화하였음

에도 위기를 극복하고 총 17편의 졸업영화

를 상영하였다. 신촌 메가박스 오프라인 영

화제는 3회차 상영 및 시상식 전 석이 매진

되며 뜨거운 사랑을 받았고, 온라인(무비

블록) 영화제는 누적 시청자 수 7,672명 / 

총 페이지 뷰 25,647회 기록하며 또 신기록

을 세웠다. ‘판도라TV’와 ‘포스트핀’ 같은 배

급사/플랫폼에서도 영화전공 학생들의 졸

업작품을 배급하기를 요청하고 있어 연출

자들과 컨택을 시도하고 있다.

온라인(무비블록) 페이지

https://www.moviebloc.com/event/

SGFF2021

The cradle of film production, Seoul 

Institute of the Arts’ marked it’s 40th 

anniversary of the Graduation Film 

Festival. Despite the difficult pro-

duction environment caused by 

COVID-19, a total of 17 pictures were 

screened. At the Megabox Offline 

Film Festival, all 3 screenings and 

awards ceremony were sold out. 

The Online Film Festival (Movie Bloc) 

set new records with 7,672 unique 

viewers and 25,647 total page views. 

Film distributors and platforms like 

Pandora TV and Postfin have been 

contacting the directors to secure 

the rights to distribute their films. 

2021 제40회 

서울예술대학교 졸업영화제

2021 40th 

SeoulArts Graduation 
Film Festival

■

School/Program   School of Film and Media Film Program

Supervising Professor   Son Tae Woong, Soh Jae Yong

Venue   Shinchon Megabox Theater Online (Movie Bloc)

Date   2021.12.20 - 31

■

학부/전공  영상학부 영화전공

책임교수  손태웅, 소재영

발표장소  신촌 메가박스 온라인(무비블록)

발표일시  2021.12.20 - 31

십분발휘

[10분 영화제]
Ten Minute Display 
[10 Minute 
Film Festival]

기존 영화전공 내 재학생 및 가족을 대상으로 상영했던 십분발휘

(10분 영화제)는 변화하는 영상플랫폼에 따라 오프라인 영화제 외

에도 온라인(무비블록) 영화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제작되는 

작품들이 유수의 영화제 등에서 입상하며 영화전공의 저력을 보

여주고 있다. 서울예술대학교 아텍에서 개최된 영화제는 티켓 오

픈을 한지 10분 만에 전 석 매진되었으며, 온라인(무비블록) 영화

제는 누적 시청자 수 2,012명 / 총 페이지 뷰 8,599회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온라인(무비블록) 페이지

https://www.moviebloc.com/event/sia10mfilm2021

The Ten Minute Display (10 Minute Film Festival) was pre-

viously held for students and their families but with shift in 

streaming platforms, this years festival was offline as well 

as online on Movie Bloc. Every year student films of Seou-

lArts are selected to prominent film festivals further prov-

ing the potential of the film program. The film festival was 

held at the Art & Technology Expression Center and the 

tickets were sold out within 10 minutes. The online festival 

had 2,012 unique viewers and 8,599 total page views. 

■

School/Program   School of Film and Media Film Program

Supervising Professor   Soh Jae Yong, Lim Woo Sung

Venue   Seoul Institute of the Arts ATEC, Online (Movie Bloc)

Date   2021.12.20 - 31

■

학부/전공  영상학부 영화전공

책임교수  소재영, 임우성

발표장소  서울예술대학교 예술공학센터, 온라인 (무비블록)

발표일시 2021.12.20 - 31

085084 Seoul Institute of the Arts 滿



방송영상전공 졸업작품 시사회

2021 SEOULARTS 
VIDEO FESTIVAL

■

School/Program   School of Film and Media Television Program

Supervising Professor   Shim Gil Joong, Kim Byoung Su

Venue   Seoul Institute of the Arts ATEC

Date   2021.12.19

■

학부/전공  영상학부 방송영상전공

책임교수  심길중, 김병수

발표장소  서울예술대학교 예술공학센터

발표일시  2021.12.19

1. When You Hear a Blue Bird (Drama)

To some a certain sound can be beautiful but the same 

sound can unwanted noise to others. 

A critical problem in modern society is noise from neigh-

bors that can be heard through walls and floors. Those 

noises can be loud sounds or those noises can be cries 

for help. 

We live in a world where we can communicate seamlessly 

with people on the other side of the globe but are cut off 

from our neighbors. This is a society that despises a per-

son’s voice as noises. 

We wish we can find harmony with those who are dying 

a lonely death, and recluses who cut themselves off from 

the people around them, 

2. A House with an Emergency Exit (Documentary)

We have not seen any disabled friends since the days 

we went to school. The reason is these people are sent 

to institutions rather than to local communities. Deinstitu-

tionalization is a movement and activity in which people 

with disabilities clamor for people to come live with them. 

The emergency exit is a symbol of communal living and 

through this we spotlight and propose a way out to those 

who have been deinstitutionalized; those who are cur-

rently institutionalized, or those who are not born yet but 

someday will be institutionalized.

3.  To You Who Walks Through the Long Night (Drama)

Social issues that are emerging as major problems are 

date violence and gaslighting can be experienced by 

anyone and anywhere. The dramatic piece wanted to 

show that if you believe in yourself and reach out for 

help one can escape these difficult situations. As if she is 

possessed, Gaon enters an antique store and purchases 

a dream catcher. Through this she frees herself from the 

nightmare and meets Ria. “As long as you believe you 

can, you can do it here! A fantasy that can be realized in 

the dream world where 

4. Title of Work: King (Drama)

To a politician the election is the beginning. It is election 

season for student council president at Hyowon High 

School. It would be a big mistake to compare Hyowon’s 

student council elections with other schools. Hyowon’s 

elections are very different, especially this year. Jeong-

won Yoon has nothing on his mind besides the election. 

Jeongwon is the favorite until Minwoo enters the race. 

Minwoo seems to do well in everything he gets involved 

with. The students have their opinions about Jeongwon 

and Minwoo. When Jeongwon sees that student’s interest 

is higher than expected, he organizes his campaign. 

1. 파랑새 소리가 들리면 (드라마)

누군가에겐 아름다운 소리도 듣기 싫은 소음으로 느껴질 수 있다. 

층간 소음, 벽간 소음은 공공연한 현대사회 문제점이자 개선되어

야 할 문제이지만, 그 소음 중에서 어떤 것은 소리였을 수도, 도움

을 요청하는 다급한 소음이었을 수도 있다. 지구 반대편 사람과도 

소통하지만, 옆집과는 단절된 사회. 누군가의 소리를 소음이라 여

겨 혐오하는 사회. 고독사, 1인 가구, 칩거족 등 주위 사람들과 단

절된 채 홀로 존재하는 이들에게 사라진 이웃 간의 거리에 대해 성

찰하고 그럼에도 같이 살아보자는 작은 소망을 전하고자 한다.

2. 비상구 있는 집 (다큐멘터리)

우리는 학창시절 이후로 장애인 친구들을 본 적이 없다. 대부분 성

인이 되면 지역사회가 아닌 시설로 보내지기 때문이다. 탈시설은 

거주 시설에서 살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와 함께 살자고 외

치는 운동이자 행동이다. 단체생활의 상징인 비상구를 매개로 지

역사회에 나온 탈시설 당사자를 조명하고 또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시설로 들어갈 사람들에게 비상구를 통

해 나오라고 전한다.

3. 긴 밤을 걷는 너에게 (드라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데이트 폭력, 그중에서도 가스라이팅은 

누구나 어디에서든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자신을 믿고 도움의 손길

을 내민다면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홀린 듯이 들어간 골동품 상점에서 드림캐처를 사게 된 가온. 이로 

인해 악몽에서 벗어나 리아를 만나게 된다.

“여기서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믿기만 하면.” 상상하는 그 무

엇이든 가능한 ‘꿈 세계’에서 펼쳐지는 판타지!

4. 킹 받는 정치 (드라마)

정치가에게 선거는 시작이다. 효원고의 학생회장 선거철이 돌아

왔다! 일반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를 생각한다면 큰코다친다.

효원고의 선거는, 특히 이번 선거는 다르다. 정치 말고는 손댈 생

각 없는 정원의 앞에, 정치 빼고는 손대면 다 잘하는 민우가 나타

나자 당연히 학생회장은 윤정원이겠지, 심드렁하던 학생들도 흥

미진진하다. 학생들 사이에 윤정원은 이렇고, 백민우는 저렇고, 여

론몰이가 시작된다. 학생들의 관심이 생각보다 커진 걸 알게 된 정

원, 제대로 판을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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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아트 제작 실습은 디지털아트 전공자 2~3학년을 대상으로 전공 수업에서 운영하

는 중요한 필수 교과다. 

전공에서 다루는 내용을 종합하여 프로젝트 기반의 프로덕션을 수행함으로 인해 기획, 제

작, 운영까지 일련의 창작 과정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교과목이다. 공동창작이라는 기준 

안에서 다양한 팀원들과 함께 협의하고 소통하고 의견을 개진해 나가면서 팀워크와 공동

창작의 프로세스를 경험한다. 15주 차별로 진행되는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지도교수, 공

동제작 교수진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해 나간다. 15주 차에 각 팀은 다양한 형태의 전시

물로 제작물, 예를 들어 게임, 미디어 퍼포먼스, 인터렉티브 인스톨레이션을 만들어 공유

하는 시간을 가진다.

졸업 후 회사에 취직하거나 개인 작업, 또는 상위 교육과정에 진학할 때에도 디지털아트 

창작 실습의 캡스톤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배운 Task를 적용하면서 창의적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디지털아트 전공에서 배운 교과목을 총망라하는 프로덕션 수업은 

향후 개별 포트폴리오로 정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팀 작업을 하면서 다양한 시각

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공동으로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모색한다. 이를 통해 

공동작업의 시너지효과를 체험하고 의사소통 능력, 논리적 사고 능력, 팀워크 등의 스킬을 

배울 수 있다.

2021-1학기 

디지털아트페스티벌

PLAY YOUR LAYER

2021 First Semester 
Digital Arts Festival 
PLAY YOUR LAYER

■

School/Program   School of Film and Media Digital Arts Program

Supervising Professor   Oh Jun Hyun and Full-time Faculty 

Venue   Seoul Institute of the Arts ATEC

Date   2021.6.19 - 20

■

학부/전공  영상학부 디지털아트전공

책임교수  오준현 교수 외 11명

발표장소  서울예술대학교 예술공학센터

발표일시   2021.6.19 - 20

Digital Arts Production is an important and required class 

for second and third year digital arts majors. By consoli-

dating the subjects of the program and performing proj-

ect-based production, students experience the creative 

process from planning, production, and through to oper-

ation. In addition, students participate in the collabora-

tive art making process and polish their teamwork skills. 

The students develop the work in the 15 week class with 

mentoring and collaborating faculty. At the 15th week, 

each team exhibits their work in different forms such as 

games, media performances, and interactive installations. 

After graduation, the emerging artists can apply the tasks 

that they were trained in the Capstone Design class to 

problem-solve for creative endeavors. The work created 

from the production class can included in one’s  individ-

ual portfolio. As they work as a team, the students must 

look at problems from different perspectives and work 

together to find solutions to problems. They experience 

the synergy effect of collaboration, logical reasoning, and 

team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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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  Korean Music

가장 한국적인 음악으로 ‘21세기 음악’을 창조한다

민족 예술혼의 근간이 되는 전통에 뿌리를 두고 기악·성악·타악·작곡 등 각 

세부 전공의 영역별 특성화 역량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함양하며, 전통음악

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세계음악의 동향을 살펴 그 변화와 다양성을 수용

할 수 있는 개방적 예술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기악전공은 악기별로, 성악

전공은 장르별로, 타악전공은 풍물 연희의 악기별로 세부 전공을 구분하여 

심도 있는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새롭고 다양한 공연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종합 예술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공과정심화와 더불어 인접 학문

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전통음악의 대중화, 보급화, 

현대화와 함께 세계화를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 속 한국음악의 그 영역

을 확장하는 맞춤 교육을 하고 있다.

Creating 21st Century Music that Has Its Roots in 

Korea’s Traditions

With the roots based in the traditions of Korean music, the 

program fosters competency training in various instruments, 

vocal, and composition. The Korean Music Program strives to 

develop by adapting to the trends of world music. Practical 

training is provided for the various instruments and in the 

various styles of singing. Students are encouraged to explore art 

making and collaborations with other disciplines. The program’s 

mission is to modernize Korean music, so that it may have its 

place on the world music stage. 

실용음악  Applied Music

세계 최고 수준의 대중음악 전문가를 육성한다

우리 전통음악에 뿌리를 두면서도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추구함으로

써 뉴미디어 시대의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교육목표는 방송 음악, 

매체 음악, 영화 음악, 광고 음악, 공연, 뮤지컬 등 날로 그 영역을 확장해 가

고 있는 실용음악 분야의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직업 음악인으로서의 기본

자세와 방향성을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 실용음악전공은 노래, 작곡, 연주, 

전자음악/음향디자인/DJ 4가지 전공으로 나뉘며, 창작 전문교육을 통해 다

양한 대중음악 분야의 전문 예술인을 육성한다. 이러한 실질적이고 합리적

인 교육을 통해 가수,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세션 등의 대중음악 분야를 이

끌어 갈 전문 음악인을 육성하고 있다. 

Fostering the World’s Finest Musicians

The Applied Music Program’s training is rooted in Korea’s 

traditional music and encourages pioneering in new media 

to establish a unique musical identity. Students are trained to 

be musicians in the ever expanding fields television, media, 

film, advertising, performance, and musicals. The Applied 

Music Program is divided into 4 major subspecialties, song, 

composition, performance, and electronic(sound design and 

dj-ing). Graduates have become singers, composers, lyricists, 

arrangers, and session musicians. 

2021년도 전문학사-음악학부 발표작품 리스트

학부 학년 구분 일시 교과현황/과목명 작품명 지도교수 장소

한국

음악

3 공연 12/11 졸업연주Ⅱ(캡스톤 디자인) 2021 ENSEMBLE CONCERT 하주화 서울예술대학교 예장

2 12/13 응용음악Ⅱ CINEMATIC! 이아람

실용

음악

1 6/23 유로랙다이브 EGO 피정훈 온라인 플랫폼 유튜브

1/8 - 울림 권진원 연희예술극장

6/22 빅밴드 앙상블Ⅰ,Ⅲ 빅밴드 앙상블 정중화 이태원 올댓재즈

2 6/30 합주실기Ⅰ 기말작품 발표회 온라인 플랫폼 유튜브

3 2021-1학기 리사이틀세미나Ⅰ 졸업공연 한충완

1 12/13 제네레이티브 테크노 Generative 피정훈

12/23 - 예벤져스 인피니티스톤 김홍기

1/28 - 장독대 권진원

2 10/28 - 작꽃 정중화 롤링홀

12/20 빅밴드 앙상블Ⅱ,Ⅳ 빅밴드 앙상블 부평 올래공연장

12/22 합주실기Ⅱ 기말작품 발표회

3 2021-2학기 리사이틀세미나Ⅱ 졸업공연 한충완 온라인 플랫폼 유튜브

2021 List of Presentations by School of Music

Dept Year Class Date Subject Status/
Subject Title

Work Title Supervising 
Professor

Venue

Korean 
Music

3 Performance 12/11 Graduation Concert Ⅱ
(Capstone Design)

2021 ENSEMBLE CONCERT Ha Ju Hwa Seoul Institute of the 
Arts Yejang

2 12/13 Applied Music Ⅱ CINEMATIC! Lee Ah Ram

Applied 
Music

1 Performance 6/23 Eurorack Dive EGO Pi Jung hoon Online Platform 
Youtube

1/8 - Ringing Kwon Jin Won YeonHee Art Center

6/22 Jazz Orchestra Ⅰ,Ⅲ Big Band Ensemble Jung Joong Hwa Itaewon All That Jazz

2 6/30 EnsembleⅠ,Ⅱ Semester Ending 
Presentation

Online Platform
Youtube

3 2021-1 Recital SeminarⅠ Graduation Performance Han Choong Wan

1 12/13 Generative Techno Generative Pi Jung hoon

12/23 - SeoulArts Avengers Infinity 
Stone

Kim Hong Gie

1/28 - Jangdokdae Kwon Jin Won

2 10/28 - Small Flower Jung Joong Hwa Rollinghall

12/20 Jazz Orchestra Ⅱ,Ⅳ Big Band Ensemble Ollae Concert hall

12/22 EnsembleⅡ Semester Ending 
Presentation

3 2021-2 Recital SeminarⅡ Graduation Performance Han Choong Wan

School of 
Music

음악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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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앙상블 콘서트

2021 ENSEMBLE 
CONCERT

■

School/Program   School of Music Korean Music Program

Supervising Professor   Ha Ju Hwa

Venue   Seoul Institute of the Arts Yejang

Date   2021.12.11

■

학부/전공  음악학부 한국음악전공

책임교수  하주화

발표장소  서울예술대학교 예장

발표일시   2021.12.11

2021 ENSEMBLE CONCERT는 2021-2학기 한국음

악전공 졸업연주회로 무대 경험을 통해 학생 개개인

의 기획력과 연주 능력 및 창작 능력을 극대화해 만들

어낸 공연이다.

The 2021 Ensemble Concert is a graduation 

event for the Korean Music Program held in the 

second semester of 2021. The performance is 

enhance the planning, performing, and cre-

ative capabilities through an actual conc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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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들의 삶의 축소판, 영화’

우리가 영화를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Life is Cinematic! 

영화와 음악, 한국음악과 실용음악이 만난 

콘서트 시상식 : 시네마틱 어워즈에 초대한다.

 ‘The cinema is a microcosm of everyone’s life’

 ‘What is the reason we love the movies?’

Life is Cinematic! 

An awards show concert of cinema’s music 

performed by Korean Music and Applied Mu-

sic program students. You are invited to the 

cinematic awards. 

[시네마틱] [CINEMATIC!]

■

School/Program   School of Music Korean Music Program

Supervising Professor   Lee Ah Ram

Venue   Seoul Institute of the Arts Yejang

Date   2021.12.11

■

학부/전공  음악학부 한국음악전공

책임교수  이아람

발표장소  서울예술대학교 예장

발표일시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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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술대학교가 남산에 있던 시절, 학교 한편에 자리 잡은 

자그마한 장독대 앞 작은 공간에서 시작했던 콘서트가 ‘장독

대’란 이름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오늘날 장독대는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전공 신입생들의 중요한 시작점이

자 음악인으로서의 기량과 열정을 선보일 수 있는 대표적인 

공연으로, 지금까지의 공연은 예장, 중앙계단 등의 교내에서 

진행했었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공연을 

선보였다. 기존의 장독대가 입시생들과 연주자들의 지인 위

주의 관객이었던 반면 2021년의 장독대는 유튜브 온라인 플

랫폼을 활용하여 전 세계인을 관객으로 끌어들이며, 이전과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장독대]

[Jangdokdae]
(platform for crocks and sauces)

■

School/Program   School of Music Applied Music Program

Supervising Professor   Kwon Jin Won

Venue   Online Platform Youtube

Date   2022.1.28

■

학부/전공  음악학부 실용음악전공

책임교수  권진원

발표장소  온라인 플랫폼 유튜브

발표일시   2022.1.28

This concert started in a small space called Jangdokdae 

on Seoul Institute of the Arts’ Namsan, Seoul campus. Af-

ter the opening of the Ansan campus it continues to this 

day under the same in its new location. The Jangdokdae 

Concert marks an important part of the first year as new 

students can showcase their talents and passion as mu-

sicians. Through the years the concert was performed on 

campus in the Yejang Theater and the Central Staircase. 

Due to COVID-19, the 2021 concert was streamed online. 

In the past, the audience  was mostly fellow students, 

friends, and family. However, by putting the concert on 

YouTube, we presented a new paradigm because the 

concert was accessible for the whole world to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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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창작  Creative Writing

자신의 직관을 믿다 

한국어 표현 능력을 연마하여 문학 각 장르의 창작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초

적 능력을 배양한다. 한국의 전통적인 문학과 보편적인 세계 문학에 대한 통

합적 이해를 높이는 한편,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접목하며 예술 일반에 대한 

이해와 인문학적 소양에 기초한 창작 능력을 향상시킨다. 특히 시대의 변화

에 부응하여, 문학 장르 간의 연계는 물론 타 매체와의 창작 교류를 실행할 

수 있는 다매체 지향적인 문학예술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문학 각 장르의 이해와 창작 실기역량을 키우고, 

문학 작품에 대한 분석 능력을 함양함과 동시에 편집과 출판의 기초적 업무 

능력을 습득함으로써 새로운 장르와 다양한 매체에 대한 창작 연계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Trusting Your Own Intuition

Students work across a variety of literary genres and polishing 

their Korean language skills. Students gain an understanding 

of Korean traditional and world literature. They apply those 

perceptions in a future-oriented manner to improve their 

creative skills. In response to the changing times, the program 

strives to cultivate artists that can work across various 

media. To achieve the educational objectives, students 

learn to comprehend diverse literary genres; hone writing 

competencies, develop analytical skills of literature; and acquire 

basic proficiency of editing and publishing. 

극작  Dramatic Writing

이곳에서 우리들의 드라마가 시작된다

드라마틱한 서사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의 극본 창작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해 창의적 예술혼과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차세대 작가를 육성한

다. 영화·연극·드라마 분야의 작가 교육을 기반으로 하되 미디어 환경의 급

속한 변화로 부상한 새로운 웹 플랫폼 영역의 스토리텔러 교육으로도 확장

하여 시나리오 작가, 드라마 작가, 극작가, 방송구성 작가, 웹 콘텐츠 작가, 1

인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를 육성하고자 한다. 콘텐츠 산업 현장

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실행력뿐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과 심미적 감수성

을 두루 갖춘 창의적 예술가를 육성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화예술 발

전에 이바지한다.

Our Drama Starts Here

The Dramatic Writing Program cultivates the next generation 

of writers through  technical training and theoretical discourse. 

The program educates not only in the fields of theater, film, 

and television but also in the emerging new digital platforms. 

Graduates will enter the contents industry with the necessary 

skills but also with cultural identity and aesthetic sensibility. 

2021년도 전문학사-문예학부 발표작품 리스트

학부 학년 구분 일시 교과현황/과목명 작품명 지도교수 장소

문예

창작

1-3 발표회 11/5 시창작과글쓰기Ⅱ / 소설창작과글쓰기Ⅱ

시창작워크숍Ⅱ / 소설창작워크숍Ⅱ

시창작세미나Ⅱ / 소설창작세미나Ⅱ

아동문학실습Ⅱ / 아동문학실습Ⅳ

2021 기말작품발표회 

[문창인의밤]

정용준 서울예술대학교 

예장

출판 2021.12 2021 독립출판 프로젝트 

[자급자족]

정용준, 채호기

송종원, 황선미

김지은, 이정은

극작 1-3 기획안 및 

트레일러 영상

12/10 드라마창작기초Ⅱ

웹드라마와멀티플랫폼콘텐츠창업

시나리오창작연습Ⅱ 

드라마창작실습Ⅱ

시나리오창작실습Ⅱ

[댓글을 입력하세요!]

[수능생존기]

[사랑방 손님과 엄언희]

[우리 사이 거리]

[침묵을 깨는 총성]

[죽어라, 큐피트]

[치어보이]

[around]

[노아]

[엔딩크레딧에서 만나요]

고선희, 양정호

정회현, 김우재

서울예술대학교

다동 301호

3 희곡 낭독공연 10/4 희곡창작실습Ⅱ [매미가 맴맴 울면]

[38만 5천km의 장례식]

[물고기 가족]

성기웅 온라인 플랫폼

11/20 [개인사정]

[이별의 기술]

[뒷담화]

[모든 수에 0을 곱하면 0이 된다]

서울예술대학교

다동 301호

2 아동

청소년극

11/30

12/7

아동청소년극창작연습 [오아시스와 신기루 사이]

[마법 초콜릿]

[너와 나의 정원]

[자라난다]

김예나 과천 별별극장

2021 List of Presentations by School of Creative Writing

Dept Year Class Date Subject Status/
Subject Title

Work Title Supervising 
Professor

Venue

Creative 
Writing

1-3 Presentation 11/5 Poetry Writing & Prose WritingⅡ

Fiction Writing & Prose WritingⅡ

Poetry Writing WorkshopⅡ

Fiction Writing WorkshopⅡ

Poetry Writing SeminarⅡ
Fiction Writing SeminarⅡ
Children's Literature LessonⅡ

Children's Literature LessonⅣ

[A Night for Creative Writers] Jeong Yong Joon Seoul Institute of 
the Arts Yejang

Editorial 2021.12 Independent Publishing Project
[Self-sufficiency]

Jeong Yong Joon,
Chae Ho Ki,
Song Jong Won,
Hwang Sun Mi,
Kim Ji Eun,
Lee Jeong Eun

Dramatic 
Writing

1-3 Proposal 
and 
Trailer Video

12/10 Introduction to TV Drama WritingⅡ
Entrepreneurship in Content 
Creation for Web Drama & 
Multi-Platform Contents
Practicing ScreenwritingⅡ
Advanced Screenwriting for TV 
DramaⅡ

Advanced ScreenwritingⅡ

[Leave a Comment]
[Surviving the Scholastic Aptitude Test]
[Sarangbang guest and Um Eonhee]
[The Distance Between Us]
[Gunfire Breaks the Silence]
[Die, Cupid]
[Cheer Boy]
[around]
[Noah]
[Meet You at the Ending Credits]

Ko Seon Hee,
Yang Jeong Ho,
Jeong Hoei Hyun,
Kim Woo Jae,

Seoul 
Institute of the 
Arts DA 301

3 Reading of 
a play

10/4 Advanced PlaywritingⅡ [If the Circada Cries]
[385,000 Kilometer Funeral] 
[Fish Family]

Seong Ki Woong Online
Platform

11/20 [Personal Issues]
[Breaking Up Techniques]
[Talking Behind One’s Back]
[If You Multiply Any Number By 0,
You Get 0]

Seoul 
Institute of the 
Arts DA 301

2 Children & 
Youth 
Theater 

11/30
12/7

Children & Youth Theater [Between an Oasis and a Mirage]
[Magic Chocolate]
[Yours and My Garden]
[Growing Up]

KimYe Na Gwacheon 
ByulByultheater

School of  
Creative Writing

문예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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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학이념과 4대 지표를 바탕으로 전 학년 학생들과 교수, 강사, 선

배들이 함께 창작품을 나누며 그간의 결실을 평가하는 자리이다. 1, 

2, 3학년 재학생들이 일 년 동안 창작한 창작품들을 발표해 학생들

의 창작 역량을 검토하고, 향상시키고자 한다. 시와 소설, 아동문학

을 발표하면서 영상과 음악, 공연 등 문학 작품과 연계된 다양한 콘

텐츠를 활용하여 연계와 순합, 통합의 과정을 실현하는 발표회로 

진행한다. 학생들의 작품을 책자로 제작하여 함께 나누며 자신의 

문학적 좌표를 탐색함은 물론 다른 학생들의 상상력과 표현력을 살

펴본다. 

This presentation is where the Creative Writing Program’s 

students of all levels, faculty, and alums share their work 

that is based on the institute’s founding philosophy and 

four pillars of education. By having the students of first, 

second and third year present their work, the goal is to 

review and improve their creative competencies. The 

presentation of poetry, novels, and children’s literature is 

circulated and integrated with the moving image, music 

and performance to produce a variety of content. The 

work of the students is made into a book and the they 

are able to assess their literary skills and explore their fel-

low students imagination and expressiveness. 

문창인의 밤

A Night for 
Creative Writers ■

School/Program   School of Creative Writing Creative Writing Program

Supervising Professor   Jeong Yong Joon

Venue   Seoul Institute of the Arts Yejang

Date   2021.11.5

■

학부/전공  문예학부 문예창작전공

책임교수  정용준

발표장소  서울예술대학교 예장

발표일시   20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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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극본창작 교과에서 개발한 우수작품의 기획안을 피칭 및 영상 트

레일러를 상영하는 작품발표회다. 극작 전공 재학생들은 위 행사를 통

하여 극작뿐만 아니라 연출, 편집, 촬영 등을 타 전공과의 협업하며 연계 

및 순환하는 제작 경험을 지니게 된다. 기획안을 발표하며 자신의 작품

에 대한 가능성을 찾아가는, 단계별 창작 과정을 통해 수준 높은 창작 콘

텐츠를 개발하게 된다.

Outstanding works developed from the moving image class-

es are selected then pitched and the trailers screened. In this 

event, the students majoring in dramatic writing will not only 

write but also experience collaboration with other disciplines 

through directing, editing, and filming. The students develop 

quality creative contents through multi-phased process in 

which they present a proposal and discover the potential of 

their individual work. 

아동·청소년극의 개념과 일반 연극과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관객으로서

의 아동을 이해하는 과목이다. 어린이를 위한 극적 스토리텔링은 어떤 것

인가를 탐구하며 동시대성과 공연현장의 트렌드에 맞는 아동·청소년극 

한 편을 창작한다. 조 구성을 통해 극단을 창단하고, 소구 관객층을 선명

히 설정하여 대본을 수정·보완해 기말발표공연을 완성한다. 

This project was developed in a class that taught about the 

conceptual differences between children and youth plays and 

general adult plays. In addition, they learn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s spectators. It explored what dramatic storytelling is for 

children. The result was an original work for children and youth  

that matches the trends of the times and the theater world. Stu-

dents are divided into groups that become a theater company, 

the target audience is determined and the script is revised, re-

fined, and finally performed as a semester ending work. 

영상극본피칭페스티벌 [우리의 마음, 

마음의 세계]
Pitching Festival of 
Scripts for the Moving Image

[Our Mind, 
the World of the Mind]

■

School/Program 

School of Creative Writing Dramatic Writing Program

Supervising Professor   

Ko Seon Hee, Yang Jung Ho, Jung Hoe Hyeon, 

Kim Woo Jae

Venue   Seoul Institute of the Arts Da 301

Date   2021.12.10

■

School/Program   

School of Creative Writing Dramatic Writing Program

Supervising Professor   Kim Ye Na

Venue   Gwacheon ByulByultheater

Date   2021.11.30 / 2021.12.7

■

학부/전공  문예학부 극작전공

책임교수  고선희, 양정호, 정회현, 김우재

발표장소  서울예술대학교 다동 301

발표일시  2021.12.10

■

학부/전공  문예학부 극작전공

책임교수  김예나

발표장소  과천 별별극장

발표일시  2021.11.30 /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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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  Visual Design

창조의 나래로 비상한다

예술적 표현과 상업적 효용성을 연결시킬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개설되었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다양한 예술 분야와 인문, 사회과학

적 지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였

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화된 인재를 육

성하기 위해 실무중심의 전공별 프로젝트식 교육과 산학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인재들이 한국의 전통적 미의식이 투영된 새로운 디

자인의 방향을 제시하고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교육적, 사회적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Take Flight to the Future of Creativity

The mission of the School of Design is to cultivate student creativity so 

that they can combine commercial viability with artistic expression. 

The curriculum is designed to reach this goal by teaching across 

discipline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In order to prepare 

students to be professionals in the digital media fields, the program 

implements project oriented programs and institute-industry 

educational programs, In addition, the program strives to establish 

an inherent identity by instilling traditional aesthetics into modern 

design concepts.

사진  Photography

사진 교육의 지형과 외연을 넓히고, 사진의 신세계를 두드린다

우리 고유의 세계관과 전통 및 예술적 가치관을 현대의 시대정신과 예술혼으로 

녹여 문화·예술의 창달과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육성한다. 사진가로서 

자기 비전이 확고하고, 사진기술과 제반 분야별 제작방법론에 능통하며, 첨단기

술 역량과 첨예한 표현 감각으로 21세기의 정보화시대를 선도할 역군을 길러낸

다. 예술과 과학·기술을 창의적으로 융합시켜 낼 폭넓은 상상력과 다채로운 예술 

기예 및 뉴미디어 표현기술을 갖춘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고, 우리의 문화적 역량

과 예술적 가치 및 산업적 성과를 세계화할 국제적 안목과 사업적 활동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한다. 전공교육의 전문적 심화를 기치로 삼되, 디자인·영상·첨

단기술·기획의 영역으로 그 폭을 넓히고 타 분야와의 통섭과 연계·순환·통합 교육 

및 협동 창작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학생들이 갈고닦은 전공지식을 다채롭게 활용

하는 가운데 자신의 실무 역량을 폭넓게 다지도록 한다. 사진과 문화·예술 및 산업

의 현장을 이끌어 가는 기업·기관·전문가들과 협력체계를 긴밀하게 구축하고 협

동교육과 협업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전개하여 학생들에게 사회 진출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직무능력을 길러 준다. 

Expanding the Boundaries and Geography of Photography and 

Tapping into a New Era of Photography

The Photography Program fosters student artists who can contribute 

to arts and culture and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by 

presenting a view of the world that is unique to Korea’s traditions. A 

photographer must possess a solid vision as well as technological 

expertise. In addition, a photographer must bear the capabilities to 

be a driving force in the information age of the 21st century. Cultivate 

emerging artists who possess a wealth of imagination and skills that 

utilize new media technologies that will integrate art, science and 

technology for the global stage. 

The Photography Program aims to foster student artists who will 

possess the practical ability to work across disciplines by deepening 

one’s understanding of photography and extending the knowledge 

to design, moving image, new technology, and planning. The 

program establishes a network with companies, institutions, and 

experts who of the field of photography, culture, art, and industry, 

and develops coordinated education and collaboration projects to 

hone students' practical job skills required by the industry.

공간디자인  Spatial Design

시간과 공간을 사유하다

다양한 공간을 예술적이고 창의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교육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는 실용적 학문을 연마한다. 이를 위해 종합적 디자이

너로서의 덕목을 갖추기 위한 예술적 소양과 실기 능력 그리고 인격을 도야하며, 

창의적인 예술교육을 지향한다. 1학년 과정에서는 실내디자인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인간의 생활환경과 공간 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간을 중심으로 창조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2학년 과정에서는 공간디자인의 다양한 표현방법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가르침으로써 잠재력과 창의성을 계발시키는 교육을 시행

한다. 3학년 과정에서는 실내디자인의 이론적 개념과 실무적 해결을 통합하는 과

정이며 실제적인 학습을 통한 공간디자인 리더 양성에 주력한다.

Pondering over Space and Time

The Spatial Design Program educates the students with specialized 

knowledge and skills to improve  quality of life. To become a 

comprehensive designer, one must develop artistic proficiency, 

practical skills, and possess integrity through arts education. In 

the first year, students receive general education of interior design 

and learn of the importance of improving the environment. In the 

second year, the education revolves around developing creativity by 

exploring various methods of spatial design. During the third year, the 

students apply interior design theory with practical solutions to be 

prepared for the industry. 

2021년도 전문학사-디자인학부 발표작품 리스트

학부 학년 구분 일시 교과현황/과목명 작품명 지도교수 장소

시각

디자인

2 전시 12/6 - 12/10 광고디자인Ⅱ 카드뉴스 기말과제전 구환영 서울예술대학교 

라동
1 12/13 - 12/17 시각디자인실습Ⅱ 이모티콘&잉크토버 기말과제전 김륭희

3 12/20 - 2/24 졸업작품전시 졸업전시[11:59] 신승훈 온라인 플랫폼

사진 1-4 사업 2021.4-8 - 2021 경기도 중소기업 산학협력 사진촬영 사업 임준빈 라동 스튜디오

2,3 수상 9/6 - [2021 박건희문화재단 미래작가상] 수상 - 박건희 문화재단

3 세미나 8/17-8/18 - 2021학년도 하계방학 찾아가는 

취창업 지원사업 

[사진전공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세미나]

김도균 온라인 플랫폼

전시 11/19 - 11/25  광고사진세미나  

패션사진세미나 

예술사진세미나

다큐멘터리사진세미나

2021 서울예술대학교 사진전공 

졸업전시회

임준빈, 이강우, 

오상택, 김도균

토탈 미술관

공간

디자인

3 전시 12/1 - 12/5 졸업작품제작Ⅱ, 졸업작품연구Ⅱ 공간으로 공감하다 조현철, 천세근 서울예술대학교 

예술공학센터

2 12/1 - 12/3 스테이지디자인Ⅱ 기말작품 과제전 남우철 서울예술대학교 

라동 

스튜디오
1 12/8 - 12/9 공간연출디자인스튜디오Ⅰ 정보은

유승희

12/7 - 12/8 실내디자인스튜디오Ⅰ 박남진

이은석

2021 List of Presentations by School of Design

Dept Year Class Date Subject Status/
Subject Title

Work Title Supervising 
Professor

Venue

Visual 
Design

1 Exhibition 12/6 - 12/10 Advertising DesignⅡ Card News Semester 
Ending Project Exhibition

Koo Hwan Young Seoul 
Institute of the 
Arts RA

2 12/13 - 12/17 Graphic Design TechniqueⅡ Emoticon and Inktober 
Semester Ending Project 
Exhibition

Kim Lyoung Hui

3 12/20 - 2/24 Graduation project study Graduation Exhibition [11:59] Shin Seong Hoon Online Platform

Photography 1-4 Project 2021.4-8 - 2021 Gyeonggi–do Small 
and Medium Size Businesses 
Institute Industry Cooperation 
Photography Project

Leem Jun bin Seoul Institute of 
the Arts 
RA Studio

2,3 Award 9/6 - 2021 Park Geon Hi Foundation 
Future Artist Award 

- Park Geon Hi 
Foundation

3 Seminar 8/17-8/18 - 2021 Winter Break Support 
Project for Searching Out 
Job Placement and Start-up 
opportunities 
[Portfolio Seminar for 
Photography Program Students] 

Kim Do Kyun Online Platform

Exhibition 11/19-11/25 Advertising Photography Seminar
Fashion Photography Seminar
Fine Art Photography Seminar
Documentary Photography

2021 Seoul Institute of the 
Arts Photography Program 
Graduation Exhibition 

Leem Jun bin,
Lee Gang Woo,
Oh Sang Taek,
Kim Do Kyun

Total Academy 

Spatial 
Design

3 Exhibition 12/1 - 12/5 Graduation productionⅡ

Graduation Project StudyⅡ

Empathizing Through Space Cho Hyun Choul,
Chun Se Guen

Seoul Institute of 
the Arts ATEC

2 12/1 - 12/3 Stage DesignⅡ Semester Ending Projects 
Exhibition

Nam Woo Chul Seoul 
Institute of the 
Arts 
RA Studio

1 12/8 - 12/9 Spatial Directing Design StudioⅠ Jeong Bo eun

Yoo Seung Hee

12/7 - 12/8 Interior Design StudioⅠ Park Nam jin

Lee Eun Suk

School of 
Design

디자인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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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 3학년 학생들의 졸업작품전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프라

인 전시를 하지 않고 자체 사이트를  제작해 진행했다.

11: 59 하루를 마치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경계. [11:59]은 우리가 서 있는 

졸업이라는 시점과 닮아있다. 마지막 [11:59]을 졸업 전시를 통해 보여주려

고 한다.

학교생활의 마지막이자 사회로 나아가기까지 1분을 남겨둔 현재, 11시 59

분에 서 있다. 3년이란 기간 동안 수많은 11시 59분을 보내며 그중 제일 값

진 11시 59분을 맞이하려 한다. 그동안 준비하고 노력해온 결실을 맺고 

[11:59]을 통해 나아갈 것이다.

This is an graduation projects exhibition by the third year Visual 

Design students. Due to COVID-19, the exhibition was not held of-

fline, instead a dedicated website was created solely for the event. 

11: 59 The boundaries between the end of a day and the begin-

ning of a new day. 

[11:59] and where we stand now is comparable to the point of 

graduation. We intend to show the last [11:59] in our graduation 

exhibition.

We stand at [11:59] the last moments of school life and one min-

ute before entering society. 

For three years we experienced numerous [11:59s] but we are 

going to face the most valuable [11:59] We will succeed be-

cause of all of our preparations and efforts and move ahead 

through [11:59].

시각디자인 졸업전시 

[11:59]
Visual Design 
Graduation 
Exhibition [11:59]

■

School/Program 

School of Design Visual Design Program

Supervising Professor 

Koo Hwan Young, Shin Seong Hoon

Venue   Online Platform

Date   2021.12.20 - 2022.2.24    

■

학부/전공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 전공

지도교수 구환영, 신승훈

발표장소 시각디자인전공 온라인 갤러리

발표일시 2021.12.20 - 202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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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디자인학부 사진전공 졸업논문 대체 졸

업작품전이다. 2021년 한 해 4차에 걸친 졸업 심사로 

작품의 질을 높이고 이로써 긍정적 경쟁력 향상의 효

과를 얻을 수 있었다. 매년 총 500점 이상의 개인작품 

발표를 통해 취업 및 창업의 발판을 마련한다.

The Photography Program’s 2021 graduation 

exhibition replaces written graduation thesis. 

In 2021, the quality of the work was improved 

and a competitive edge was gained due to a 

four level evaluation process. Each year, more 

than 500 pieces of work are presented to lay 

the foundation for employment and start-up 

opportunities. 

2021 서울예술대학교 

디자인학부 

사진전공 졸업전시회

2021 Graduation 
Exhibition of 
Photography Program 
Seoul Institute 
of the Arts

■

School/Program 

School of Design Photography Program

Supervising Professor 

Leem Junbin, Lee Gang Woo, Oh Sang Taek, 

Kim Do Kyun

Venue   Total Academy

Date   2021.11.19 - 11.25

■

학부/전공  디자인학부 사진전공

책임교수  임준빈, 이강우, 오상택, 김도균

발표장소  토탈미술관

발표일시  2021.11.19 -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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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으로 공감하다]

[Empathize 
Through Space]

■

School/Program 

School of Design Spatial Design Program

Supervising Professor 

Cho Hyun Choul, Chun Se Guen

Venue   Seoul Institute of the Arts ATEC

Date   2021.12.1 - 5

■

학부/전공  디자인학부 공간디자인전공

책임교수  조현철, 천세근

발표장소  서울예술대학교 예술공학센터

발표일시  2021.12.1 - 5

제33회 졸업전시 [공간으로 공감하다] 는 공간디자인 세부 전

공(공간연출, 실내환경디자인) 학생들이 3년간 배운 전공을 다

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만의 색으로 작품을 선보였던 전시다. ‘공

간디자인전공’으로서 새롭고 다채로운 도약을 기대하며 지난 3

년간의 배움과 노력을 모아 보여줌으로써 ‘공간으로 공감하다’

가 완성되는 의미를 가진다.

The 33rd graduation exhibition [Empathize Through 

Space] is an exhibition in which students of the Spatial 

Design Program (Spacial Direction, Interior Space and 

Environment Design majors) present their individual 

colors that they have developed over the past three 

years of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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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

학부 

광고창작  Creative Advertising

경제와 사회 그리고 문화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엔진이 되다

광고창작전공은 세일즈 커뮤니케이션의 단계를 넘어 미디어 콘텐츠의 한 

형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미디어의 눈부신 발달과 함께 급변하는 사회

문화의 패러다임은 더욱 수준 높은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탁월한 크리에이

터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광고창작전공은 ‘마케팅을 아는 크리에이터’, ‘크

리에이티브를 아는 마케터’, ‘이론과 원칙의 토대 위에서 실천하고 행동할 

줄 아는 광고인’을 육성한다.

Becoming the Most Important Engine

The Creative Advertising Program continues to develop into 

a form of media content that is beyond the level of sales 

communications.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media and 

the shifting paradigm of social culture, the role of skilled creators 

are in demand. In the Creative Advertising Program aims to 

foster professionals who ‘creators who understand marketing’ 

and ‘marketers who understand the creative.’

예술경영  Arts Management 

글로벌 문화콘텐츠산업을 이끌 예술경영인이 되다

민족 예술혼과 전통문화 가치를 글로벌 문화콘텐츠로 승화하여, 세계적인 

차원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와 확장을 선도하는 문화기획자를 육성한다. 한

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실험적이며 창의적인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

작과정을 교육함에 있어서 예술경영전공은 다음 세 가지 교육목표를 지향

한다.

첫째, 예술에 대한 미학적 접근과 비즈니스 마인드가 균형을 이룬 기업가 정

신 함양. 둘째, 공연예술과 영화·영상, 뉴미디어 테크놀로지 등 다양한 콘텐

츠를 융합한 문화예술상품 기획-제작-유통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문지식 및 

산업 현장 실전 능력 배양. 셋째,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협동성, 리더십을 겸비

한 조화로운 인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조직을 이끌어가는 글로벌 문화기획

자를 육성한다.

Arts Managers Who Will the Global Cultural Contents Industry

Promoting the nation’s artistic spirit and traditional cultural values 

into global cultural contents. Fostering producers of world-class 

culture and arts that lead and expand opportunities. The Arts 

Management Program has three educational goals to teach 

the process experimental and creative global cultural content. 

First, cultivating entrepreneurship that balances an aesthetic 

approach to the arts with a business mind. Second, cultivate 

arts managers who will develop, produce, and distribute 

diverse content from performance, film, media and new 

technologies. Third, cultivate a global arts and culture producer 

who possesses communication skills, collaboration skills, and 

leadership. 

2021년도 전문학사-커뮤니케이션학부 발표작품 리스트

학부 학년 구분 일시 교과현황/과목명 작품명 지도교수 장소

광고

창작

1 전시 12/15 - Design ThinkingⅠ 기말작품 전시회 박상태 서울예술대학교 다동 

2-3 12/3 - 카피라이팅실습 Ⅱ,Ⅲ,Ⅳ

광고기획실습 Ⅰ

영상콘텐츠실습 Ⅱ,Ⅲ,Ⅳ

Design ThinkingⅡ,Ⅲ,Ⅳ

뉴미디어 광고실습 Ⅱ

2021 광고창작전공 작품전시회

‘광장’

광고창작전공 

전체교수

온라인 플랫폼

1-3 영상 4/1 - 8/31 - ‘경기도 주식회사 영상 제작 사업’ 윤준호

예술

경영

3 콘서트 6/11 공연콘텐츠기획실습 MEME 김윤호 ALIVE HALL

6/10 지구멸망 하루 전

(A day before the end of the world)

CJ 아지트

2,3 전시 12/14 - 12/17 문화예술교육현장실습 문화예술교육현장실습 기말발표회 송희영, 손희영 서울예술대학교 본부동 갤러리

- 연극 10/8 - 10/9 2021 젊은창작 DRIVING LOG 김제민 서울예술대학교 예장

- 영상 - 차오르다 장지헌 온라인 플랫폼

2021 List of Presentations by School of Communication

Dept Year Class Date Subject Status/
Subject Title

Work Title Supervising 
Professor

Venue

Creative 
Advertising

1 Exhibition 12/15 - Design ThinkingⅠ Semester Ending Exhibition Park Sang Tae Seoul Institute of 
the Arts DA

2-3 12/3 - Copywriting Practicum Ⅱ,Ⅲ,Ⅳ 
Advertising Planning PracticumⅠ
Video Contents Practicum Ⅱ,Ⅲ,Ⅳ
Design Thinking Ⅱ,Ⅲ,Ⅳ
New Media Advertising Practicum

2021 Creative Advertising 
Program’s Exhibition ‘Plaza’

Creative 
Advertising
Full-time
Faculty

Online Platform

1-3 Video 4/1 - 8/31 - Video Production for 
Gyeonggi-do Corporations 
Project

Yoon Jun Ho

Arts 
Management 

3 Concert 6/11 Performance Contents Practicum MEME Kim Yoon Ho ALIVE HALL

6/10 A day before the end 
of the world

CJ AZIT

2,3 Exhibition 12/14 - 12/17 Field Traning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Field Traning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emester Ending 
Presentations

Song Hee Young,
Son Hee Young

Seoul Institute of 
the Arts Bonbu 
Gallery

- Play 10/8 - 10/9 2021 Young Artists Production DRIVING LOG Kim Jae Min Seoul Institute of 
the Arts Yejang

- Video - To Fill Up Chang Ji Hun Online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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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한 해 동안 교내·외에서 기획/제작했던 작품들을 취합

하여 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는 서로의 작품을 공유하며 배움

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이자 선·후배 간 원활하지 못했던 소통을 

돕는 자리다. 또한, 오프라인 전시의 틀에서 벗어나 온라인 웹사

이트 전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연사 등 새로운 형태의 관람 

경험을 제공한다.

광장:제작관 https://www.gallery360.co.kr/v/sq5qkMwD

광장:기획관 https://www.gallery360.co.kr/v/2Twff5eI

광장:아트관 https://www.gallery360.co.kr/v/lPebZQrS

2021 광고창작전공 

작품전시회 [광장]

2021 Creative 
Advertising 
Program’s 
Exhibition [Plaza]

■

학부/전공  커뮤니케이션학부 광고창작전공

책임교수  광고창작전공 전체교수

발표장소  온라인 갤러리

발표일시  2021.12.3

■

School/Program   School of Communication Creative Advertising Program

Supervising Professor   Full-time Faculty 

Venue   Online Gallery

Date   2021.12.3

In 2021, an exhibition is held by collecting works 

that have been planned and produced on 

and off campus. This is a forum where the share 

their and learn from each other. In a time when 

communication was difficult fellow students of 

every level were able to converse. Furthermore, 

the event broke away from the conventional 

offline exhibition format and created a new 

experience that was an online exhibition along 

with a moderator utilizing a metaverse platform. 

Square: Producer 

https://www.gallery360.co.kr/v/sq5qkMwD

Square: Planning Hall 

https://www.gallery360.co.kr/v/2Twff5eI

Plaza: Art Hall 

https://www.gallery360.co.kr/v/lPebZQ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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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죽고 싶은 걸까, 살고 싶은 걸까?”

‘90년대생이 온다’고 난리들인 사회에 부응하는 진짜 90년대생 인물들

의 이야기가 온다. 1기 신도시 일산의 동네 친구로 초중고를 같이 보낸 

네 명의 신도시 키즈들. 이십 대 초반을 지나는 그들에게 진짜 밤이란 함

께 드라이브하는 날이다. 아직은 사회의 변두리에서 고개만 빼꼼 내밀

고 있는, 각자의 삶에서 같은 시대를 걷는 우리. 산다는 게 뭘까? 사고 당

일 초여름, 굳이 동해 바다로 조개구이를 먹으러 가기로 한 날.

“가자! 디지몬 세계로!” 누군가 외쳤다.

그 찰나의 순간 가드레일을 뚫고 날아간 차. 정신을 차린 건 차와 친구들

만 존재하는 알 수 없는 곳이다.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차원이 달라져 버린 사고 상황 속에서 이들의 질문은 하나로 나아간다.

죽음에 비추었을 때 산다는 건 무엇인가?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한 채 새벽녘의 도로로 되돌아온 친구들. 슬픔을 

제대로 느낄 새도 없이 진짜 삶은 다가온다. 여행의 끝과 맞물리는, 실감

나지 않는 삶의 시작.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수습하며 살아가게 될까?

사업성과

교내 연극제작 실습을 기반으로 한 작품으로, 창의적이고 다기능적인 

창작극을 선보임으로써 서울예술대학교의 창작극에 대한 긍정적 이미

지를 알리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는 다양한 홍보 채널 이용, 보도

자료 배포 등과 다양한 관객의 관람을 통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지구멸망 하루 전]은 2021년 1학기 서울예술대학교 예술경영 공

연콘텐츠기획실습 수업의 결과로서 제작된 콘서트이다. 위 공연

은 CJ문화재단 공간지원사업 선정 작품으로 대관료를 후원받아 

제작되었다. 공연내용은 임도혁, 쿠인, 가영, 박예준 총 4인의 공연

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공연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라이브 스트

리밍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루카랩, 빗바이빗, 미마, 석수, 레이지

영 등 다양한 협찬을 확정받아 관객들에게 굿즈 패키지를 배부하

였다. 또한, 공연내용 아카이빙을 목적으로 라이브 앨범을 제작하

였다.

[The Day Before the End of the World] is a concert pro-

duced in the Performance Contents Planning Practicum 

class in the Arts Management Program in the first semes-

ter of 2021. The concert was performed free of charge 

with support from the CJ Cultural Foundation. The artists 

were comprised by Lim Do Hyuk, Kuin, Ga Young, Park Ye 

Jun All performances were live offline as well as through 

online streaming. Luca Lab, Bit By Bit, Mi Ma, Seoksu, and 

Lazyoung were sponsors of the event and provided mer-

chandise. To archive the concert a live album was pro-

duced. 

[드라이빙 로그] [지구멸망 하루 전]

[DRIVING LOG] [The Day 
Before the 
End of the World]

■

School/Program 

School of Communication Arts Management Program

Supervising Professor   Kim Jae Min

Venue   Seoul Institute of the Arts Yejang

Date   2021.10.8 - 9

■

School/Program 

School of Communication Arts Management Program

Supervising Professor   Kim Yoon Ho

Venue   CJ AZIT

Date   2021.6.10

■

학부/전공 커뮤니케이션학부 예술경영전공

책임교수  김제민

발표장소  서울예술대학교 예장

발표일시 2021.10.8 - 9

■

학부/전공  커뮤니케이션학부 예술경영전공

책임교수  김윤호

발표장소  CJ아지트

발표일시   2021.6.10 “Do we want to die, or do we want live?”

 ‘Here come the people born in the 1990’s’ are what 

the Ilsan is one of the first new towns created in 

Korea and now the people who went through ele-

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ogether are now 

in their early 20’s. Today is the day they will be taking 

a drive together. We are still sticking our heads edg-

es of society as we are living in the same era. What 

is it to live? In early summer, when we attempted to 

go to the East Sea to eat grilled clams is when the 

accident occurred. 

Someone shouted, “Let’s go! To the world of Digimon!”

All of sudden, the car smashed through a guardrail. 

When they come to their senses, the friends find 

themselves in an unfamiliar place with just their 

car. How will they find their way back to their previous 

lives? They are in a new dimension after the crash and 

their question makes them move forward as one. 

What is life from the viewpoint of death?

Without comprehending anything, the friends return 

to the road at dawn. Real life returns to them with a 

sense of sadness. Returning back to life coincides 

with the end of the trip. What issue will they need to 

resolve as they move forward?

Project Outcomes

This production class was the basis to show that 

SeoulArts has an excellent reputation as a produc-

er of original work with creativity and multi-function-

al capabilities. Various publicity channels were used 

and press releases were delivered to successfully 

attract diverse aud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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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술대학교의 인재상 ‘창의ㆍ협업ㆍ인성을 겸비한 글로벌 융합예술인’ 

육성을 위하여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조직이다. 인간으로서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과 인간, 사회와 사회, 문화와 문화를 소통시킬 수 있는 예술인

문학적 소양 함양에 중점을 두고, 핵심역량(예술혼-공감소통성-실험정신-

기술준비성-기업가정신)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인문학적 예술관을 가진 창의 인재

· 예술의 장르를 넘나들며 실험과 협업을 중요시하는 융합 인재

· 주체성과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열린 사고의 글로벌 인재 

Seoul Institute of the Arts’ School of Foundational Studies 

for Art Making aims to foster global artists with the traits of 

creativity, cooperation, and sincerity through the humanities. 

The curriculum is designed to improve the quality of human 

life by instilling  arts and humanities knowledge through 

the core competencies of (artistic identity, empathy and 

communication, experimental spirit, craftmanship, and 

entrepreneurship) to connect human to human, society to 

society, and culture to culture. 

· Creative artist with foundations in the humanities

·  Pioneering artist who can work across various disciplines and 

understands the value of collaboration

·  Open-minded artist who respects subjectivity and cultural 

diversity on the local and global level

2021년도 예술창작기초학부 발표작품 리스트

학부 학년 구분 일시 교과현황/과목명 작품명 지도교수 장소

예술

창작

기초

1-3 전시 5/26 - 5/28 융합전시 경계를 이탈하여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류지영 서울예술대학교 빨간대문 C.SPACE

6/14 전통조형의 이해와 실습 전통의 향기-사군자전 조상욱 서울예술대학교 마동

발표 12/8 이미지상상력과 조형성의 이해 기말발표 서울예술대학교 라동

3 비전공자를 위한 영상창작기초 김상진 서울예술대학교 지원동

12/9 비전공자를 위한 영상창작 기초 김국형 서울예술대학교 마동

School of Foundational 
Studies for Art Making

예술창작

기초학부

2021 List of Presentations by School of Foundational Studies for Art Making

Dept Year Class Date Subject Status/
Subject Title

Work Title Supervising 
Professor

Venue

1-3 Exhibition 5/26 - 5/28 Convergence Exhibition Overstepping the 
Boundaries and 
Re-navigating the Route

Ryu Ji Yung Seoul Institute of the Arts
Reddoor. C-SPACE

6/14 Understanding and Practicing 
Traditional Formative Arts

Fragrance of Traditions Cho Sang Wook Seoul Institute of the Arts 
MA

Presentations 12/8 Understanding Visual Imagination 
and Formativeness

Semester Ending 
Presentations

Seoul Institute of the Arts 
RA

3 Moving Image Fundamentals for 
Non-majors

Kim Sang Jin Seoul Institute of the Arts 
Gewon

12/9 Moving Image Fundamentals for 
Non-majors

Kim Gook Hyung Seoul Institute of the Arts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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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전시’는 다양한 장르, 매체를 기반으로 학습경험이 축

적된 3학년 학생들이 모여 잠재된 창의력의 범주를 넓히

고 그것을 작품 속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하

고 실험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젝트 기반의 창작 교과이

다. 2021년 [경계를 이탈하여 경로를 재탐색합니다]展은 5

개의 작품으로 구성된 전시로 그 제목이 암시하듯 우리 시

대를 가로지르는 ‘경계’에 대한 탐색과 성찰을 주제로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는 더

욱 뚜렷해졌고,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날로 커지고 있

다. 데이터와 이미지 포화세계 속에 고립되어가는 개인은 

가면을 쓴 채 스스로를 드러냄으로써 자신과 타인을 동시

에 소외시키며, 오류로 가득 찬 커뮤니케이션 속을 유영한

다. 2021년 현재 우리에게 ‘경계’는 더 확장된 의미를 가진

다. 한정된 공간 안에서 개인, 집단 그리고 사회에 대해 깊게 

고찰해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고립될 수밖에 없는 시

간들이 개인과 사회의 경계를 더 뚜렷하게 만들어 내고 있

다. 그러한 경계는 사적인 공간 안에서 비일상적 중독 행위

로 나타나기도 하고, 현대사회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편견

과 차별이 경계의 본질적 의미를 극대화하기도 한다. 또 다

른 관점에서는 집단주의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진짜 ‘나’라

는 사람이 누구인지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게 만들기도 한 

걸 보면 ‘경계’는 현대사회에서 ‘옳고 그른 경위가 분간되는 

한계’라는 사전적 의미를 뛰어넘게 된다. [경계를 이탈하여 

경로를 재탐색합니다]展은 이러한 우리 시대의 경계에 대

한 해석과 성찰이다. 

[경계를 이탈하여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Overstepping 
the Boundaries and 
Re-navigating 
the Route]

■

School/Program   School of Foundational Studies for Art Making

Supervising Professor   Ryu Ji Yung 

Venue   Seoul Institute of the Arts Red Door, C-SPACE

Date   2021.5.26 - 28

■

학부/전공  예술창작기초학부

책임교수  류지영

발표장소  서울예술대학교 빨간다리, C-SPACE

발표일시   2021.5.26 - 28

The Convergence Exhibition is a project-based class for the 

third level students in which they apply their acquired learn-

ing experiences to collaborate and experiment together. As 

the title [Overstepping the Boundaries and Re-navigating 

the Route] suggests, the exhibition was composed of five 

pieces with the theme of exploration and introspection. With 

COVID-19 pandemic, the boundaries between individuals 

and countries are more clearly defined caus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that seems to be growing day by day. 

Individuals are becoming more isolated in a world saturated 

by data and images. They simultaneously reveal and alienate 

themselves from others while they are covered by a mask 

floating in error filled communications. In 2021, the word 

‘boundary’ has a broader meaning for all. One reflects upon 

individual, groups, and society within a confined space and 

that causes isolation and the drawing of distinct boundaries 

between the individual, groups, and society. These boundaries 

appear as abnormal addictive behaviors in private spaces, 

thus,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exaggerates the meaning 

of boundaries in modern society. To break away from collec-

tivism and explore the perspective of ‘I’, the [Overstepping 

the Boundaries and Re-navigating the Route] exhibition leaps 

over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boundary and provides a new 

interpretation and self-reflection of the boundaries in the pres-

en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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思 사

成 성

생각에도 다름이 있다. 상(想)은 떠오르는 생각이다. 맥락이 없는 짧은 문장이거나 단어와 같다. 사(思)

는 묵혀 나오는 생각이다. 최소 단락쯤은 되고, 계속되는 사(思)를 통해 문장이 깊이가 더해진다. 전

(田)은 이성을 의미하고 심(心)은 감성이다. 마음으로 느끼고 머리로 하는 생각이 思다. 

서울예술대학교의 2021년은 사(思)를 통한 결과[成]들의 한 해였다. 서울예술대학교의 오랜 역사는 

그러한 혁신들을 통해 오늘이 되어왔다. 옳다 고집하지 않았고, 더 나은 것을 생각하고[思] 행동[成]하

는 시간이 쌓여 이제 다가올 개교 6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교수와 교원들도 안주하지 않고 연구하거

나 행동했다. 2021년은 또 다른 기회였고 코로나19라는 제약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한 씨앗이었다. 

물리적인 벽은 제한이 아니다. 

생각[思]을 가둘 수 있는 벽은 없다. 하려고만 한다면 서울예술대학교는 곧 세계다. 우리는 생각을 이

룰[成] 것이다. 

There can always be difference in thought. Sang(想) are thoughts that come to mind. They are like 

short sentences or words that have no context. Sa(思) are idle thoughts that are revealed. They are 

at least a paragraph and the more they are revealed the depth is increased. Jeon(田) means ratio-

nality and shim(心) is sensibility. Sa(思) is feeling with the heart and thinking with the mind. 

For Seoul Institute of the Arts, 2021 was a year of the results of Sung through Sa. The present state 

of SeoulArts is by virtue to the long history of innovations. SeoulArts did not insist to be right, it is wel-

coming the 60th anniversary with the accumulated thoughts and actions. The faculty and adminis-

tration continued to research and develop themselves not settling for existing conditions. 2021 was 

another opportunity, the constraints caused by COVID-19, were the seeds for new ideas. Physical 

limitations are no reason to be hindered. 

There are no walls to enclose thoughts Sa(思). For SeoulArts, if there is a will there is way. We will 

come up with the 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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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민속연구회 6명(문창 20 조우형, 연기 19 서달, 연극 21 이남

규, 연극 21 신예린, 예경 21 이현제, 공간 21 이예진)과 입학학생

처 3명(김지훈 처장, 박재영 담당, 신경민 조교)이 참여해 경기도 

평택시 미공군 기지 내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 공

연을 진행했다. 이 공연은 한국 전통문화예술 소외 계층에 대한 전

통문화예술 확산을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시대, 전통문화예술동

아리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비전

2025의 역량을 내보이는 기회가 되었다. 

SeoulArts Research Society of Folk Arts participated in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e Festival held at the U.S. 

Air Force base in Pyeongtaek city of Gyeonggi Province 

by performing the 17th Bongsan Mask Dance. This per-

formance was an opportunity for the traditional culture 

and arts club to show the capabilities of Vision 2025, by 

exposing the Korean traditional arts and culture to the 

underprivileg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Student Club 
Actvities 

Bongsan 
Mask Dance

동아리 리스트 예대민속연구회

장르 동아리명 설립목적 설립일 지도교수

가면극

Masque 

예대민속연구회

Art Institute 
Tradition Research

【민속탈춤】 봉산탈춤의 보존, 재정립으로 세계 속의 민족문화 창달

【Traditional Masque】 Preservation and redefinition of Bongsantalchum and development 
of heritage culture in the world

1979.3
심완준

Shim Whan Jun

연극

Theater

극예술연구회

Theater Research

【사실극】 사실주의 연극을 중심으로 극예술 연구 및 공연, 현재는 뮤지멀, 실험극, 창작극 등 다양한 장르를 연구, 공연

【Realistic Play】 Centered in realism theater, research and perform theater art. Now it studies 
and performs different genres including musical, experimental theater, and original play

1980.3
이은지

Lee Eun Jee

만남의시도

Meeting Attempt
【창작극】 창작을 기반으로 한 공연을 통해 다양한 예술 매체를 직접 경험

【Original Play】 Through a performance based on originality, experience different artistic media
1981.3

황두진

Hwang Doo jin 

신체훈련

Physical Training
프라나

Prana
【신체훈련】 여러 신체훈련을 통해 자기발전과 능력을 개발하여 보다 훌륭한 예술인으로 성장

【Physical Training】 It trains physicality of actors and helps them develop and grow as artists
1982.3

임도완

Im Do Wan

종교

Religion
한국대학생선교회(C.C.C)

Korea Campus Crusade for Christ
【기독복음】 선교활동을 통한 복음을 전파하고 교제하며 사랑을 실천

【Christian Gospel】 Through a missionary activity, it spreads gospels and practices love
1982.4

김계원

Kim Ge Won

음악

Music
예대음악 연구회

Art Institute Music Research
【음악연구】 대중음악 연구 및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친목 모임

【Music Research】 Gathering of people who love and research music
1984.3

피정훈

Pi Jung hoon 

개그

Comedy
개그클럽

Gag Club
【개그】 연기에 바탕을 둔 절묘한 타이밍과 느낌으로 짜임새 있는 개그를 추구

【Comedy】 Seeking structured comedy with excellent timing and feel 
1985.3

정일균

Jung Il Kyun

미술

Art
유화랑

Yuhwarang
【유화】 함께 모여 유화를 배우고 즐김

【Oil Painting】 Gathering of people interested in oil paining
1990.3

박남진

Park Nam jin

마임

Mime
판토스

PANTOS

【움직임연구】 소리 없이 몸짓으로 자신의 생각과 사상 또는 무한한 상상력을 표현하는 마임을 연구 → 

몸짓을 새로운 시도, 고정관념과 형식의 틀을 깬 무언 창조

【Movement Lab】 Studies mime which expresses thoughts and idea through movement 
without words → Creation via new attempt and breaking down stereotype

1993.3
김제민

Kim Jae Min

무용

Dance
추자

Chuja
【댄스】 여러 장르의 춤(힙합, 팝핀, 하우스, 비보이 등)을 습득, 작품 활동을 통한 무용인으로서의 기량 향상

【Dance】 Improves skills of dancers by studying different genre of dances
1998.3

김명제

Kim Myeong Jae

무예

Martial Art
무사회

Musahwe
【무술】 무대 위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움직임을 연구, 습득하여 자신을 발산

【Martial Art】 Study, learn and express every movement one can use on stage
1998.3

이승건

Yie Seung Kun 

개그

Comedy
밥

Baab
【개그】 순수창작과 새로운 방식의 개그를 통한 웃음 전달

【Comedy】 Delivering laughter via original creation and new format
2002.8

한수연

Han Soo Youn

음악

Music
클럽웨이브

Club Wave
【힙합】 흑인음악인 힙합이라는 문화에 대한 이해와 체험

【Hip-hop】 Gathering to understand and feel Hip-hop
2002.9

정한솔

Jeong Han Sol

무예

Martial Art
예도

Yedo
【유도】 신체단련과 정신수양을 위해 유도를 기초로 자기방어 기술을 배움

【Judo】 Learn self-defense for physical and mind training
2005.4

조현철

Cho Hyun Choul

연극

Theater
클럽시너지

Club Synergy

【극예술】 희곡 창작부터 무대화까지의 전 과정을 통한 극예술 이해와 창작

【Theater Art】 Creative group for understanding and creating theater art from 
playwriting to stage performance

2005.4
성기웅

Sung Ki Woong

종교

Religion
IAM 기독교공연동아리

IAM Christian Club

【문화사역】 문화사역(성극, 뮤지컬, 찬양, 워십, 문집 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

【Culture Missionary】 Prayer meeting to spread gospel via religious theater, musical, 
music, worship and publication

2008.9
권세실

Kwon Sae Sil

퍼포먼스

Performance
모션스트릿

Motion Street

【퍼포먼스】 음악을 여러 악기와 춤 퍼포먼스로 재해석하여 표현하는 스트릿 버라이어티의 실현

【Performance】 Street variety club which redefines and expresses instrument and 
dance performance

2010.4
이우재

Lee Woo Jae

무용

Dance
탭피플

Tap People

【퍼포먼스】 소리가 결합되어 그만의 고유성과 전문성을 가진 탭댄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연의 연출

【Performance】 Club based on tap dance. Tap dance includes sound and is able to 
perform in different and specialized format

2011.4
박상원

Park Sang Won

인권

Human Rights
녹큐

Knock on the Q 

【인권보호】 성소수자의 인권 향상과 완전하고 평등하게 사랑할 수 있는 인류 본연의 가치 실현

【Human Rights Protecion】 Club to promote human rights of sexual minorities is needed in 
Seoul Institute of the Arts. We all need value of loving others with perfect fairness

2014.5
서양범

Suh Yang Byum

뮤지컬

Musical
뮤트

Mut:

【뮤지컬】 창작뮤지컬의 창작 과정을 통한 뮤지컬 장르의 이해와 여러 매체에 적용 

【Musical】 Club where anyone can practice song, acting, and dance by producing 
original musical. Production crew can apply their learning to different media

2014.4
한지훈

Han Ji Hoon

합주

Ensemble
브레멘 음악대

Town Musicians of Bremen
【합주】 구성원들의 서로 다른 악기들이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는 순간에 찾아오는 궁극의 감동을 추구

【Ensemble】 Its purpose is to give inspiration by playing instruments everyone feels attached to
2018.5

남승헌

Nam Seung Hun

무용

Dance
아티 플로우

Arti Flow
【비보잉】 비보잉을 기반으로 한 예술 창작

【Break Dancing】 Art creation club based on break dancing
2019.6

이우재

Lee Woo Jae

인권

Human Rights
아웃프레임

Out Frame

【인권보호】 페미니즘 기반의 작품 창작 및 비평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학내 성평등과 여성인권 향상을 도모

【Human Rights Protection】 Club attempts to create and evaluate feminism-based works 
and promotes improvement of women's right and sexual equalities. 

2019.6
류지영

Ryu Ji Yung 

종교

Religion
엑츠시아

ACTS-SIA
【문화사역】 CCM창작 및 찬양사역

【Cultural Missionary】 CCM composition and hymn ministry
2019.6

정상우

Jeong Sang Woo

교육

Education
퐁당

Pong Dang

【문화예술교육】 ‘예술의 일상화, 일상의 예술화’를 위해 기술 위주의 예술교육에서 벗어나, 

문화와 예술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시행

【Culture and arts education】 In order to "make everyday art into everyday art", 
we will move away from technology-oriented art education and utilize culture and 
art Plan and implement the training program directly

2021.6
한수연 

Han Soo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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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를 빛낸 동문에게 주는 ‘삶의 빛’ 상 수상자로 ㈜리즈케

이 대표이사 김청경이 선정되었다. 원조 메이크업 아티스트

로 한국 메이크업계 발전에 공헌하며 취약 계층 권리 보장 

및 예술 인재 양성 등에 관심을 보이며 활동하고 있다.

Kim Chung Kyung, CEO of LizK was the recipient of 

the 2021 Light of Life award.  As an alum she made 

positive contributions to society. Kim is one of the 

first professional artists in the makeup industry. She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makeup business. She is active in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underprivileged class and has support-

ed the nurturing of young artists. 

2021 
Light of Life Award 

서울예술대학교 ‘삶의 빛’ 상

 ㈜리즈케이 김청경 대표 선정

2021 List of 
Alumni Activity and Awards

서울예술대학교를 빛낸 연예인 동문

문천식 (연극 99) 정영주 (극작 98) 신하균 (방영 93)

한다감 (영화 99) 조정석 (연극 02) 김보람 (무용 03)

정유미 (영화 02) 강은탁 (연극 01) 임원희 (연극 90)

김주헌 (연극 06) 차지연 (연극 05) 전무송 (연극 62)

차태현 (방영 95) 구교환 (영화 03) 장윤정 (방영 99)

이상민 (영화 96) 금새록 (연기 11) 김선호 (방영 05)

조재윤 (연극 99) 허준호 (연극 85) 이이경 (연기 11)

김문정 (실음 09) 김설진 (무용 01) 이무진 (실음 20)

유재석 (방영 91) 전도연 (방영 91) 이영자 (연극 86)

2021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특별공로상] 전무송 (연극 62)

2021 월드스타연예대상 드라마부문 [특별상] 박은수 (연극 65)

2021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연극·무용 부문 [대통령 표창] 박장렬 (연극 84)

2021 대중문화예술상 [문화체육부장관 표창] 최덕희 (연극 85)

2021 청룡영화상 [남우조연상] 허준호 (연극 85)

2021 한국영화제작협회상 [남우조연상] 허준호 (연극 85)

2021 한국영화평론가협회 [남우조연상] 허준호 (연극 85)

2021 부일영화상 [남우조연상] 허준호 (연극 85)

2021 MBC 연예대상 [올해의 예능인상] 이영자 (연극 86)

2021 SBS연예대상 [우수상] 임원희 (연극 90)

2021 MBC연기대상 [우수연기상] 장영남 (연극 92)

2021 한류문화대상 [신스틸러상] 조재윤 (연극 90)

2021 대한민국주류대상 [탁주 생막걸리 일반 부문] 류담 (연극 98)

2021 MBC 방송연예대상 [라디오부문 우수상] 문천식 (연극 99)

제 9회 대한민국 예술문화인대상 트로트부문 [신인상] 파파금파 (연극 86)

제 9회 대한민국 예술문화인대상 [방송 연기자 부문 수상] 강은탁 (연극 01)

2021 MAMA [BEST OST상] 조정석 (연극 02)

2021 SBS 연기대상 [미니시리즈 조연상] 차지연 (연극 05)

2021 SBS 연기대상 [미니시리즈 우수상] 김주헌 (연극 06)

2021 대중문화예술상 [국무총리 표창상] 김설진 (무용 01)

제 70회 서울특별시 문화상 김보람 (무용 03)

2021 KBS 연기대상 [조연상] 금새록 (연기 11)

2021 KBS 연기대상 [조연상] 이이경 (연기 11) 

26회 부산국제영화제 [CGK촬영상] 추경엽 (영화 99)

제 26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감독조합 메가박스상] [왓챠상] 오성오 (영화 06)

2021 KBS연기대상 [우수상] 한다감 (영화 99) 

2021 SBS연예대상 [올해의 예능인상] 이상민 (영화 96)

제 42회 청룡영화상 [인기스타상] 구교환 (영화 03)

제 42회 청룡영화상 [인기스타상] 정유미 (영화 02)

2021 SBS 연예대상 [올해의 예능인상] 유재석 (방영 91)

2021 KBS 연기대상 [최우수상] [베스트커플상] 차태현 (방영 95)

2021 MBC 방송연예대상 [대상] [올해의 예능인상] [베스트커플상]유재석 (방영 91)

2021 올해를 빛낸 연예인·디자이너 [대상] 이상봉 (방영 75)

제 26회 춘사국제영화제 [주연상] 전도연 (방영 91)

2021백상예술대상 TV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 신하균 (방영 93)

2021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2021 AAA) [베스트 액터상] 박주미 (방영 94)

2021 KBS 연예대상 [최우수상] 장윤정 (방영 99)

2021 SBS 연예대상 쇼버라이어티 부문 [최우수상] 장윤정 (방영 99)

2021 KBS 연기대상 장편 드라마 부문 [우수상] 홍은희 (방영 99)

2021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U+아이돌Live 인기상] [RET 인기상] 김선호 (방영 05)

2021 백상예술대상 [틱톡인기상] 김선호 (방영 05)

2021 백상예술대상 [TV대상] 유재석 (방영 91)

2021년 제13회 멜론뮤직어워드 올해의 [신인상] 이무진 (실음 20)

2021년 제13회 멜론뮤직어워드 [베스트 OST] 이무진 (실음 20)

2021년 제13회 멜론뮤직어워드 [TOP 10] 이무진 (실음 20)

JTBC 프로그램 ‘싱어게인’ [3위] 이무진 (실음 20)

2021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국무총리표창] 김문정 (실음 90)

제13회 2021 서울석세스대상 [뮤지컬 대상] 정영주 (극작 98)

제25회 여성 경제인의 날 [대통령 표창] 박수인 (광창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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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기도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사업 경기도지사 표창장

서울예술대학교는 2020년 경기도 대

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사업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지역사회

에 문화예술을 통한 공익활동을 선보이며 우수한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

를 받으며 우수 대학분야와 우수 학생분야에서 경기도지사 표창장을 받았다. 

재학생들의 전공과 재능을 바탕으로 ‘Turn On the Place-공간기억프로젝트’

를 통해 대학이 자리하고 있는 안산시 내 기억의 장소(안산 선감도, 416 기억

교실, 미개통도로, 반월공단)를 선정해 총 4회의 퍼포먼스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서울예술대학교 학생봉사단인 ‘마중’을 비롯 12개의 전공, 5개의 

동아리 등 총 60여 명이 참여했으며 10개의 지자체 기관과 협력했다. 

제52회 동인문학상 수상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전공 교수 윤성희 소

설가가 '날마다 만우절'로 제52회 동인문학상

을 수상했다. 이 작품은 11개의 단편을 통해 평

범한 사람들의 소소하지만 고달픈 일상을 유쾌

하게 그려낸다. 

교육부장관 표창 및 현판 수여

교육부 주관 2020년 우수교육시설 구

축 분야, 교원양성 및 자격 분야, 대학

생 현장실습 활성화 분야 및 전문대학 

학사분야 유공자로 서울예술대학교 직

원들이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강도현 직원은 교육 시설 구축에 기여하여 ‘학생회관(리모델링)’으로 우수교

육시설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교원양성 기관 교육과정 개선 

장관표창 대상에는 이미희 직원, 대학생 현장 실습 활성화 및 유공 표창에는 

정혜경 직원, 전문대학 우수직원에는 조은영 직원이 수여했다. 

제3회 전문대 창업·창직·창작 

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

광고창작전공 18학번 김다현, 디지털

아트전공 19학번 원아름 학생이 광고

창작 전공 윤준호 교수의 지도로 ‘한지

가죽과 UV-C LED를 활용한 살균 파우

치’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상을 수상했다. 서울예술대학교팀은 전통 

소재로 알려진 한지를 사용해 가방 외피를 구성하고 LED 램프로 화장 도구

와 소지품을 살균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추구했다. 

2020 경기도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사업 경기도지사 표창장

서울예술대학교는 2020년 경기도 대

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사업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지역사회

에 문화예술을 통한 공익활동을 선보이며 우수한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

를 받으며 우수 대학분야와 우수 학생분야에서 경기도지사 표창장을 받았다. 

재학생들의 전공과 재능을 바탕으로 ‘Turn On the Place-공간기억프로젝트’

를 통해 대학이 자리하고 있는 안산시 내 기억의 장소(안산 선감도, 416 기억

교실, 미개통도로, 반월공단)를 선정해 총 4회의 퍼포먼스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서울예술대학교 학생봉사단인 ‘마중’을 비롯 12개의 전공, 5개의 

동아리 등 총 60여 명이 참여했으며 10개의 지자체 기관과 협력했다. 

제52회 동인문학상 수상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전공 교수 윤성희 소

설가가 '날마다 만우절'로 제52회 동인문학상

을 수상했다. 이 작품은 11개의 단편을 통해 평

범한 사람들의 소소하지만 고달픈 일상을 유쾌

하게 그려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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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주관 2020년 우수교육시설 구

축 분야, 교원양성 및 자격 분야, 대학

생 현장실습 활성화 분야 및 전문대학 

학사분야 유공자로 서울예술대학교 직

원들이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강도현 직원은 교육 시설 구축에 기여하여 ‘학생회관(리모델링)’으로 우수교

육시설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교원양성 기관 교육과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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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로 알려진 한지를 사용해 가방 외피를 구성하고 LED 램프로 화장 도구

와 소지품을 살균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추구했다. 

2021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서울예술대학교 영상학부 고주원 교수가 ‘한국

의 전통문화 미디어아트’를 주제로 인천국제공

항 제1터미널 입국장의 300여 미터 구간에 설

치된 LED 콘텐츠 6작품, 키네틱 아트 4작품, 투

명 LED 1작품의 미디어아트 상설 공간 조성 총

연출을 맡았다. 

316대의 삼성 갤럭시 S10으로 개별 움직임을 

제어하며 개발된 ‘모바일 책가도’가 2021년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전시 디자

인’ 분야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모바일 책가도는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인 

책가도에서 착안해 과거 조선시대 책장 이미지를 병풍화한 사각의 조형성을 

최신 디스플레이 프레임과 연결해 창조한 작품이다. 

캐나다 국제 단편 영화제 수상

서울예술대학교 영상학부 장지헌 교수가 ‘2020

캐나다 국제 단편 영화제(Canada Shorts 20 

20: Canadian and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에서 다큐멘터리 작품 ‘자전거와 나’로 

어워즈 오브 엑셀런스(Awards of Excellence)

를 수상했다. 

패션 디자이너였다 자전거에 빠져 자전거 수리공이 된 한 청년의 꿈과 희망

을 러닝 타임 20분의 초고화질 영상(UHD 4K)으로 그린 로드 다큐다. 

스웨덴 문학상 ‘시카다상’ 수상

“어둠을 관통하면서도 새로운 시적 황홀을 보여

준다.” 스웨덴에서 문학적 성취를 이룬 동아시

아권 시인에게 수여하는 ‘시카다상’에 서울예술

대학교 문예창작전공 명예교수 김혜순 시인이 

선정되었다.

2021 제40회 대한민국작곡상 우수상

대한민국작곡상은 1977년 제정된 상으로 독창

적인 우수한 작품을 시상하여 작곡가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대한민국의 창작음악을 세

계적 수준으로 유도해 국위선양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예술대학교에서는 우수상 대

편성 부문에 장석진 겸임교수의 ‘초토(焦土)의 꽃’과 음악학부 강상구 교수의 

‘국악관현악휘천’이 선정되었다. 

2021 List of Alumni Activity 
and Awards Facilities

교직원 수상

2021 Red Dot Design Award

Professor Koh Joo Won of the School of Film and Media was the head 

director for ‘media art for Korean traditional culture’ themed project. The 

work is located at the arrival area of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erminal 1. The 300 meter long media art consists of 6 pieces of LED 

content, 4 pieces of kinetic art, and one transparent LED piece.

The work received the 2021 Red Dot Design Award for ‘Exhibition Design.’ 

It incorporated 316 Samsung Galaxy S10s that could be put into motion 

individually. The kinetic media was created based on the images of  the 

Chaekgado from the Chosun Dynasty. The Chaekgado are paintings 

of bookshelves of  books, stationary, and ceramics that placed on tradi-

tional folding screens which are in the collection of the National Palace 

Museum. This artwork formatively showed the traditional designs within 

the frames of electronic displays.

Awarded Canada Shorts 2020: Canadian and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Professor Chang Ji Hun of the School of Film and Media won the Award 

of Excellence at the Canada Shorts 2020: Canadian and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for his documentary ‘My Bike and I.’

This film is a road documentary illustrating the dreams and hopes of a

former fashion designer that fell in love bicycles so ne became a repair-

man. The running time 20 minutes and was shot on 4K UHD.

Awarded Sweden’s Cikada Prize for literature 

 “Depicting a new poetic ecstasy as it penetrates darkness.”

Professor and poet, Hye-soon Kim, was awarded the Cikada Prize of 

Sweden given to East Asian poets with achievement. 

2021 40th Korean Composer Awards

The Korean Composer Awards was established in 1977 with the goal 

to recognize original work, thus, motivating the creativity of composers. 

Adjunct Professor Jang Seok Jin received the award for full-band for his 

work entitled ‘Flower of the Burnt Ground.’ Professor Kang Sang Goo won 

for his work ‘Hwicheon Orchestra for Korean Music.’

2020 Gyeonggi-do College Public Benefit Activities

2020 Revitalization of Public Interest Activities of Gyeonggi-do 

College Students

The Seoul Institute of the Arts received the Gyeonggi-do Governor com-

mendation for revitalization of public interest activities by providing culture 

and art endeavors to the local community during the COVID-19 pan-

demic. 

Through the various majors and talents of the students, the Location 

Memory Project-Turn On the Place used 4 locations(Ansan SunGamDo, 

416 Memory Classroom, Unopened Road, Banwol Industrial Complex) 

as performance space and all was made into a documentary. 60 stu-

dents which included the volunteer club, MaJoong (Greet), 12 major 

programs, 5 extracurricular clubs and 10 local government agencies 

cooperated in this project.

52nd Dong-in Literature Award 

Professor and novelist, Yoon Sung Hee, won the 52nd Dong-in Literature 

Award for her book entitled ‘Everyday is Aprils Fool’s.’

The book contains 22 short stories that light-heartedly portrays the trivial 

but painful daily lives of ordinary people. 

Awarded Commendation and Signboard from Minister of Education

In 2020, the Minister of Education awarded the employees of Seoul 

Institute of the Arts with for their efforts in building excellent educational 

facilities, teaching training and qualifications, promote college student 

field training, merit of bachelor’s degree program. 

Kang Do Hyun was awarded excellent educational facilities for his con-

tributions in remodelling the student center. Lee Mi Hee was awarded 

for work teacher training program. Jung Hye Kyoung was awarded for 

efforts in promoting the college student field training program. Cho Eun 

Young received recognition as an excellent administrative employee. 

Grand Prize at the Third Entrepreneurship/Creativity Idea Competition

With guidance of Creative Advertising Professor Yoon Jun Ho, Kim Da 

Hyun of the Creative Advertising Program and Won Ah Reum of the 

Digital Arts Program won the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College Edu-

cation President Award for their ‘sterilized pouch made of Korean paper 

leather and UV-C LED.’ Seoul Institute of the Arts used the traditional 

material of Korean paper(Hanji) for the outer surface and the LED lamp 

sterilized the makeup utensils and other belongings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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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총장 릴레이 캠페인

2021 President's Relay 
Campaign

2021 대한민국경영자상 수상

이남식 총장은 서울예술대학교를 K-culture의 중심 대학으로 

발전시켜 대학경영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상황에서 혁신적인 경영마인드와 탁월한 학교 

경영능력을 보였음을 인정받았다. 

2021 Awarded the Korea Management Award

President Nam Sik Lee was awarded for presenting a 

new direction of management and developing Seoul 

Institute of the Arts into a K-culture centered institution. 

President Lee implemented innovative management 

strategies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amid 

COVID-19 pandemic. 

‘필수노동자 응원’ 캠페인 참여

이남식 총장은 보건의료, 돌봄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 노동이 불가피한 필수노동자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에 동참했다. 

Participated in ‘Support for Essential Workers’ 

campaign

President Nam Sik Lee participated in the ‘Thank you. 

Essential Workers’ campaign supported essential 

workers who are obliged to provide face-to-face health 

care during COVID-19.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및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시작된 릴레이에 이남식 총장이 참여했다. 

Relay Challenge for Child Traffic Safety 

President Nam Sik Lee participated in the relay 

challenge that was initiated to form a social consensus 

of the need to prevent traffic accidents in child 

protection zones and to create a culture that prioritizes 

child protection. 

‘안산시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릴레이 캠페인

이남식 총장의 챌린지 참여는 안산인재육성재단 

윤화섭 이사장의 지목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음 주자로 

안산문화재단 김미화 대표이사를 지목했다.

Relay Campaign to Support College Students of 

Ansan City by Compensating Half of Tuition

President Nam-sik Lee participated in the campaign 

after he was designated by Ansan Foundation for 

gifted youth and scholarship chairman Yoon Hwa Seop. 

President Lee nominated Ansan cultural Foundation 

CEO kim mihwa.

1 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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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or 
Exhibition

이강우, 말 풍경·말 풍선 

사진∙Photography ↔ 아이콘∙Icon-인덱스∙Index-심벌∙Symbol에 관한 썰(說)    

The Story of  Photography ↔ Icon-∙Index-∙Symbol

교원전시

2020 동경 ‘미술올림픽’ 한국 대표 선정

제32회 동경올림픽을 기념해 열리는 온라인 전시

회 [올림픽 파인 아트 2020 동경(Olympic Fine Arts 

2020 Tokyo)]에 한국 대표로 작품을 전시했다. 조현

철 교수의 작품은 ‘Goura Victoria(빅토리아 왕관 비

둘기)’로 멸종위기에 처한 3차원의 세계를 뒤로하고 

Fractal Universe를 꿈꾸는 푸른 날갯짓의 유영과 항

해를 담아냈다. 

2020 Selected as Korean Representative 

for Olympic Fine Arts Tokyo 

As the representative of Korea, the works were 

exhibited in the online exhibition [Olympic Fine 

Arts 2020 Tokyo] held in commemoration of 

the 32nd Tokyo Olympics. Professor Jo Hyun 

Chul’s work, ‘Goura Victoria(Victoria Crowned 

Pidgeon)’ displays the blue wings swimming 

and sailing as it dreams of a Fractal Universe 

leaving the three dimensional world that is in a 

crisis of extinction. 

디자인학부 공간디자인전공 교수  조현철 디자인학부 사진전공 교수  이강우

2021 트라이앵글이 전하는 조형적 뮈토스

이 전시의 언어(Mythos)는 밤하늘을 수놓는 별(드로잉 14점, 오브제 14점)이

다. 공간 연출자인 작가에게 사물은 관물(觀物)의 대상일 뿐으로, 대상 그 자체

이자 자신의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한 관조(觀照, Contemplation)의 대상이고, 

연출하고 싶은 공간의 여백을 발견하는 장소(Topos)다. 이 전시에서 별은 작

가의 손을 거쳐 별이라는 대상에서 얻어낸 삼각형의 실존적 추상으로 묘사된

다. 삼각형의 융기와 하강의 집합으로 표현된 오브제 작품들은 작가가 전하는 

틈새의 미학(美學)이자 별의 시학(詩學)이다. 

2021 Formative Mythos Delivered by Triangles 

The language(Mythos) of the exhibition are the stars (14 drawings 

and 14 objects) that decorate the night sky. For the spatial director 

who is the artist, objects are simply objects to be seen, the subject is 

the meditation to bring out the story, the space that the artist wants 

to design is the empty space(Topos). In this exhibition, the stars are 

shaped in the artist’s hands and become existential abstractions of 

triangles. The objects are expressed by the ascend of the triangle 

and the gathering in the descend and this is what the artist intends 

to convey as the aesthetics of the void and the poetics of the stars. 

작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진을 매개로 자각하는 ‘시각기호’와 그

에 명명된 ‘언어’라는 두 가지 속성의 상호 관계성과 차이를 탐구하

고 도출해낸 내용을 시각화하거나 메타 비평적 관점으로 제시한

다. 여기에 심벌적 속성이 다분한 사진과 인덴스적 속성이 두드러

진 사진을 함께 구성하여 자신의 창작 이슈와 함께 전시의 의도를 

전하고 있다. 작가는 사진에 대해 “그대(사진·이미지)는 이 시대의 

생생한 화석이자 기념비로 칭송받는다. 어떤 절대적 성상에 비견

될만하다. 그러니 그대는 나에게 경외의 대상이다.”라고 고백한다. 

The artists explores and the relationships and differences 

of the ‘visual symbol’ and named ‘language’ that people 

become aware of their own photographs as a medium. 

Thus, the artist proposes to visual the findings and present 

them from a meta-critical perspective. By compiling the 

photographs that possess symbolic properties and index-

ical properties, the artist conveys his own creative issues 

and the intention of the exhibit. The artists confesses to 

the photographs, “You(photographs and images) will be 

lauded as lucid fossils and tributes of this era. You can 

be comparable to any icon and therefore I am in awe of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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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plishments of 
Research

교원연구

선정년도

Year

구분

Category

책임자

Lead Researcher

공동 연구원

Research Team Members

연구과제명

Research Title

2019
창작

Creative 
Researches

전시

Exhibition

조현철

Cho Hyun Choul
-

삼각형의 조형적 고찰, 표현방법 연구

A Study of the plastic research and 
presentational method in Triangle

2020
오상택

Oh Sang Taek 
-

감정의 모양

Invisible scene- shape of emotions

2020

정책

Policy 
Researches

사진

Photo

김도균

Kim Do Kyun
-

대학 이미지 아카이빙

Seoul Institute of the Arts Image Archive

학술

Academic 
Researches

저서

Book

김유나

Kim Yu Na
-

DT시대를 이끄는 마케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젼략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y for Next Marketing

오창일

Oh Chang Il
-

카피창작솔루션 오씨캠프

Creative Copywriting Solution, 5C CAMP

교재

TextBook

이승건

Yie Seung Kun 
-

인간과 철학

Introduction to Philosophy: 
Note on [Human & Philosophy]

정책

Policy 
Researches

보고서

Report

김계원

Kim Ge Won

김지영, 김소이

Kim Ji Young, Kim Soy

예술대학의 실기교육 중심의 원격교육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

Developing Online Educational Contents for 
Practical Training in Art Education

합계

Total

창작연구 2개, 학술연구 3개, 정책연구 2개 과제 (전체 7개 과제)

Creative Researches 2, Academic Researches 3, Policy Researches 2 = Total Researches 7

책임자

Lead Researcher

연구과제명 (종류)

Research Title (type)

평가 주요 내용 (우수결과물 추천 사유)

Reason for Recognition as Oustanding Research

김유나

Kim Yu Na

DT시대를 이끄는  

마케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저서)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y for Next Generation 

Marketing

-  4차 산업혁명 시대, 뉴노멀 시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에 관한  

트렌디하며 유의미한 연구

-  이론적 기반과 브랜딩의 구체적 전략 포함

-  플랫폼 비즈니스에서의 브랜딩 전략 방향과 마케팅 전략을 성공적으로 제시하여  

실용적 활용성과 학술적 가치 모두 가지고 있음 

-  A trendy and meaningful research on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i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ge and the new normal

-  Included a theoretical foundation and a definite branding strategy

-  The research has both practical applications and academic value by 

successfully presenting the branding strategy directions and marketing 

strategy in the platform business. 

이승건

Yie Seung Kun 

서울예대 학생을 위한 철학 입문 :  

인간과 철학(교재)

Introduction to Philosophy: 

Note on [Human & Philosophy] 

(textbook)

-  예술가를 꿈꾸는 학생, 미래의 예술 인재가 가져야 할 철학적, 인문학적  

기본 소양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철학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수업과 함께 사용 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This research is for the student who dreams of becoming an artist. As future 

artists, this book will help them develop their basic knowledge  of philosophy  

and humanities.  

-  The book is organized so that the theories of philosophy can be easily 

understood and I judge it to used in a variety of classes. 

Donations of Critical 
Items for COVID-19 Relief

코로나 관련 기부

Better than now ‘손 소독제’ 기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Better than now(대표 정은성, 극작 전

공 99학번)가 손 소독제 500ml 3,000여 개를 기부했다. Better than 

now는 화장품을 연구하고 제조하며 메디컬 서비스를 컨설팅하는 업

체다. 

Better than Now Donated Hand Disinfectant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Better than Now(Jeong 

eun sung CEO, Dramatic Writing Program Alum) donated 3000 

500 ml bottles. Better than Now is a company that researches 

and manufactures cosmetics and consults medical services. 

휴마시스(주) ‘코로나 진단 키트’ 기부

기부받은 코로나 자가 검사 키트(2개입 300개)는 집에서 검사 가능하

며 감염 여부를 15~20분 내에 알 수 있는 테스트 기구다. 휴마시스(대표 

차정학)는 경기 군포시의 의료제품 제조 기업으로 2000년부터 국내에 

의료검사 제품과 진단 시약을 공급하고 있다. 

Humasys Corporation Donated COVID-19 

Self-examination Kit

Humasys donated 300 (2 per package) COVID-19 self-exam-

ination kits. The test can be administered at home and can 

detect infection within 15 to 20 minutes. Humasys(Cha jeong 

hak CEO) is a manufacturing company of medical products 

and is located Gunpo City in Gyeonggi-do. The company has 

been supplying medical diagnostic test products sinc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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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Major Donators

발전기금 및 장학금

고액기부자 리스트

List of Large Donators

가송재단 

Gasong Foundation

경기영화학교연합 

Gyeonggi 
Film School Union

과천시애향장학회

Gwacheon City Scholarship 
Foundation

열정 장학

Passion Scholarship

지일주 장학 

Ji Il-joo Scholarship

은혜장학 

Eun Hye scholarship

위프로 소프트

weprosoft

선현재단

Sunhyun Foundation

준제장학회 

Junje Scholarship

문예창작전공 동문회 

Creative Writing Program 
Alumni Association

강석만 장학

Kang Seok Man 
Scholarship

의천장학재단

Uicheon Scholarship 
Foundation

트라이엥글

Triangle 
(Cho Hyun Choul)

(주)티브이씨우수학생 

TVC outstanding 
student

푸른등대(생활비)

Blue lighthouse

한국방정환재단

Korea Bang Jeong Hwan 
Foundation

인송문화재단 

Insong Cultural Foundation

예술장학  

Art Scholarship

청년작가지원

Youth Writers Support

국보디자인

Kukbo Scholarship

한솔병원 

Hansol Hospital

효인장학 

HYOIN Scholarship

미래의 동반자 재단

Partners for the Future

WATCHA

WATCHA

본솔김종한장학재단

Bonsol Kim Jong Han 
Scholarship Foundation

목정미래재단

Mokjung Foundation 

삼아사운드

Sama sound

하나금융나눔재단

Hana Financial Sharing 
Foundation

길용우 동문

Alumni 
Gil Yong Woo

김기인 춤문화재단

Kim Ki In Dance Culture 
Foundation

김청경 동문

Alumni 
Kim Cheong Kyung 

두경 M&P

DooKyoung M&P

황정순 장학회

Hwang Jung Soon
Scholarship Foundation

김기인

춤문화재단

교직원 장학금(만원장학금)

List of Donors

연극 황두진

나한수

김제민

무용 이우재

연기 이은지

김지영

정일균

한지훈

영화 유태균

방송영상 이영렬

김광집

김병수

김상진

장지헌

서양범

디지털아트 김재하

허재훈

유미

김보슬

한국음악 조서윤

강상구

이상관

실용음악 권진원

오정수

피정훈

안성옥

문예창작 채호기

김태용

이정은

극작전공 장성희

성기웅

시각디자인 김영준

김계원

김륭희

사진 이강우

김도균

공간디자인 천세근

박남진

김우재

광고창작 오창일

박준형

정한솔

김유나

예술경영 김지훈

직원 하창용

이승훈

이강원

박윤주

이인용

손병규

조민영

임신애

홍유성

이근혁 

신정금

강석만

정지윤

박혜진

표창우

신지영

이재승

김경훈

김종훈

동문 최승진

예술경영 송희영

이유리

남승헌

예술창작기초 백형찬

이승건

변상우

총장 이남식

직원 이수동

윤정민

박미옥

윤정주

권기현

강도현

전병수

김광태

노용희

이소영

조은영

반세준

최운화

정혜경

정효진

윤치호

정광효

한초연

최재성

권상민

이상규

Theater Hwang Doo Jin

Na Han Su

Kim Jae Min

Dance Lee Woo jae

Acting Lee Eun Jee

Kim Ji Young

Jung Il Kyun

Han Ji Hoon

Film Yoo Tay Guhn 

Television Lee Young Lyoul

Kim Kwang Jib

Kim Byoung Soo

Kim Sang Jin

Chang Ji Hun

Suh Yang Byum

Digital Arts Kim Jae Ha

Hur Jae Hoon

You Mi

Kim Bo Sul 

Korean Music Jo Seo Yun

Kang Sang Goo

Lee Sang Gwan

Applied Music Kwon Jin Won

Oh Jung Soo 

Pi Jung hoon 

Applied Music Ahn Sung Oak

Creative Writing Chae Ho Ki

Kim Tae Yong

Lee Jeong Eun

Dramatic Writing Jang Seong Hee

Sung Ki Woong

Visual Design Kim Young Jun

Kim Ge Won

Kim Lyoung Hui

Photography Lee Gang Woo

Kim Do Kyun

Spatial Design Chun Se Guen

Park Nam Jin

Kim Woo Jae 

Creative 
Advertising

Oh Chang Il

Park Joon Hyoung

Jung Han Sol

Kim Yu Na

Arts 
Management 

Kim Ji Hoon

Song Hee Young 

Lee Yoo Ri

Nam Seung Hun

School of Arts 
Foundations

Paik Hyung Chan

Yie Seung Kun 

Pyun Sang Wu

President Lee Nam Sik 

Employee Lee Su Dong 

Yoon Jeong Min 

Park Mi Og

Yoon Jung Ju 

Kwon Gi Hyun

Kang Do Hyeon 

Jun Byoung Soo

Kim Kwang Tae

Noh Yong Hee

Lee So Young

Cho Eun Young

Ban Se Jun

Choi Woon Hwa

Jung Hea Kyung

Jung Hyo Jin

Yoon Chi Ho

Jung Gwang Hyo

Han Cho Yeon

Choi Jae Sung

Kwon Sang Min

Lee Sang Kyu

Ha Chang Yong

Lee Seoung Hoon

Lee Kang Won

Employee Park Yoon Joo

Lee In Yong

Son Byung Kyu

Cho Min Young

Lim Shin Ae

Hong You Seong

Lee Geun Hyuk

Shin Jeong Geum

Kang Seok Man

Jeong Ji Yoon

Park Hye Jin

Pyo Chang Woo

Shin Ji Young

Lee Jae Seung

Kim Kyoung Hoon

Kim Jong Hoon

Alumni Choi Seung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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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대 연기전공 장도명씨, 웹드라마 ‘교과서엔 없습니
다’에 데뷔
입력 : 2021-06-18 16:07 ㅣ 수정 : 2021-06-18 16:08

▲ 장도명 프로필 사진

서울예술대학교(총장 이남식) 연기전공 장도명(19학번)이 웹드라마 ‘교과서엔 없습니다’로 데뷔한다.

교과서엔 없습니다는 20살 새내기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겪었을 만한 정제되지 않은 ‘인성질’에 관한
이야기로, 장도명은 극 중 도민규 역을 맡았다.

전적 대학에서 호텔경영을 전공하던 장도명은 2019년 서울예술대학에 정원 외로 특별전형으로 입학
했다.

장 씨는 “예술 공부에 관심이 있거나 막연하게 ‘예술이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께 서울예대를 추
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비즈 biz@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1  [대학저널] 서울예대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2  [한국대학신문] 서울예술대학교, 직원 교육부 장관 표창 수여

3  [전민일보] 실용음악의 산실 서울예술대학교 릴레이 대상 수상 ‘쾌거’ 

4  [한국대학신문] 지역 맞춤 특성화, 학과 개편, 신기술 인재 양성으로 경쟁력 UP

5  [한국대학신문] 서울예술대학교 ㈜ 배러댄나우로부터 ‘손 소독제’ 기증

6  [에너지경제] 서울예술대학교 주관, 2021년도 인천·경기북부 총장협의회 개최

7  [한국강사신문] 국내 문화예술계 전문대를 대표하는 서울예술대학교 2022년 개교 60주년 맞아

8  [Korea HigherEd Times] 서울예술대학교, ‘디디다 프로젝트’로 新한류 이끈다

9  [뉴스1] ‘컴백홈’ 유재석·박진주·이초희, 대학 선후배 만남에 수다로 추억여행

10  [베리타스 알파] 서울예대, 2021 세계혁신대학 ‘WURI랭킹’ 100대 대학 선정

11  [서울신문] 서울예대 연기전공 장도명, 웹드라마 ‘교과서엔 없습니다’ 데뷔

12  [한국대학신문] ㈜휴마시스, 서울예대에 ‘코로나 진단키트’ 기부

13  [스쿨아이티비] 서울예술대학교, 컬처허브 ‘Into the future’ 공연 성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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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간투데이] 전문대학 2021년 브랜드평판 1위 서울예술대학교

15 [한국경제 매거진] 미래인재에게 필요한 가장 인간다운 의지- 서울예술대학교 이남식 총장

16 [에너지 경제] 서울예술대학교,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

17 [아시아엔] 서울예술대학교 외국인 신입생 모집, 국제화 시대의 변화 담다

18  [Korea HigherEd Times] Seoul Institute of the Arts ranked 1st for Korean College Brand Reputation

19 [우리일보] 인권침해·학교폭력 ‘ZERO’, 서울예술대학교 ‘안심캠퍼스’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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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1 함께 여는 아름다운 세상

미래인재에게 필요한 
가장 인간다운 의지
서울예술대학교 이남식 총장

때로 대화 중에 무심코 한 말이 그를 비추기도 한다. 이야기가 무르익으면 

최근 관심사를 비롯해 오랫동안 천착해온 바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20년 가까이 

‘총장’이 직업인 이남식 서울예술대학교 총장의 말도 그랬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마다 인재양성에 대해 축적된 질문과 답이 담겨 있는 듯했다. 

글. 편집실  사진. 이동진

주체성과 리터러시, 그리고 문제 해결력 

‘학생을 변화시키는 곳’, 이남식 서울예술대학교 총장은 교

육기관의 역할을 이렇게 정리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자

부심을 키워주고 꿈을 향해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

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장을 돕는다는 것

이 교육기관의 역할이라는 것은 알지만, 자부심을 키워주

는 일이란 무엇일까 물음표가 생긴다.

“졸업장이나 학교 브랜드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이뤘다고 생각하

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자기가 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시간

들이 차곡차곡 쌓여야 역량이 되고, 그것이 사회에서도 통

용되는 진정한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것이 저희의 몫이라

고 생각합니다.”  

이남식 총장은 2003년부터 전주대학교, 서울과학종합대

학원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총장을 지낸 뒤 2019년 총장

추천위원회 공모를 통해 서울예술대학교에 취임했다. 고

려대학교와 카이스트 등에서 교수로 재직했고, 산업자원

부 기술인문융합창작소 초대 소장, 대한인간공학회 회장, 

국제미래학회 공동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각 학교 고유의 목표와 비전을 구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총장’이라고 정의했다. 구현 과정에서 견지해온 철

학은 오직 하나, ‘학생의 꿈을 어떻게 이뤄줄 것인가’였다.

“학교에 오는 많은 학생이 궁극적으로는 꿈을 이루기 위

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학마다 상황과 교육목표는 

다르지만 주어진 조건에서 학생의 꿈을 어떻게 이뤄줄 것

인가, 어떻게 하면 사회 속에서 역량 있는 인재로 성장시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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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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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우 kwsong@ekn.kr 최종 기사입력 2021-08-18 09:49:38

서울예술대,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에디터] 서울예술대학교(총장 이남식)가 1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

원이 발표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밝혔

다.

이번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평가등급을 단순화했으며,

취업률, 학생충원율, 재정건전성 등 교육역량을 심사해 전체 133개 전문대학 가운데 상위 73%인

97개 대학이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서울예대는 이번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교육부에서 일반재정을 3

년간 지원 받는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 심사를 통해 8월 말

에 최종 발표된다.

이남식 서울예대 총장은 "이번 진단평가는 서울예술대학교가 대외적으로 교육역량이 매우 우수

한 대학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앞으로 차별화된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대학의 책무성을 높

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다가올 개교 60주년을 더욱 높은 곳으로 비상할 도약의 해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송기우 (kwsong@ekn.kr)

< 저작권자 ⓒ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경 >

프린트 취소

20  [스포츠 경향] 서울예술대학교, 컬처허브 LA 주관 The Korea Project 2021 The Agora 실시

21  [전민일보] 서울예술대학교, ‘ESG 교육경영 선포’

22  [한국교육신문] 서울예술대학교, ‘캠퍼스는 거대한 공연장, 수업은 실전’

23  [대학저널] 고주원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2021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24  [CBS 노컷뉴스] 꿈을 찾아 U턴, 전문대학 진학 그 사회적 의미

25  [스포츠 투데이] ‘과학과 예술의 융합’ 서울예술대학교 · IBS, 나노 · 바이오 · 네이처 특별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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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우리는 ‘VISION 2025’를 통해 5개 핵심역량(예술혼, 공감소통성, 실험정신, 기술준비성, 기업가정신)을 선정하여 

‘창의·협업·인성’을 겸비한 글로벌 융합예술인 양성을 위한 창작역량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중심 예술창작 시스템(PACS, Professional Artistic Competency System)’을 자체 개발하여 

학부, 전공, 세부선택을 심화하고 융합을 강화하는 연계·순환·통합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비대면 시대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은 컬처허브(CultureHub)로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교육 연구와 뉴-폼 아트 창작을 위한 실험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예술대학교는 어제와 오늘에 멈추지 않습니다. 

서울예술대학교는 어제를 기록하며 내일의 꿈을 향해 걸어 나갑니다. 

In 2019, through the Vision 2025 development plan, we selected 5 core competencies

(artistic identity, empathy and communication, experimental spirit, craftmanship, and entrepreneurship) to 

be the foundation of our education. Our goal is to foster global interdisciplinary artists through our practicum 

based curriculum that possess creativity, sincerity and cooperative spirit. The Professional Artistic Competency 

System that we established, intensely trains students in the schools, programs, and specializations to promote 

interdisciplinary art making that fulfills one of our education pillars of collaboration, circulation, and integration. 

CultureHub provides an experimental laboratory that promotes new forms or artistic expression. 

The infrastructure of CultureHub was naturally suited to deal with the challenges of COVID-19. 

SeoulArts continues to redefine itself. 

SeoulArts documents it’s past and follows it’s dr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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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

 · Chi-Jin Yoo, the pioneer of 

modern theater of Korea, 

founded the Korean Theater 

Research Institute and 

inaugurated as Founding 

President to establish and 

promote the theater arts of 

Korea.

1962

 · Korean Theater Research 

Institute building completed 

and the affiliated Drama 

Center opened, 1962.09. 

Acting and Research majors 

opened (2-year programs),  

· Enacted Middle/High 

School Theater Competition 

(currently Dongnang Youth 

Comprehensive Art Festival).

1964

 · The Korean Theater 

Research Institute changed 

into Academic Foundation.

 · The Theater Academy was 

shut down to establish 

the Seoul Theater School 

offering 2-year college 

programs, Opened Theater, 

Film, and Music/Dance 

programs, Professor Chi-

Jin Yoo inaugurated as the 

Founding Principal of Seoul 

Theater Institute,  · Drama 

Center founded. (Founding 

Performance, 'Prince Dressed 

in Hemp'),  · Drama Center 

Children’s Theater founded. 

(Founding Demonstration, 

'Death of Magpie')

1965

 · Completed small theater 

for experiments, Drama 

Center’s Puppet Theater 

founded.(Founding 

Performance, 'Gyeonu and 

Jingnyeo.')

1968 

 · 2nd Principal In-Hyung Yoo 

inaugurated.

1970

 · 3rd Principal Duk-Hyung Yoo 

inaugurated.

1973

 · Seoul Theater School shut 

down and licensed as the 

Seoul School of the Arts 

to offer Theater, Film, and 

Radio/TV programs.

1974

 · “Chobun”, directed by Duk-

Hyung Yoo and written by 

Tae Suk Oh, performed at La 

Mama Theater, New York as 

“Jilsa” – Drama Center.

 · Founder Chi-Jin Yoo passed 

away.

 · 2nd Chairman Jae Soon 

Shim inaugurated.

 · Professor Duk-Hyung 

Yoo inaugurated as the 

Founding Principal of the 

Seoul Institute of the Arts

 · Added Applied Art and 

Dance programs.

1976

 · Added Creative Writing 

program.

1977 

 · Founded Alumni Association 

– Founding Chairman Goo 

Shin.

 · Expanded Creative Writing 

and Applied Art programs 

for 2nd Term.

1978

 · Reorganized academic 

programs into the Seoul 

Institute of the Arts to offer 

Theater, Film, Broadcasting, 

Applied Art, Dance, and 

Creative Writing programs, 

Principal Duk-Hyung 

Yoo inaugurated as the 

Founding Dean of the Seoul 

Institute of the Arts.

1980

 · Added Photography and 

Korean Traditional Music 

programs.

1981

 · Changed admissions 

system from admissions-

based to graduation-based 

and merged 2nd Term with 

1st Term.

1982

 · Changed the Korean 

Theater Research Institute 

to the Korean Arts Research 

Institute.

1983

 · Established Korea Arts and 

Culture Institute and Student 

Life Institute.

1984

 · Revealed the Statue of 

Founder Chi-Jin Yoo.

1985

 · Founded Dongnang 

Youth Theater. (Founding 

Performance , 'Wandering 

Stars')

1986

 · Signed MOU with Pratt 

Institute, New York.

1987

 · Expanded Applied Art, 

Creative Writing, and Korean 

Traditional Music programs 

for the 2nd Term and 

separated the majors as 

follows:

①Applied Art: Visual Design 

major for 1st Term and 

Interior Design major for the 

2nd Term

②Creative Writing: Creative 

Writing major for 1st Term 

and Playwriting major for 

2nd Term

③Korean Traditional Music: 

Korean Traditional Music 

major for 1st Term and 

Applied Music major for 2nd 

Term.

1988

 · Changed the admissions 

system from graduation-

based to admissions-based 

and opened the Plastic Art 

Institute and Publication 

Institute.

 · Added Creative Advertising 

program for the 2nd Term.

1989

 · Separated majors of Applied 

Art, Creative Writing, and 

Korean Traditional Music 

promoted into independent 

departments.

①Applied Art: Visual Design 

Department for 1st Term and 

Interior Design Department 

for the 2nd Term

②Creative Writing: Creative 

Writing Department for 

1st Term and Playwriting 

Department for 2nd Term

③Korean Traditional Music: 

Korean Traditional Music 

Department for 1st Term and 

Applied Music Department 

for 2nd Term

1990

 · 2nd Chairman Jae Soon 

Shim passed away.

 · 3rd Chairman Sang Joon 

Han inaugurated.

1991

 · Founding performance of 

Dongnang Korean Music 

Ensemble

1994

 · 4th Chairman Duk-Hyung 

Yoo inaugurated.

5th Dean Jung Hyun Yang 

inaugurated.

1995

 · Interior Design and Playwriting 

programs increased capacity 

by 40 each.

 · Groundbreaking for Ansan 

Campus

1996

 · Completed construction of 

Arts Center in Namsan-dong

 · Founded Dongnang Theater 

Ensemble (Founding 

performance, 'South and 

North)

1997

 · Drama Center renovated 

– interiors redone with new 

materials and equipped 

with cutting-edge 

technology for the stage, 

lighting, sound, and video 

facilities.

1998

 · The Korean Arts Research 

Institute changed to 

Dongnang Arts Center.

 · 6th Dean Gi Duk Kim 

inaugurated.

2001

 · Ansan Campus completed 

for the division of campuses. 

(Arts education – Ansan 

Campus, arts experience – 

1958 

 · 한국 현대연극의 선구자인 동랑 

유치진 선생께서 민족극을 바로 

세우는 일과 또 그것을 크게 

일으키는 일에 뜻을 두시고 

재단법인 한국연극연구소를 

설립하여 초대 이사장에 취임

1962

 · 한국연극연구소 준공, 

부설 드라마센터 극장 개관

 · 부설 한국연극아카데미 설립 연출 

연기과, 연극과 설치(2년 과정)

 · 남녀중고교연극경연대회 제정(현 

동랑청소년종합예술제)

1964

 · 재단법인 한국연극연구소를 

학교법인 한국연극연구소로 조직 

변경

 · 한국연극아카데미를 폐지하고 

서울연극학교(2년제 초급대학 

과정) 설립 

 · 연극과, 라디오TV과, 영화과 설치, 

초대 교장에 유치진 교수 취임

 · 극단 드라마센터 창단(기념공연 

‘마의태자’) 

 · 드라마센터 어린이극회 

창단(기념공연 ‘까치의 죽음’)

1965

 · 실험소극장 준공, 드라마센터 

인형극단 창단(기념공연 

‘견우직녀’)

1968

 · 제2대 유인형 교장 취임 · 

1970

 · 제3대 유덕형 교장 취임

1973

 · 서울연극학교를 폐교하고 

서울예술전문학교로 인가받아 

연극과, 영화과, 라디오TV과 설치

1974

 · 극단 드라마센터, 한국 최초의 

해외공연 (뉴욕라마마 극장 공연 

‘초분’)

 · 설립자 유치진 선생 서거

 · 제 2대 심재순 이사장 취임

 · 서울예술전문학교 초대 교장으로 

유덕형 교수 취임

 · 응용미술과, 무용과 신설

1976 

 · 문예창작과 신설

1977

 · 총동문회 발족(초대회장 신구), 

2부 문예창작과/응용미술과 증성

1978 

 · 학제 개편에 따라 

서울예술전문대학으로 개편하고 

연극과, 영화과, 방송연예과, 

응용미술과, 무용과, 문예창작과 

설치

 · 서울예술전문대학 초대 학장에 

유덕형 교장 취임 

1980

 · 사진과, 국악과 신설

1981

 · 입학정원제를 졸업정원제로 

변경하고 2부를 1부로 통합

1982

 · 학교법인 한국연극연구원을 

학교법인 한국예술연구원으로 

변경

1983

 · 한국예술문화연구소와 

학생생활연구소 설치

1984

 · 설립자 고 동랑 유치진 선생 동상 

제막

1985

 · 동랑청소년극단 창단 

(기념공연 ‘방황하는 별들’)

1986

 · 미국 뉴욕 프랫예술대학

(Pratt Institute)과 MOU 체결

1987

 · 2부에 응용미술과, 문예창작과, 

국악과를 증설 하고 전공을 분리

①응용미술과:1부 

시각디자인전공, 

2부 실내디자인전공

②문예창작과:1부 문예창작전공, 

2부 극작 전공

③국악과:1부 국악전공, 

2부 실용음악전공

1988

 · 졸업정원제를 입학정원제로 

바꾸고 조형연구소와 

출판문화연구소를 설치, 2부 

광고창작과 신설

1989

 · 응용미술과, 문예창작과, 국악과 

1,2부 전공 분리를 과로 승격 독립

①응용미술과:1부 

시각디자인전공, 

2부 실내디자인전공

②문예창작과:1부 문예창작전공, 

2부 극작전공

③국악과:1부 국악전공, 2부 

실용음악전공

1990

 · 제2대 이사장 심재순 선생 서거

 · 제3대 이사장 한상준 선생 취임

1991

 · 동랑국악앙상블 창단 

1994

 · 유덕형 학장 제4대 이사장에 취임

 · 제5대 학장에 양정현 교수 취임

1995

 · 실내디자인과, 극작과 각 40명씩 

증원, 안산캠퍼스 기공

1996

 · 남산동 예술관 증축, 극단 

동랑연극앙상블 창단 (기념공연 

‘남과 북’)

1997

 · 드라마센터 리노베이션-

신소재를 이용한 내부 개축과 

하이테크놀로지가 구현된 무대, 

조명, 음향, 영상설비를 갖춘 

미래지향적인 극장으로 변모

1998

 · 학교법인 한국예술연구원을 

학교법인 동랑예술원으로 변경

 · 제6대 학장에 김기덕 교수 취임

 · 서울예술전문대학을 

서울예술대학으로 변경 

2001

 · 안산캠퍼스 완공, 캠퍼스 

이원화(예술교육전문공간-

안산캠퍼스, 예술체험전문공간 – 

남산캠퍼스)

 · 제7대 안민수 학장 취임, 대학부설 

남산교육원 개설, 안산캠퍼스, 

2001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

2002

 · 연극과, 영화과, 방송연예과, 

실내디자인과 수업연한 

연장(3년제)

 · 중국희곡학원과 MOU 체결, 

대학부설 동랑청소년 연기교실 

개설

2003

 · 디지털아트학부 신설

 · 문예창작과 120명에서 80명으로 

정원 조정

 · 미국 롱아일랜드대학(Long Island 

University)과 학술 교류 협정

2004

 · 제8대 노건일 학장 취임

 ·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노스리지대학

(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과 자매결연

2005

 · 교양학부 신설, 제2단계 교육시설 

건설사업 기공

2006

 · 기숙사 기공

2007

 · 제9대 유덕형 학장 취임

 · 신축 강의동(아텍, 마동, 바동)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수상

 · 제5대 이기흥 이사장 취임

2008

 · 미국 라마마 E.T.C., 

부에나비스타대학교, 

채프먼대학교, 

캘리포니아예술대학과 

MOU 체결

 · 전학과 3년제 개편.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문화예술 

최고위과정 개설

 · 서울예대-뉴욕 컬쳐 허브 개설

 · 예술정보센터(ATEC)와 

예술창조센터(ACC) 설치

2009

 · 미국 Digini. Inc & CTV(California 

Technoligy Venture)와 MOU 체결

2010

 ·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우수대학 선정 및 대표브랜드사업 

지원

 · 대학산하 창작기구 동랑창작집단 

발족

 · 제3단계 교육시설 완공

 · 전문학사과정 모집군을 

공연창작학부와 

미디어창작학부의 2개 전공군으로 

개편, 명예졸업제도 시행

 · 미국 브룩스대학, TVK/중국 OMG 

World/필리핀 Philippines Centre 

of ITI와 MOU 체결 

2011

 · 서울예대-LA 컬처허브 개설

2012

 · 서울예술대학에서 

서울예술대학교로 교명 변경

 · 산업체 경력 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인가(1년제)

 · 창학 50주년 기념 행사 

“Reunion-ReYOUnion” 개최. 

 · 미래비전 선포 『서울예술대학교 

교육특성화와 세계화』 발간

 · 문화예술산업융합센터 개관

 · 필리핀 Aurora Polytechnic 

College, Language 

Internationale과 MOU 체결

 · 영국 Rose Bruford College와 

인턴십 파견 협정 체결

 · 말레이시아 Berjaya Higher 

Education과 인턴십 파견 협정 

체결, 중국 운남민족대학과 

MOU 체결

2013

 · 유덕형 총장 The World Arts 

Education Week 2013, Lamp of 

Culture&the Arts Award 특별상 

수상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안산문화재단/미국 

C.M School, USC ICT와 MOU 

체결

 · 불꽃축제(동문 Home Coming 

Day) 및 서울예술대학교 

발전위원회 위촉식 개최

 · 서울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SICAF 2013” 

서울특별시와 공동운영

 · 교육부지정 2013 학사과정 

우수대학 선정

 · 2013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 제27회 인촌상 교육부문 수상

2014

 · 제5회 참교육대상 예술교육부문 

수상

 · 교육부지정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

 · 중국 북경전영학원/ 미국 Full Sail 

University/ 영국 University of 

Reading과 MOU 체결

2015

 · 교육부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 ‘매우우수’ 등급 획득

 ·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역량 

인증제」 인증대학 선정

 · 이탈리아 스폴레토 컬처허브 개설  

 · 인도네시아 I.K.J/CJ E&M 

China/중국 해양대학교 / 미국 

Gnomon School과 MOU 체결 

 · 안산시 다문화국제도시조성 

공동협약 체결

2016

 · 교육부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성과평가 ‘계속 지원 대학’ 선정

 · 미국 LA 컬처허브 독립 스튜디오 

개설  

 · 인도네시아 한인문화연구원, 

텔콤대학교, I.T.B/미국 노먼스쿨/

네델란드 ZUYD 대학교와 MOU 

체결

 · 유덕형 총장 미국 Asian Cultural 

Council의 John D. Rockerfeller 

3rd Award 수상

2017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인증대학 

선정

 · 인도네시아 반둥 컬처허브 개설

 · 인도네시아 덴파사르 대학교/ 미국 

샌디에고 대학교와 MOU 체결

 · Global Art Campus 구축을 위한 

학생종합포털 오픈

 · 예술정보센터 하이퍼스페이스, 

키네틱 설치, 네이처 공간 오픈

2018

 · 제50회 [한국도서관상] 수상, 

교육부 대학도서관 평가 1위

 · 주한 중국문화원과 MOU 체결 

2019

 · Ifs Internationale filmschule 

köln와 MOU 체결

 · 제13대 이남식 총장 취임

 · 한국TV(미주한국일보)와 MOU 체결

 · Bloomfield College와 MOU 체결

 · VISION 2025 선포

2020

 · 컬처허브 2019년 한국문화 

예술위원회(Arts Council Korea, 

ARKO) 의

‘Art & Digital Tech’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멀티미디어 

융합퍼포먼스인 “체인징 

타이즈”공연

 · 제6대 이종재 이사장 취임

 · [2020 World’s Universities with 

Peal Impact(WURI)] Industrial 

Application 부문 37위 

 · ㈜한국전기신문사 

전기사랑미디어콘텐츠 문화대전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 네덜란드 Amsterdam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AUAS) 와 

MOU 체결

 · 프랑스 Ecole nationale 

supérieure d’arts de Paris 

Cergy(ENSAPC) 와 

MOU 체결

 ·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지역사회발전 봉사협력 업무협약 

체결

 · ㈜디스트릭트홀딩스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 컬처허브 [2020 

한국콘텐츠진흥원 융복합콘텐츠 

시연 지원 사업] 선정 “생체 

데이터를 이용한 교감형 텔레마틱 

퍼포먼스 Vital Signs” 공연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상호교류  

업무협약  체결 

 · CGNTV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  ㈜이지위드 상호교류 업무협약 

체결

2021

 · 이남식 총장, 

‘2020대한민국경영자상’ 수상

 · 서울예술대학교, ㈜라바웨이브와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 실내디자인 전공 명칭 변경 

실내디자인전공→공간디자인전공

 · 시공테크 상호교류업무협약

 ·  ㈜상화상호교류협약 체결

 · JDC-서울예대, 제주 

문화예술진흥.확산 업무협약 체결

 · 제7대 한응수 이사장 취임

 · 유덕형 명예 이사장 취임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서울예술대학교 산학협력 체결

 · 서울예대, 영국 London 

Contemporary Dance School at 

The Place와 교류 협정 체결

 · [2021 World’s Universities with 

Real Impact(WURI)] 선정

 · 서울예대  Global Top 100 부문 

99위, 위기관리 부문 21위, 산업적용 

부문 30위, 학생의 이동성과 개방성 

부문 47위에 선정

 · 서울예술대학교, 안산환경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 서울예술대학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양해각서(MOU) 체결

 · 교육부 [2021 대학 기본역량 진단]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

 · 웅진씽크빅과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제작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 (재) 용인문화재단과 

문화예술산업의 공동 추진 업무 

협약 체결

Namsan Campus)

 · Ansan Campus won 2001 

Grand Prize of Korean 

Architecture Award,   

 · 7th Dean Min-Soo Ahn 

inaugurated. Opened 

Namsan Education 

Center

Ansan Campus Awarded 

2001 Korean Architecture 

Award

2002

 ·  The length of Theater, 

Film, Television, and 

Interior Design programs 

extended (3 years)

 · Opened the affiliated 

Dongnang Youth Acting 

Class,  · Signed MOU with 

the Chinese Comedy 

Academy.

2003

Added Digital Arts 

program. Opened Acting 

and Arts Management 

Cooperation Program. 

Reduced capacity of 

Creative Writing program 

from 120 to 80.

 · Signed academic 

exchange agreement 

with Long Island University.

2004

 · Opened Acting and 

Arts Management 

Cooperation Program

 · 8th Dean Gun Il No 

inaugurated,  · Signed 

sisterhood agreement with 

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

2005

 · 2nd Phase Educational 

Facility Construction 

Project

Added School of 

Humanities 

2006

 · Groundbreaking for the 

dormitory

2007

Added Acting program, 

9th Dean Duk-Hyung Yoo 

inaugurated

 · 5th Chairman Gi Heung 

Lee inaugurated

 · The new Lecture Halls 

(ATEC, Bldg. Ma, Bldg. 

Ba) won the Korean 

Architectural Culture 

Awards

2008

 · Signed an MOU with La 

Mama E.T.C., USA

 · All programs changed to 

3-year programs. Opened 

BFA Degree Programs.

 · Opened Seoul Arts – New 

York CultureHub

 · Opened ATEC and ACC

2009

 · Signed an MOU with Digini, 

Inc & CTV (California 

Technology Venture)

2010

 · Named Outstanding 

School for the 2010 

Vocational College 

Educational Capacity 

Improvement Project to 

support major brand 

promotion

 · Founded the affiliated 

Dongnang Production 

Company.

 · Completed the 3rd Phase 

Educational Facilities

 · Reorganized the AA 

Degree Programs into 

two schools – School 

of Performing Arts and 

School of Media Arts.

 · Established the Honorary 

Graduation Program

 · Signed an MOU with tvK 

(Television Korea 24, Inc.). 

Signed an MOU with 

Brooks Institute. Signed an 

MOU with the Philippines 

Centre of ITI. Signed an 

MOU with OMG World, 

China.

2011

  · Opened Seoul Arts – LA 

Culture Hub

2012

 · Licensed for the BFA Degree 

Programs without internship 

experience (1 year)

 · Held the 50th Anniversary 

Ceremony – “Reunion – 

ReYOUnion”

 · Published the Seoul 

Institute of the Arts 

Specialization and 

Globalization of Education 

for the future vision

 · Signed an MOU with 

the Philippines Aurora 

Polytechnic College and 

Language Internationale

 · Signed an internship 

agreement with Rose 

Bruford College, U.K.

 · Signed an internship 

agreement with Berjaya 

Higher Education, 

Malaysia

 · Signed an MOU with 

Yunnan National University, 

China

2013

 · President Duk-Hyung Yoo 

wins the Special Prize for 

the World Arts Education 

Week 2013, Lamp of 

Culture & the Arts Awards

 · Signed MOUs with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Foundation,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Ansan 

Cultural Center, C.M. School, 

USC, ICT of U.S. 

 · Held Flame Festival 

(alumni home coming 

day) and Seoul Institute 

of the Arts Development 

Committee appointment

 · Co-chaired the SICAF 

2013 (Seoul International 

Cartoon & Animation 

Festival) with Seoul 

Metropolitan City

 · Ministry of Education 

appointed 2013 Excellent 

School of Bachelor 

program 

 · Earned 2013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College Education 

certification

 · Won 27th Incheon Award 

Education department

2014

 · Won Art Education Award 

from 5th Korean True 

Education Award

 · Selected as Ministry of 

Education appointed 

Specialized vocational 

college

 · Signed MOUs with Beijing 

Institute of Science and 

Engineering, Full Sail 

University of U.S. and 

University of Reading of 

U.K, 

2015

 · Received 'Very Good' 

grade on 1st Ministry of 

Education Specialized 

vocational college 

Encouragement Program 

 · Selected certified school 

for 「Exchange student 

attract and management 

certification」 

 · Opened Spoleto Culture 

hub of Italy 

 · Signed MOUs with I.K.J of 

Indonesia, CJ E&M of China, 

China Maritime University, 

Gnomon School of U.S. 

 · Signed joint cooperation 

of multi culture city 

construction with city of 

Ansan

2016

 · Selected 'school for on-

going support' from 

Ministry of Education's 

Specialized Vocational 

College Encouragement 

Program

 · Opened U.S. LA Culture 

Hub Independent Studio

 · Signed MOUs with 

Korean Culture Research 

of Indonesia, Telecom 

University, I.T.B., Norman 

School of U.S. ZUYD 

University of Netherlands

 · President Duk-Hyung Yoo 

won John D. Rockefeller 

3rd Award of Asian Cultural 

Council

2017

 · Selected for Certified 

College of 「Education 

Globalization Certification」

 · Opened Bandung Culture 

Hub of Indonesia

 · Signed MOUs with 

Denpasar University of 

Indonesia, 

San Diego University of U.S.

 · Opened Student Total 

Portal for Global Arts 

Campus construction

 · Installed Art Information 

Center Hyperspace, 

Kinetic, and opened 

nature space

2018

 · Won 50th [Korean Library 

Award]

 · Placed 1st for Ministry of 

Education's College Library 

evaluation

 · Signed an MOU with 

Chinese Cultural Center to 

Korea

2019

 · Entered into MOU with 

Internationale filmschule köln 

(IFS)

 · 13th President Nam-Shik 

Lee inaugurated

 · Entered into MOU with 

Korea TV (Hanguk Ilbo 

USA)

 · Entered into MOU with 

Bloomfield College

 · Declared VISION 2025

2020

 · CultureHub presents a 

multimedia performance, 

"Changing Tides" with 

University California. It was 

supported by the Art and 

Digital Tech Project of the 

Arts Council Korea (ARKO) 

beginning in 2019.

 · Inauguration of the 6th 

Chairman of Dongnang 

Arts Foundation

 · Seoul Institute of the 

Arts’CultureHub ranked 

37th in the category of 

“Industrial Application”for 

the World’s Universities 

with Real Impact (WURI) 

organized by the 

Hanseatic League of 

Universities

 · Memorandum with 

Electimes Business 

Agreement

 · Memorandum with 

Netherland’s Amsterdam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AUAS)

 · Memorandum with 

France’s Ecole nationale 

supérieure d’arts de Paris  

Cergy(ENSAPC) 

 · Memorandum with Ansan 

Volunteer Center for Local 

Society Advancement

 · Business agreement 

for institute-industry 

cooperation with d’strict 

Holdings 

 · CultureHub presents a 

symphonic telematic 

performance using 

biometric data. This 

project was supported by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s Convergent 

Contents Demonstration 

Project of 2020. 

 · Business agreement with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for mutual 

exchange

 · Business agreement 

for institute-industry 

cooperation with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 Business agreement 

with Easywith for mutual 

exchange

2021

 · President Nam Sik Lee, 

2021 Awarded the Korea 

Management Award

 · Institute industry 

cooperation agreement 

with Lavar Wave

 · Name of program 

change, Interior Design 

Program - Spatial Design 

Program

 · Institute industry 

cooperation agreement 

with Sigong Tech 

Corporation

 · Institute industry 

cooperation agreement 

with Sangwha 

Corporation

 · Institute industry 

cooperation agreement 

with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JDC)

 · Inauguration of the 7th 

Chairman of the Board, 

Han Eung Su

 · Inauguration of Honorary 

Chairman of the Board, 

Duk-Hyung Yoo 

 · Mutual cooperation 

agreement with Suwon 

Sustainable City 

Foundation

 · Agreement for 

exchange with London 

Contemporary Dance 

School at The Place

 · Seoul Institute of the Arts 

ranked in [2021 World’s 

Universities with Real 

Impact(WURI)] 

 · Seoul Institute of the Arts 

ranked in the top 100 in 

the following categories,

Crisis Management for 

COVID-19 response by the 

student and admissions 

office,

Industrial Application by 

the Arts and Technology 

Expression Center, 

Student Mobility and 

Openness by the Support 

Center for Practical 

Training

 · Cooperation Agreement 

with Ansan Evergreen 

Foundation

 ·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 International 

Cooperation Center, ICC 

MOU

 · Seoul Institute of the 

Arts, Selected General 

Financial Support 

Institution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Higher 

Education Competencies 

Diagnostic Evaluation

 · Institute industry 

cooperation agreement 

with Woongjin Think Big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Yongin 

Cultural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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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공학센터  ATEC

녹음실  

Recording Studio

디지털오디오실습실  

Digital Audio Practicum 

Studio

영상편집실습실  

Video Editing Practicum 

Studio

전자공방  

Electronic Workshop

스튜디오/시사실  

Studio/Screening Room

본부동  Bonbu-dong 

(Administration Headquarters)

대학본부  

Administrative Headquarters

행정부서  

Industry-Institute 

Cooperation Foundation

예술정보센터(도서관)  

Center for Information and 

the Arts (Library)

지원동  Jiwon-dong        

(Support Building)

컴퓨터 랩실  

Computer Lab

보건실  

Health Services

학생식당  

Student Cafeteria

복사실/매점/카페  

Printing Shop/Convenience 

Store/Cafe

연연생활관  Dormitory

학생기숙사  

Student Housing

북카페  

Book Cafe

체력단련실  

Fitness Room

=

가동  Ga-dong

영화전공 

Film

방송영상전공  

Television

디지털아트전공  

Digital Arts

나동  Na-dong

연극전공  

Theater

무용전공  

Dance

연기전공  

Acting

한국음악전공  

Korean Music

실용음악전공  

Applied Music

다동  Da-dong

문예창작전공  

Creative Writing

극작전공  

Dramatic Writing

광고창작전공  

Creative Advertising

예술경영전공  

Arts Management

라동  Ra-dong

시각디자인전공  

Visual Design

사진전공  

Photography

공간디자인전공  

Spatial Design

마동  Ma-dong

공연창작학부  

School of Performing Arts

미디어창작학부  

School of Media Arts

예술창작기초학부  

School of Foundational 

Studies for Art Making

예장(대형공연장)  

YeJang (Blackbox Theater)

게스트하우스  

Guest House

바동  Ba-dong

공방(무대제작소)  

Workshop (Scene Shop)

취·창업 지원센터  

Career Services Center

학생상담센터  

Counselling Center

학생자치기구  

Students Council

예비군대대  

Reserve Forces Support

아텍

다동

마동

운동장

Ground

정문

Main 
Entrance

후문

Back 
Entrance

바동

Art&Technology 
Expression 

Center

지원동

Jiwon-dong
(Support Building)

연연생활관

Dormitory

Ba-Dong

존배 조각상

John Pai 
Sculpture

가동나동

Na-Dong Ga-Dong

라동

Ra-Dong

Da-Dong

Ma-Dong

본부동

Bonbu-dong
(Administration Headquarters)

문화예술산업융합센터

Center for Convergence of Culture, 

Art, and Industry

드라마센터 

Drama Center

심재순관

Shim Jae Soon Building

예술관

Arts Center

전면광장

Plaza

주차장

Parking Lot

드라마센터 

Drama Center

심재순관

Shim Jae Soon 
Building

예술관

Arts Center

문화예술산업융합센터

Center for Convergence of 
Culture, Art, an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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