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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 Blossom Academy(D.B.A.)는 발달장애인들이 

창조적 예술활동을 통해 더 나은 자기 자신에 대한 

꿈(Dream)을 가지고 잠재된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Blossom)는 기회의 장입니다. D.B.A.는 깊이 

있게 예술을 배울 기회가 적은 발달장애인들이 뛰어난 

예술 작가들과 함께 하는 교육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예술감수성과 창작능력을 개발하여 문화예술인으로 

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단순히 종이와 펜을 마주하고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펜을 움켜쥐고 눈과 손이 

다른 곳을 향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D.B.A. 

시간에 우리는 물감을 섞어 다양한 색을 바라보고, 

오로지 유성펜의 12색만 반복하여 사용하기도 하며, 

누군가에게 “사랑해, 행복해, 고마워”라는 글을 

써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색종이를 면과 면으로 합쳐 

붙이고 또 덧붙여가며 무엇인가 만들고 표현합니다. 

뚜렷한 목표와 결과가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이런  

시간은 자신이 더 나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함께 있는  

동료들의 것과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그 시간 함께 하는 동료들과 재료를 

공유하고, 물감을 흩뿌리거나 떨어뜨리면서 만들어 

내는 다양한 색감과 질감, 형태들을 보고 신기하고 

놀라운 감정을 공유하는 재미있는 시간입니다. 이런 

즐거운 시간을 담아낸 작품들을 전시하는 오늘은 

우리의 놀라운 꿈 봉우리가 맺히는 날입니다.

 본 전시는 우리에게 미지의 땅이었던 전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그 맞잡은 

손으로 설레임과 열정의 시간을 빚어서 나온 짜릿한 

결과물들이 선보이는 장입니다. 우리의 꿈이 피어나는 

가치 있는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관·주최  서울특별시중구장애인복지관

지원  아산사회복지재단

협력  토탈미술관·Space 55

  

Dream Blossom Academy

고상희·김종문·송지수·신현빈·이보림· 

정민우·정문성·정상범·정수영·  

최병철·최재훈·하태수·홍영훈

협력작가 

김시하·노세환·방은겸·양수형·

원지호·정승·최성록·한경은

Rémi Klemensiewicz

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

관장 정진옥

사업단 안영환·김솔림·김민주

토탈미술관

관장 노준의

책임 큐레이터 신보슬

코디네이터 이태성 

디자인 손혜인

영상 최윤석

Inv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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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Painting

section 01



사진자화상 
마음을 담다

section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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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Face” Art

section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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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팅 연습 #1

section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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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팅 연습 #2

section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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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팅 연습 #3

section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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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문

최재훈

하태수

정문성

큐레이팅 연습 #4

section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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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빈정민우

홍영훈정수영

이보림송지수

고상희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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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팅 연습 #5

section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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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팅 연습 #6

section 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