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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교육사의 자질과 역량, 역할 수행에 관한 사례연구
－영은미술관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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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재 미술관의 주요 기능 중 분야가 가장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 미술관 교육이다. 미술관에
서 운영되는 교육은 일반 학교교육과는 차별성을 지니기에,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미술관
교육사)의 양성과 발굴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미술관 교육 전문 인력의 꾸준한 양성과 발굴을
계획하여 보다 깊이 있고 창의적인, 준비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나아가야 한다.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 수행하는 미술관 교육사(에듀케이터)의 전문성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미술관의 주된 기능(전시, 교육, 레지던스, 소장품 연구 등) 중, 교육이 수행하는 비중
이 더욱 커지고 있고, 그 가치를 인식하고 학습의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할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과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 기획자(미술관 교육사)의 전문적인 역량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미
술관 이용자들로 하여금 일반적인 전시 설명, 교육에의 참여 활성화뿐만 아니라, 미술관에 대한 전반
적인 이해와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쉬운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사례연구는 영은미술관 교육사(에듀케이터)의 자질과 역량, 역할의 수행 과정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좋은 부분은 함께 공유하고 개선해 나아가야 할 부분도 함께
살펴봄으로서 앞으로 미술관 교육사의 지원 프로그램 및 역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미술관교육사(에듀케이터)라는 교육 전문 인력이 전문적인 체계 속에서 육성되어 더 많은 미술관
에서 그들만이 지닌 자질과 역량, 역할 수행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미술관 교육 분야에서
활동 중인 미술관교육사(에듀케이터)들도 직무 역량의 전문성을 키워 나아가기 위해 무한한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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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기를 바래본다.

주제어 : 미술관 교육사, 전문 인력 양성, 전문적 역량, 전문성, 작가연계 프로그램

Ⅰ. 서론
미술이 그 시대의 문화를 기록하고 반영하며 나아가 문화의 창조와 발전에 공헌한다고
볼 때, 미술관은 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러한 환경 속에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 수행하는 미술관 교육사(에듀케이
터)의 전문성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미술관의 주된 기능(전시, 교육, 레지던스, 소장
품 연구 등) 중, 교육이 수행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고, 그 가치를 인식하고 학습의 새로
운 접근을 시작해야 할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 전문 인
력의 양성과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현재 미술관의 주요 기능 중 분야가 가장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 미술관 교육이다.
미술관에서 운영되는 교육은 일반 학교교육과는 차별성을 지니기에,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미술관 교육사)의 양성과 발굴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미술관 교육 전문 인력
의 꾸준한 양성과 발굴을 계획하여 보다 깊이 있고 창의적인, 준비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해 나아가야 한다.
2012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주5일 수업제로 실행되고 있으며, 학생들 또한 학교 미술교육
에서 벗어나 문화기반시설에서 보다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에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
록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미술관에서 이루어
지는 교육프로그램 역시, 더욱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 기획자(미술관 교육사)의 전문적인 역량과 역할이 매우 중요
하며, 미술관 이용자들로 하여금 일반적인 전시 설명, 교육에의 참여 활성화뿐만 아니라,
미술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쉬운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사례연구는 영은미술관 교육사(에듀케이터)의 자질과 역량, 역할의
수행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좋은 부분은 함께 공유하고 개선해 나아가
야 할 부분도 함께 살펴봄으로서 앞으로 미술관 교육사의 지원 프로그램 및 역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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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영은미술관 소개
영은미술관은 1992년 한국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대유문화재단이 모태
가 되어 2000년 11월 개관하였다. 경기도 광주시 경안천변의 수려한 자연환경 속에 영은미
술관은 동시대 현대미술 작품을 소장, 전시하는 현대미술관과 국내 초유의 창작스튜디오를
커다란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다양한 현대미술작품의 전시와 연구, 교육 프로그
램을 통해 미술관 자체가 살아있는 창작의 현장이자 작가와 평론가, 기획자 등이 동시대
미술을 접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되어 왔다.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하는 영은미술관은 조형
예술의 틀을 넘어서서 형식과 내용의 예술이 공존하고 교차하는 가운데 예술의 대중적 지
반을 넓혀나가고자 한다.
현대미술의 중심지 영은미술관은 기획전과 개인전을 통해 국내․외 현대미술의 주요 작
가의 작품을 소개하고 동시대 현대미술의 흐름과 함께 호흡하고자 한다. 아울러 전시와 연
계된 세미나 워크샵 등을 개최하며 현대미술의 주요 쟁점과 논제에 대한 활발한 담론의 장
을 생성해 나가고 있다.
예술과 대중의 가교로서 미술전문인들 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
는 전시기획을 통해 현대미술을 보다 친숙하고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다. 이러한 시도들은 궁극적으로 지역과 사회에 예술의 대중적 지반을 넓혀나가는 데 기여
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확대로서 전시와 연계된 교육프로그램과 도자, 유리, 염색 등의 체험프로
그램 등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민과 대중들이 함께 호흡
할 수 있는 예술의 장이 되고 있다.
총면적은 7만 여 평, 건물의 연면적은 1천 58평이다. 이곳에는 1천 58평 규모의 본관과
438평 창작동, 총 70평 규모의 세미나실, 지상3층, 지하1층 252평 규모의 연구동이 들어서
있다. 또 140평 정도의 부속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다. 잣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1만 7천 여
평의 야외 잔디광장에는 야외조각, 설치미술의 전시공간과 공연장이 확보되어 있다. 특히
미술단지는 상수원 특별보호구역이라는 청정구역 안에 위치해 있으며 앞으로는 경안천(京
安川)이 흐르고 있다. 미술관을 품에 안고 있는 듯한 수려한 자연림이 야외 조각전시장과
자연스레 조화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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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은미술관 교육
2000년 미술관 개관 이래 입주작가 및 공방작가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해오고 있다. 미취학 아동부터 장애인, 일반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맞춘 대상별 교육프로그램이 매해 새롭게 기획, 진행되고 있으며 상설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을 비롯하여 방학특별프로그램, 뮤지엄 아트캠프(한국 사립미술관으로서 최초 운영) 등 시
즌 특별프로그램 또한 특별 기획, 운영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 우수사례인 2003~2004 영은문화 체험마당은 영은미술관 입주작가들과 지
역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함께했던 대규모 교육프로젝트로서, 최근 다양한 형태로 기획, 운
영 중인 ‘창의체험프로그램’의 모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미술관 내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외부로 직접 찾아가는 미술관교육프로그램,
국가 혹은 지자체의 지원사업 일환으로 기획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미술관
과 관람자가 서로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표 1> 영은미술관 역대 교육프로그램 리스트－지역 연계 교육프로그램 포함(2000~2013. 현재)
교육프로그램 항목

운영연차수

지원처

공방체험프로그램(도예/유리공예/염색)

14

지역 어린이 대상－여름, 겨울방학 프로그램

13

지역 장애인연계 프로그램

13

복권기금 지원사업

전시연계 프로그램_뮤지엄 페스티벌

9

문광부/(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지역－학교연계 프로그램

11

찾아가는 미술관교육 프로그램

5

지역 어린이 대상－여름, 겨울방학 프로그램

13

영은뮤지엄 아트캠프

4

지역소외계층－무료지원

지역명예교사 프로그램－강형구 작가

2

문광부/아르떼 지원

지역_성인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전문가 양성 프로젝트 Ⅱ

2

광주시 후원

광주 미협 후원 교육프로그램－지역 소외계층 대상 교육프로그램

3

광주미협 후원

지역연계 프로그램－차상위 계층 가족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1

광주시 후원

지역민과 함께하는 성인아카데미(규방공예)

5

작가연계 프로그램

11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지역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1

아르떼/(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박물관학보 博物館學報 Journal of Museum Studies 25 (2013.12)

51

<표 2> 영은미술관 주요 교육
교육 제목

영은미술관 겨울방학
특별교육프로그램
－행복나눔전 후원

진행 이미지

내용

광주 미협－행복나눔전 후원으로 지역 소외
계층 어린이 지원 교육프로그램
지역 어린이들과
광주 미협 참여작가－이승우 선생님의 작품
함께하는 교육
해설 및 전시관람과 종 만들기 체험 그리고
－소외계층 지원 포함
책의 조형을 창조하는 김성호 작가와 함께
책 조형작품 만들기 체험

2003~2004
영은문화 체험마당

경기도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후원으로 광주
시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
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영은창작스튜디오
작가들의 작업을 연계한 대규모 학교연계프
로젝트로, 창의체험프로그램의 모태가 되었
던 모범사례이다.

학교연계
창의체험 프로그램

“창의적 체험활동”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
급, 학년, 동아리 단위로 참여하여 프로그램
을 통해 결과중심이 아닌 과정중심의 협동심
및 성취감을 향상시키며, 아이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전시감상․체험활동
프로그램

에듀케이터의 해설과 함께 전시작품을 감상
하고, 도예, 유리, 염색, 비누작가와 만나 다
양한 작품을 만들어봄.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사업

비 고

경기도광주시
광주시교육청
(현.광주하남교육청)

복권기금 지원사업 일환으로, 지역 미취학
지역 소외계층 어린이
소외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대상 지원사업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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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성인대상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뮤지엄 도슨
트의 역할 및 대상별 전시 해설법을 교육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기관의 전문 인력으로
써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지역－성인들 대상
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영은미술관
뮤지엄 아트캠프

여름방학 중 2박3일간/ 겨울방학 중 1박 2일
간 영은미술관에서 생활하며 현대미술작가,
영재교육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교육
전문 강사진들과의 예술활동 체험을 함

지역－소외계층
어린이 일부 지원

영은미술관 여름방학
특별 교육프로그램

매해 여름방학 / 겨울방학 기간 중
작가연계 특별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며, 참
여자 중 10%는 항상 지역 소외계층 어린이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역 내 어린이대상
교육프로그램

KB국민은행
－박물관 노닐기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는 체험중심의 한 과
정으로 기간 중 전시 참여 작가와 다양한 문
화예술 경험 및 양질의 교육을 제공

지역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

2012영은미술관체험한
마당－문화바우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유물 심화 감상 및
유리공예체험

지역 소외계층대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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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엄페스티벌
<단순의 미학－
미니멀리즘+>

매년 5월 전국 사립미술관에서 개최되는
Museum Festival 예술체험 그리고 놀이

53

지역 유치원 및
학교 대상
전시연계 프로그램

뮤지엄 오픈데이
미술관 가는 날
<영은창작스튜디오
오픈데이>

영은미술관만이 가진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의 특성을 살려 오픈데이 행사로 일반인들에
게 스튜디오를 공개하는 프로그램

광주드림스타트

저소득층 아이들 대상으로 건강 복지보육 교
육 문화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은 도예공방작
가 진행

지역 내 저소득층
어린이 대상
교육프로그램
－광주시 평생교육과

찾아가는미술관
<LIB+ART Projuct
예술 그리다, 빠지다,
담다>

광주시립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으로 영은미
술관, 작가가 함께 도서관으로 찾아가 현대미
술관련 다양한 체험식 강의 프로그램을 진행

지역－가족대상
교육 프로그램
광주시립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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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미술관
어린이날 미술대회

지역－가족단위
어린이날
매해 어린이날을 맞아 진행되는 미술대회, 미
미술대회 행사
술관 야외 조각공원에서 개최
－기념품 지급 및 각종
이벤트

3. 영은미술관 미술관교육사(에듀케이터)의 자질과 역량, 역할 수행
현재 영은미술관 미술관교육사(에듀케이터)는 미술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프로그램
을 기획, 운영하고 있는 주체자이며, 기획자이다. 학부 전공의 경우, 문화예술 분야 모든 전
공이 가능하며 석사 전공은 미술교육학 / 박물관미술관교육학이 대부분이다. 물론 교육학
분야가 아닐 경우에도 박물관․미술관 교육 분야 실무 경험자 혹은 미술관 교육 분야에
흥미와 관심이 있으면 누구든지 자격이 충분하다. 이에 지금부터 미술관교육사(에듀케이터)
가 지녀야 할 항목들을 영은미술관 미술관교육사(에듀케이터)의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실무 역할 수행의 첫 번째 예로,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중 대표 프로그램인 전시연계 프
로그램 기획 및 진행을 예로 들어보고자 한다. 미술관의 주된 기능인 전시와 교육 중, 전시
관람자 혹은 감상자들이 전시의 주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적 역할을
해 주는 것이 ‘교육’ 이기에, 전시와 교육은 서로 분리되는 개념이 아닌, 함께 공존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관계이다. 이에 있어, 전문화된 가교적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는 미술관교육사
(에듀케이터)의 전문적 기획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내실 있는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전문
인력의 역량이 필수적이다. 전시를 기획한 전시 담당 큐레이터와 전시 기획 단계부터 꾸준
한 소통과 공유를 통해 그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기획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전시
에 참여한 작가(영은미술관의 경우, 영은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연계 프로그램이 ‘주’를 이
룬다) 와의 작품론 분석, 아이디어 개발 등 다양한 역할 수행의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그 미술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과의 연관성을 활용하여
그의 특성에 맞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지역이 지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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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연 환경, 지역의 인적․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의 어울림 속에서 창의적 문화
예술 교육으로 이끌어 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는 장르 특화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의 중요성이다. 국내
공․사립 미술관들 중 공립의 경우에는 특정 장르를 중심으로 한 미술관 보다는 종합적인
주제를 고루 다루는 형식의 미술관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반해 사립미술관들의 경우, 특정 주제 혹은 장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술관
들의 비중이 꽤 높은 편이고 관람객들로 하여금 특성화 된 주제의 전시를 보기 위해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영은미술관’ 또한 ‘영은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작가연계 프로그램’ 이라는 장르 특화 프로
그램이 다양하게 기획, 운영되고 있다. 미술관 공간 속에 창작스튜디오를 겸비하고 있기에
작가 스튜디오 탐방 프로그램부터 작가의 작품 및 작업 기법을 활용하여 작가가 함께 공동
기획으로 혹은 프로그램 진행자로 직접 참여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활발히 운영 중이다.
2003~2004 영은문화체험마당을 시작으로 작가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프로그램 기획 단
계부터 미술관교육사(에듀케이터)와 함께 더욱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이끌어 내고 있다.
교육 강사가 아닌, 현대미술 작가와 직접 소통하고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져보기
위해 많은 학교 관계자 및 단체 기관에서의 참여도 또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작업의 과
정을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적용하여 흥미로운 프로그램 운영에 큰 기여를 해
주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대상들 역시 작가들과의 만남 자체에 특별함을 느끼
며 동기 부여에 이바지한다.
마지막으로 미술관교육사(에듀케이터)의 끊임없는 자질 개발과 전문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특정 주제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다채롭게 기획, 운영하기 위해 전문 인력
역시 참여 대상별, 연령별로 상이한 주제의 특화된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영은미술관 미술관교육사(에듀케이
터)의 프로그램 기획 과정을 보면, 전시의 주제와 영역을 두루 섭렵하고, 공교육과의 공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교과서를 연구하고 접점을 찾아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활동지 및 체험교구
를 기획한다. 이후 미취학 어린이부터 고등학생까지의 각 수준에 맞추어 전달 내용을 가감
하여 4단계로 제작하고, 진행에 필요한 시각 자료 및 교구를 제작한다. 진행시간 동안(약
90분) 선지식(미술관 안내 및 예절)의 전달, 작품 관람, 각종 시각자료를 활용한 활동지와
체험활동, 그리고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고 소통 후 정리로 마무리 된다. 대상의 연령에 따라
동선 및 각 스텝의 시간 안배를 조절하여 진행하며, 평가는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설문지
를 토대로 미술관 내 자체평가로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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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지금까지 미술관교육사(에듀케이터)의 자질과 역량, 역할 수행에 대해 영은미술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에 있어 미술관교 육사(에듀케이
터)는 미술관과 미술관을 찾는 감상자, 관람객들이 미술관 공간, 그속의 전시에 대한 괴리감
없이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가교적 역할의 주체자 이다.
최근 미술관 내 교육프로그램의 비중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미
술관의 수도 함께 늘어가고 있지만, 이에 반해 교육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질적 향상을 꾀
하는 곳은 지극히 한정적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류 속에 전문성을 지닌 미술관교육사
(에듀케이터)의 육성이 매우 시급하고, 큐레이터(전시 기획자)와 더불어 에듀케이터(교육 기
획자)의 활동, 채용 또한 보편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내
실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질적 향상에 그들의 역할이 절실하다.
위에서 소개된 다양한 교육 사례들 역시, 미술관교육사(에듀케이터)의 역할이 없었다면
일반 미술교육 혹은 그와 비슷한 형태의 교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전문성이 배제된 교
육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미술관 교육 분야에서 미술관교육사(에듀케이터)는 미술관과 수요자가 함께 소통할 수 있
는 통로이며 그들로 하여금 미술관을 매개체로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주체자이다.
이러한 통로에서 더 많은 이들이 미술관과 대중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또한 매우 절실하다.
모쪼록 미술관교육사(에듀케이터)라는 교육 전문 인력이 전문적인 체계 속에서 육성되어
더 많은 미술관에서 그들만이 지닌 자질과 역량, 역할 수행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미술관 교육 분야에서 활동 중인 미술관교육사(에듀케이터)들도 직무 역량의 전문성을 키워
나아가기 위해 무한한 노력을 해주기를 바란다.

<참고문헌․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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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se Study of Qualification, Capability,
and Role Performance of Museum Educator
－Case of Youngeun Museum of Contemntemporary Art－
Lee, Ji-min*
21)

One of the key functions of an art museum that is noticeably expanding today is art
education. Since art education differs from typical secondary school education in its
character, it is crucial to discover and train professional labor force (museum educator).
Therefore, through continuous discovery and training of professional art educators, a
museum should run a more in-depth, creative, and prepared education program. As a
person who plans and runs museum’s education programs, an art museum educator’s
professionalism and role are very important. Among a museum’s main functions
(exhibition, education, residency, research on the collection, etc.), education is fulfilling a
bigger portion than ever before. It is time to recognize the value and find new approaches
to art museum education. As a result, development and continuous support of professional
educator on a national level are necessary. In order to enable this, competence and role
of an education program’s planner (museum educator) are critical. Museums should not
only encourage participation of visitors in explanation of exhibitions and education
programs, but also promote understanding of art museum in general as well as provide
easy explanation on the importance of arts and cultural education. A case study with this
perspective examined qualification, capability, and role-carrying process of an educator at
Youngeun Museum of Contemporary Art. As it shares favorable parts and also takes a look
at areas that need further improvement, it strives to formulate a plan to vitalize art
educators supporting programs. With a hope that art educators will be able to display their
ability and competence in a specialized system at more art museums, I also ask the

* Chief Curator of Youngeun Museum of Contemporary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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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ors to put in great efforts to develop professionalism in their field.
Keywords : Educator, Train professional labor force, Professional qualification, Expertise
Artist-Connected-Pro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