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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미술과 친해지기

<친절한 현대미술 Ⅱ- 추상은 살아있다> 어린이 감상 가이드 Self Guide

 ‘산’을 보이는 그대로 그리지 않고,

색과 형태로만 사용하여

강렬하고 순수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시골 한 마을에서 춤을 추는 것 같이

보이는 허수아비를 표현하여

시골에서의 즐거움을 나타낸 작품입니다. 

전시를 감상하기 전에 잠깐 추상미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추상미술이란, 우리가 보는 그대로를 그린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리거나 만드는 미술이에요. 
지금부터 추상미술 속에 나타나는 재미있는 형태와 모양을 찾아보고, 상상해서 직접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 볼게요. 

유영국 <산> 캔버스의 유화, 1997

*교과서 수록 작품 (초등미술 3,4 교학사)

남궁원 <허수아비-여름> 캔버스의 아크릴, 2006

(활동1) 작가는 산의 모습을 자신만의 형태와 색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화랑유원지에서 보이는 자연의 모습을 작가처럼 표현해 볼까요? 

A. 세상을 탐구하자

B. 나의 마음을 표현해 보자

(활동2) 여름날 허수아비를 본 경험이 있나요? 나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허수아비를 직접 그려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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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색을 사용하여
투명하게 순수하게 빛나는 빛을 표현했습니다. 

물에 담가둔 한지를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자연의 형태를 만들어 냈습니다.

하인두 <무제>
캔버스의 유화, 1986

박서보 <묘법 NO.031219>
캔버스에 한지, 혼합재료, 2003

성능경 <넌센스 美術(미술)>
신문지,포장박스에 구두약칠, 1989

(활동3) 작가는 색으로 추상을 설명
         하고자 했습니다.
         나의 순수한 마음을 표현하는
         색을 골라 색칠해 봅시다. 

(활동5) 작품을 자세히 관찰해 볼까요? 작품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생각나는 대로 모두 적어봅시다. 

[           ] [           ] [           ] [           ] [           ]

(활동6) 우리는 흔히 흰색 종이 위에만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데, 성능경 작가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작품은 무엇에 칠을 한 것일까요? 

(활동4) 작가는 이 작품의 제목을 무제(제목없음)로 두었어요. 작품을 감상하고 떠오르는 제목을 적어 봅시다. 

C. 순수함을 찾아서 D. 사물이 되다

E.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자

성능경 작가의 신문작업의 완결

편인 이 작품은 신문지, 포장지, 

상자에 구두약을 칠해,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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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활동지는 경기도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을 위하여 제작된 교재입니다. 
본 활동지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경기도미술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www.gmoma.or.kr　

<친절한 현대미술 Ⅱ- 추상은 살아있다> 전시 작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작품명/작가이름:

나의 전시감상문:

방문날짜 :

학교 :

이름 :

김영수 <곡물> 종이에 피그먼트 잉크, 혼합재료, 2007

(활동7) 위의 작품은 각각 어떤 곡물을 찍은 사진일까요?

(활동8) 작가는 여행하는 동안 왜 곡물들을 찍었을까요?

작가는 실제 3년간 시골의 시장을 돌아다니며 찍은 사진 작품들로,
곡물들이 가지는 원래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합니다. 

F. 일상 속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