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상놀이 작품을 관찰하며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는 작품들이 상상놀이에 속합니다. 눈으로만 감상해주세요. 

표현놀이

몸놀이

두 가지의 작품을 비교·관찰해보며 미술을 감상하는 능력을 키우는 작품들이 표현놀이에 속합니다.

눈으로만 감상해주세요.

직접 만져보고, 체험해보며 미술과 친해져 볼 수 있는 작품들이 몸놀이에 속합니다.

자유롭게 만져보세요.

작품을 감상할 때 아이들과 

함께 도입글을 읽어 작품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미를 유발합니다.

그 후 작품 설명을 참고하시어 

아이들에게 작품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도입글과 작품 설명 활용하기"

작품 도입글 예 작품 설명 예

상상놀이 전시장

손솔잎 작가는 조금 독특한 방법으로 작품에 다양한 새를 그렸어요. 새의 모양으로 한지를 조

금씩 뜯어내어 새의 털처럼 울퉁불퉁 입체감을 만들고 거기에 색을 칠했어요. 새에 칠해진 색

은 원래 그 새가 가진 고유의 색이 아니라 손솔잎 작가가 칠하고 싶은 색을 사용했어요. 그래

서 작품 속의 새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친숙한 모습을 하고 있는 새이지만 색이 달라 낯설

게 느껴지기도 한답니다.  

<새 공부 A Bird Study / 2011-2013> 손솔잎

재료/크기:  한지에 혼합재료 / 420x290x320(cm)

안녕? 친구야! 우리는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어.

이제부터 우리와 함께 훨~훨 ~날아보자.

도  입  글:

작 품 설 명:

이피 작가는 상상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기쁨, 분노, 슬픔 등 자신이 느낀 감정이 만약 동

물로 변한다면 어떻게 생겼을까? 라는 상상을 하고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죠. 사람들의 감정이 

다양한 만큼 이피 작가의 상상 동물의 종류도 다양하답니다. 예를 들면 감기가 걸려 작품을 만

든 날엔‘감기곤충’이 탄생했고, 생각이 많아 상상의 바다에 빠져있던 날엔‘인어가 나에게 영

감을 준다.’라는 작품이 만들어졌어요.

※ 작가 드로잉 색칠공부 그림은 매달 교체됩니다. 

<내 얼굴 위의 세계 The World on My Face / 2013> 이피

재료/크기:  혼합재료 / 240x80x160(cm)

나는 너의 꿈속의 친구~ 내 안에는 다양한 친구들이 숨어 있어.

어디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

도  입  글:

작 품 설 명:

홍상식 작가는 어릴 적 국수를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했어요. 국수를 한 움큼 쥐고 손가락으로 

눌러 다양한 모양을 만들곤 했죠. 이때 기억을 바탕으로 빨대를 가지고 사람의 신체 일부분이

나 사물을 입체적으로 만든답니다. 차곡차곡 쌓아올려진 빨대가 만들어내는 저부조의 작품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작품 앞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위치에 따라 변화하는 작품을 관찰하게 하는 

상호작용을 이끌어낸답니다. 

<Blow 불다 / 2012> 홍상식

재료/크기:  빨대 / 180x160x40(cm)

...?!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

도  입  글:

작 품 설 명:



박용선 작가는 작품이 작가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최소한의 관여만 있어

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는 일상 속에서 발견된 사물이나 자연물을 있는 그대로의 형태

에 가깝게 제시하는 작업을 하죠. 현재 전시되어 있는‘잎’시리즈의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죽은 

잎사귀를 모아 다른 모습으로 바꾸지 않고 헤진 부분만을 찾아 꿰매 주는 작업을 했죠. 이런 그

의 작업에는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아픈 자연을 치료해 주려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잎 Leaf / 2007> 박용선

재료/크기:  나뭇잎, 바느질 / 60x60,80x80,90x90(cm)

나는 나무에서 떨어진 잎사귀.

아픈 나를 한 땀 한 땀 바느질로 고쳐 주어서 고마워~
도  입  글:

작 품 설 명:

자연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박형렬 작가는 사람들에 의해 함

부로 이용되고 아파하는 자연에 주목했어요. 조각조각 분해된 땅, 날카로운 것에 의해 베인 것 

같은 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람들에 의해 포획된 자연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사진에 표현

했어요. 이를 통해 사람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길 바라죠.

재료/크기:  잉크젯프린트, 플렉시글라스&나무액자 / 120x150,56x70(cm)

1. 조각조각, 누군가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었네?

2. 아얏~ 사람들은 종종 자연을 아프게 해. 
도  입  글:

작 품 설 명:

<포획된 자연 시리즈 The Captured Nature / 2012-2013> 박형렬

 ‘솜’작가라 불리는 노동식 작가의 모든 작업에는 솜이 빠지지 않아요. 이는 작가가 어린 시절 

솜틀집의 아들로 자라면서 보고 느꼈던 것들을 작품으로 풀어내기 때문이죠. 작가의 작품은 크

게 두 가지의 주제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는 관람객에게 다양하고 즐거운 상상을 가능케 하고 

두 번째는 익숙한 사물들을 관람객에게 제시해 시각적 즐거움과 과거에 대한 향수를 선사하죠. 

현재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하늘을 날다’는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스카이다이빙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하얀 연기를 뿜으며 창공으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순간적으로 포착하여 표현

했어요.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사람들은 목표지점을 향하여 모여들며 이들은‘어린이 꿈★틀’의 

대표적 이미지인 별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구름을 가르다 Cross The Cloud / 2011> 노동식

재료/크기:  혼합재료 / 가변크기

별이 되어라

별이 되어라

반짝반짝 별이 되어라

누군가에게 별이 되어라

누구에게나 별이 되어라

도  입  글:

작 품 설 명:

행복하기 위해 작업을 만드는 박형규 작가의 작품 재료는 소형폐가전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가

는 것보다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 작품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죠. 작가의 

손을 거쳐 탄생한 작은 생명체들은 관람객에게 심오한 의미나 복잡한 감정을 전달하기 보다는 

가볍고 즐거운 마음을 선사하죠. 이 역시 작가가 추구하는 행복과 맞닿는 부분이에요. 작가는 

작품을 보는 관람객이 즐거워하고 꿈을 꾸기도 하며 행복해 하길 바란답니다.  

<夢想(몽상) Fantasy / 2013> 박형규

재료/크기:  혼합재료 / 가변크기

이곳은 나의 꿈속이야~ 

내가 만든 작고 귀여운 친구들이 함께 있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도  입  글:

작 품 설 명:

꿈★틀 전시장 가운데 박혀있는 이 폭탄은 높이가 3m나 되는 거대한 작품이에요. Levi's(리바

이스)라는 유명한 의류 브랜드의 라벨을 이용해 폭탄의 겉면을 꾸미고 폭탄 윗부분은 두 개의 

동그란 날개를 붙여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캐릭터인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미키마우스를 연상

하게 만들었죠. 작가는 이 두 브랜드를 자본주의 문화산업을 대변하는 아이콘으로 간주했어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넓혀가며 각 나라들을 상업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이러한 

문화적 컨텐츠를 작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위험한 것임을 알리고자 자신의 작품에 

‘미키폭탄’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미키폭탄 The Mickey Bomb / 2008> 김지민

재료/크기:  리바이스 라벨, 스폰지 / 300x300x300(cm)

앗, 폭탄이 펑~도  입  글:

작 품 설 명: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의 동물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김미인&서정국 작가는 키다리 기

린의 몸에 활짝 피어나는 꽃 머리를 가진 '플로린'과 토끼의 몸과 오리의 머리가 합쳐진 '두빗, 

그리고 원숭이의 얼굴과 파리의 몸을 가진 '몽플라이'라는 세가지의 상상의 동물을 만들어냈어

요. 이는 현대의 생명공학의 발달과 서로 다양한 문화들이 섞이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지금 우리의 모습에 바탕을 둔 상상이라고 해요. 

강익중 작가는 미술관의 벽을 어린이들의 꿈으로 채우길 원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남단 마

라도에서부터 최북단 대성동 마을까지 전국의 어린이들 5만 명에게“나의 꿈”을 주제로 그림

을 그려달라고 했답니다. 그 결과 3X3인치크기의 그림 속에는 자신이 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좋아하는 동물 등 어린이들의 다양하고 멋진 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플라이핑&플로린 Flyping&Flowrin / 2007> 김미인&서정국

<5만개의 창, 미래의 벽 Wall of Hope / 2008> 강익중

재료/크기:  에어벌룬 / 500X150X250(cm)

재료/크기:  혼합재료 / 1000X7200(cm)

작 품 설 명:

작 품 설 명:

상상놀이 로비

‘



꿈★마루몸놀이

이웅배 작가의 작품 <공동체>는 단순히 바라보고 감상만 하는 전통 조각이 아니에요. <공동체>는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직접 만지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공공미술이죠. 아이들이 작품 위

로 올라타고 매달리고 놀면서 전시장이 놀이터처럼 즐거운 곳으로 변하게 되요.

<공동체 Community / 2013> 이웅배

재료/크기: 스테인리스 스틸 / 200x200x200(cm)

꼬물꼬물~

꿈틀꿈틀~
도  입  글:

작 품 설 명:

< - 0 + Play>의 주제는 '있음과 없음'이에요. 오완석 작가는 있음을 + (더하기)로, 

없음을 -(빼기)로 정하고 네 개의 홈이 있는 원들을 이용한 놀이를 만들었어요. 원들을 서로 

더하고 빼내고, 나열하고 쌓아올리며 즐겁게 노는 동안 어느새 멋진 작품이 만들어졌어요.

<-0+플레이  -0+Play / 2013> 오완석

재료/크기: 폴리에틸렌 매트 / 가변크기

있다가‘+’, 없어지는 것‘-’

수많은 동그라미를 더하고 뺐더니 멋진 작품이 탄생했어!
도  입  글:

작 품 설 명:

…점을 빼곡히 찍으면 선이 되고, ㅣㅣㅣ선을 빼곡히 그리면 ■면이 되요. 손몽주 작가는 이것

을 도화지가 아닌 전시장에 표현했어요. 즉, 전시 공간을 자유롭게 가로지르며 그림을 그려낸 

거죠. 우리는 이것을 공간 드로잉 또는 입체 드로잉이라 불러요. 그럼 무엇으로 공간에 그림을 

그렸을까요? 바로 쭉 늘어났다 줄어드는 검은색의 밴드를 사용했답니다. 작품 속을 지나다니는 

관람객의 위치에 따라 드로잉은 시시각각 변하게 되는데 이는 관람객의 자유로운 동선과 작품

이 상호작용 하는 것이죠.

<In a Space 공간 안에서 / 2013> 손몽주

재료/크기: 합성밴드 / 1200x1000x800(cm)이내 가변설치

1+1=■도  입  글:

작 품 설 명:

표현놀이 전시장

전시장 로비

상상놀이 야외공간

현대미술에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예술로 바꾸는 작품들을 종종 만나곤 해요. 바로 정기현 

작가가 제작한 <아트닭장>이 이에 속하는 작품이에요. 닭장은 주변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재

활용품을 활용해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는 토종닭을 키우죠. 작가는 이렇게 한 생명에게 사랑을 

주며 건강하게 키워나가는 과정을 진정한 삶의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아트닭장 Artistic Hen House / 2013> 정기현

재료/크기: 철과 나무 / 450x200x260(cm)

꼬끼오!!!!  꼭꼭 꼬꼬~~~~

알이 먼저일까? 닭이 먼저일까?
도  입  글:

작 품 설 명:

몸놀이 몸놀이

<Play House>는 현재 건축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BAU architects  김순주+권형표> 작가가 만든 

작품이에요. 작품은 두 채의 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긴 터널형식의 집으로 바닥에 고정

되어 있어 아이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요. 그 옆에는 부모님이 함께 쉴 

수 있는 벤치를 마련했어요. 또 하나의 집은 현재 전시장 벽면에 걸려있답니다. 

<Play House 플레이하우스 / 2013> BAU architects  권형표+김순주

재료/크기: 3중 골판지 / 600x300x150(cm)

“엉금엉금”“깡충깡충”“어슬렁어슬렁”다 함께 사용하는 플레이하우스~ 소중히 다뤄줘!도  입  글:

작 품 설 명:

어린이들은 곰 인형, 자동차 모형 등 구체적인 형태를 가진 장난감들에 둘러싸여있죠. 하지만 

김용관 작가는 구체적인 형태 보다는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것들이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탄생한 작품이 바로 <SYLLABRICK>과 <ALPHA BIT>이에요. 알

파벳을 7개의 나뭇조각으로 나누어 어린이들이  글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양의 도형과 패턴으

로 만들 수 있도록 했죠. 

<SYLLABRICK 실라브릭 / 2013> 김용관
재료/크기: 목재 / 가변 크기

변~신! 오늘은 무엇으로 변해볼까?도  입  글:

작 품 설 명:

장태영 작가는 물결무늬를 이용해 그림을 그려요. 그 물결로 작품에 표현한 것이 과연 우리 눈

에 보이는 소나무일까요?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작가가 그린 것은 소나무가 가로지르는 공

간 속의 기'氣'의 흐름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작가는 작품을 통해 사람들이 소나무만

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나무를 감싸고 있는 기운과 바위나 구름 같은 주변 환경을 함께 둘러

보길 바라죠. 

문범 작가는 오일스틱(유화물감과 특수한 재료를 섞은 미술재료)과 아크릴 물감 그리고 손을 

이용해 그림을 그려요. 우선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과 오일스틱을 칠한 뒤 이를 손가락으로 펴 

발라 독특한 모양을 만들어내요. 그것들은 마치 산봉우리와 폭포, 바위와 언덕, 구름처럼 보여

서 '이것이 산수화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하죠. 하지만 작가는 이러한 형태들을 의도하

고 그린 것이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우연히 생긴 형태들이 산 같기도 하고 폭포 같기도 

하고 구름 같기도 한 모습을 띄게 된 거죠. 

<和洯 - 流(화결 - 류) Harmony / 2012> 장태영

<Slow,Same,#21015  느리다,같다,#21015 / 2003> 문범

재료/크기: 한지에 수묵 / 132x320(cm)

재료/크기: 캔버스에 아크릴릭, 오일스틱 / 259x194(cm)

나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곳은 산속일까? 아니면 구름 속일까?

도  입  글:

도  입  글:

작 품 설 명:

작 품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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