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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5월 “예술로 선물해요” 나눔경매 전시 <예술로 희망을 선물해요> 세부 내용

1. <예술로 희망을 선물해요> 나눔 경매전시 개요

□ 전시명 : 서울문화재단 나눔 경매전시 <예술로 희망을 선물해요>

□ 장 소 : 금천예술공장

□ 기 간 : 2014.05.29(목) ~ 2014.06.01(일)

※ 현장 경매 : 05.29(목) 오후 6:00 ~ 오후 7:30 (대표작품 15점)

※ 현장 경매 외 전시 기간 내에도 작품 구매 가능

□ 주 최 : 서울문화재단

□ 문의 : 금천예술공장(02-807-4800,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 15길 57)

2. <예술로 희망을 선물해요> 참여작가(총 47명, 가나다순)

권인경, 김보연, 김보중, 김신일, 김연태, 김용오, 김이란, 김재범, 김정헌, 김종순, 로와정,

박경묵, 박능생, 박영숙, 박재동, 박지인, 안정주, 엄태신, 연기백, 오민, 위영일, 윤신혜,

이미래&코드프레스, 이수영, 이창훈, 이호진, 이화평, 임유리, 임흥순, 전명은, 전소정, 전현

선, 정선욱, 정선주, 정은진, 정자영, 정정주, 조이경, 조혜진, 최라윤, 최선, 케이채, 한무권,

바이요따(Bajóta, 헝가리), 기욤 클레몽트(Guillaume Clermont, 캐나다), 한나 힐데브

란트(Hanna Hildebrand, 이탈리아), 올리버 무소빅(Oliver Musovik, 마케도니아)

3. 푸르메재단 소개

푸르메재단은 재활전문 병원 건립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공익 재단으로, 장애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 재활 및 복지사업을 위해 재

활치료 지원사업, 문화지원, 자립지원사업, 교육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 중이다.

장애어린이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전문 재활병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푸르메

재단과 6,000여명의 시민, 기업이 나서 병원설립모금을 시작하여 현재 서울시 마포구 상

암동에 지하 3층, 지상 7층 100병상 규모의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이 2015년 완공을

기다리고 있다.

홍보대사로 등산가 엄홍길, 가수 션, 홍보전문가 서경덕, 작가 이지선, 아나운서 김성주, 나

경은, 가수 이은미, 황혜영 등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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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작가명 작품 이미지 제목, 제작연도 수상경력

1 김정헌 백제의 달, 2012 -1995 광주 비엔날레 특별상

2 박재동 민들레씨, 2008

-제 10회 대한민국 국회대상 올

해의 만화가상

-1988~1998 한겨레신문 박

재동의 ‘한겨레그림판’

3 김보중 건업리 언덕, 2014

4 박능생 산.행, 2013

-2004동아미술제 동아미술상

수상

-2003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2000 금강미술대전 대상

5
김신일

Invisible

Masterpiece,

2004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14 후보

-The Pollock Krasner

Foundation Grant, 뉴욕, 미국

-김종영 청년 조각상

6

김용오

LADAKH, 2013

-2013.01 월간 CA 선정

'2013년 주목해야 할 크리에

이티브 13'

-2012.10 에피케이스 3th

a r t & i l l u s t r a t i o n

competition- 최종 4위

4. 주요 출품작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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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박경묵 반성, 2008

-겸재정선미술관 내일의 작가 한

국화부문수상

-삼청미술제 우수상

8 임흥순
이름없는 풍경 2,

2011

-2014 성곡미술관- 내일의 작

가상, 성곡미술관

-2012 시네마디지털서울영화제

- 버터플라이상, 시네미디지털

서울영화제

9 김보연 化鳥圖, 2014
-국전 입상

-중앙미술대전 입상

10 권인경 기억의 심연2, 2013

-2007 제7회 송은미술대상전

(인사아트센터)

-2003 제14회 미술세계 대상

전 특선

-제25회 중앙미술대전 특선

11 전현선
어스름한 때에,

2013

-2013 상상마당 멤버십 카드

아트웍 자유제안 : Art in

Your Pocket 최우수상 수상

12 전명은 나는 본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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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5월 “예술로 선물해요” <문화예술나들이> 세부내용

1. <문화예술나들이> 특별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 문화예술나들이 특별 프로그램

□ 장 소 : 63빌딩(영등포구 여의도동 60)

□ 기 간 : 2014.05.30(금) 오후 4시 ~ 저녁 10시

□ 대 상 : 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센터등 서울소재 복지기관 및 시설저소득층 문화소외이웃

□ 내 용 : 뮤지컬 “마리오네트” 관람 및 63빌딩 빅3 체험

(전망대+수족관+밀랍전시관)

□ 주 최 : 서울문화재단

□ 문의 : 문화나눔팀(02-3290-7147~8)

2. 프로그램 세부 내용

□ 뮤지컬 <마리오네트>

지난 2002년 독일에서 열린 비보이 챔피언십(Battle of The Year)에서 아시아팀 최초

로 우승한 전문 비보이 댄스팀 ‘익스프레션 크루’가 만든 비보이 뮤지컬. 비보이와 인형극이

라는 각기 다른 모습과 정서를 가진 두 장르를 결합하여 ‘관객의 환상을 자극하는 인형극’의

콘셉트로 인간이 육체로 표현할 수 있는 극한의 움직임을 마리오네트 인형으로 표현한다.

마리오네트 인형과 빨간모자 소녀의 순수한 사랑이야기를 줄거리로 만남과 이별, 사랑과

꿈, 갈등과 용서, 좌절과 도전의 여러 장면이 강렬하면서도 서정적인 춤과 몽환적인 음악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무대를 선사한다. 2006년 2월 8분짜리 마리오네트 초연은 폭풍

같은 반응을 일으키며 UCC동영상 360만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2006년 9월에 대학로에

서 비보이뮤지컬로 첫 공연을 시작한 이래 2011년부터 63아트홀에서 장기 공연 중이다.

□ 프로그램 진행 일정

구 분 시 간 내 용 비고

티켓 배포 16:00~19:45 공연티켓 및 관람권 배포

빅3 체험 16:00~19:30 빅3 체험 진행 자율관람

공연관람 19:30~22:00 뮤지컬 “마리오네트” 관람



- 5 -

사진1. “예술로 00해요” 캠페인 포스터 사진2.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 입면도 

[붙임 3]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