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어린이미술관
꿈자람
About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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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취지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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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취지

설립취지

Purpose of establishment

Purpose of establishment

Seongbuk Children’s Museum is the
first public children’s art museum
in the autonomous region. This
specialized art space was established
in a culturally marginalized area
of Seongbuk, where there was a
dearth of art spaces for children and
youth. The museum was opened
in August last year with an aim to
become an all-inclusive cultural and
artistic space. The fifth floor of the
Seongbuk Digital Public Library, which
previously operated as a “future lab”
for researchers, was renovated to
accommodate more people. We have
taken our first step thanks to wide
support from the local community,
and the number of visitors has steadily
increased since the opening.

성북어린이미술관 꿈자람은 자치구
최초의 공립 어린이 미술관으로 성북
내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술공간이
다소 협소한 문화 소외지역에 설립된
전문미술공간입니다. 과거 연구자를 위해
‘미래연구실’로 운영되던 성북정보도서관
5층 공간을 탈바꿈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을
지향하며 지난 8월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 이후 꾸준히 찾아주시는 관람객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 커뮤니티
내 폭넓은 지지를 받으며 첫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성북어린이미술관 꿈자람에서는 어린이를
포함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을
고려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와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향합니다.

Seongbuk Children’s Museum aims
to provide quality cultural arts
programs that consider a wide range
of audiences (including children) with
the following goals:

- An art museum where you can enjoy
the formative elements of art
- An art museum open to various
sensory experiences such as visual,
auditory, and tactile
- An art museum with stories inside
the library
- An art museum that thinks about
local stories and nature under Mt.
Cheonjang
- An art museum that considers
disability and restrictive approaches

- 미술의 조형 요소를 즐겁게 경험하는
미술관
- 시각·청각·촉각 등 다양한 감각 경험에
열려있는 미술관
- 도서관 속 이야기가 있는 미술관
- 천장산 아래, 지역의 이야기와 자연을
생각하는 미술관
- 장애·제약적 접근에 대해 고민하는
미술관

미술의 이해
Understanding
of Art

도서관 속
이야기가 있는
미술관
An art museum
with stories inside
the library

공간/문화
접근성 향상
Improving spatial
and cultural
acce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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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연계
(환경/역사)
Regional Linkage
(Environment/
History)

다양한 감각 경험
Various sensory
experiences

21

2
미술관 소개
Introduction to the
Museum

미술관 소개
Introduction to the Museum
What kind of an art museum do we
dream of? Which story is waiting for
us at the museum?

우리가 꿈꾸는 미술관은 어떤 곳일까요?
미술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릴까요?

Seongbuk Children’s Museum is an
open art museum where you can enjoy
the formative elements of art and
new sensory experiences. We invite you
to the Seongbuk Children’s Museum,
which serves as a daily playground for
children and anyone who dreams.

성북어린이미술관 꿈자람은 미술의
조형 요소를 즐겁게 경험하고, 새로운
감각을 직접 느껴보는 열린 미술관입니다.
어린이는 물론,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일상 속 즐거운 감각의 놀이터가 되어줄
성북어린이미술관 꿈자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We hope, in a museum inside the
library full of stories, you can develop a
wider perspective of the world through
the experience of imagining a threedimensional shape while looking at
the plane and a new view of what you
are familiar with.

이야기가 가득한 도서관 속 미술관에서
평면을 보며 입체를 상상하고, 익숙한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경험을 통해 세상을 한층
더 넓게 바라보는 시선을 키워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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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관람 안내
Information
Address
5F (Seongbuk Digital Public Library)
13, Hwarang-ro 18ja-gil, Seongbuk-gu,
Seoul, Republic of Korea

주소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18자길 13,
성북정보도서관 5층

Hours
10:00–18:00 Every Tuesday to Saturday

운영시간
10:00–18:00 매주 화요일–토요일

Closed
Every Monday & Sunday, including
National holiday.
* Closed if Saturday is National
holiday.

휴관
매주 월,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관
문의
02-6906-3137

Tel
+82-2-6906-3137

홈페이지
sma.sbculture.or.kr

Homepage
sma.sbculture.or.kr

공간구성
Floor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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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지
자료실
전시실
교육실
복도갤러리
안내데스크
사무실

Lounge
Art Library
Gallery
Art Lab
Hall Gallery
Information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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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속증
Promise Certificate

성북어린이미술관 꿈자람에서는 ‘미술관
관람과 예절’에 관한 안내와 더불어 전시,
교육, 아트 라이브러리 등 성격이 다른
공간의 이용에 있어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사용과 이용을 돕기 위해 어린이/보호자용
약속증을 제공합니다.

The Seongbuk Children’s Museum
provides a guide titled “Visiting the
exhibition and museum etiquette”,
and a Promise Certificate for children
and guardians to help with the
subjective and autonomous use of
space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such as exhibitions, education, and art
libraries.

어린이용

보호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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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술관 아이덴티티
M.I.
(Museum Identity)

컨셉
Concept

컨셉
Concept

Seongbuk Children’s Museum is an
open art museum where you can enjoy
the formative elements of art and
open up to new sensory experiences.
The basic shapes that are most
commonly seen in daily life—triangles,
squares, and circles—are extended
from the plane to a three-dimensional
space, corresponding to the growth
of a child’s dreams and aspirations.
The M.I., which allows children to
imagine three-dimensional shapes
while looking at the plane and find
basic shapes in the letters, expresses
the desire for children to develop a
sense newer than what they are used
to. Each figure also represents the first
consonant of each word, ‘Seongbuk,
Children, and Museum’.

성북어린이미술관은 미술의 조형요소를
즐겁게 경험할 수 있고 새로운 감각경험에
열려있는 곳입니다. 일상 속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기본 도형인 세모, 네모,
동그라미는 어린이의 꿈이 자라나듯
평면에서 입체로 확장됩니다. 평면을
보며 입체를 상상하게 하고, 글자 속에서
기본 도형들을 찾아내게 하는 M.I.는,
어린이들이 익숙한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감각을 키우기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각 도형은 ‘성북, 어린이, 미술관’
각 단어의 첫 자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 세모
- ‘성북’의 첫 자음 ㅅ
- 산과 가까운 미술관

- Triangle
- ‘ㅅ’, the first consonant of
‘Seongbuk’(in Korean)
- Art museum close to the
mountain

- 동그라미
- ‘어린이’의 첫 자음 ㅇ
- 자라나는 어린이
- 네모
- ‘미술관’의 첫 자음 ㅁ
- 모두를 포용하는 미술관

- Circle
- ‘ㅇ’, the first consonant of ‘child’
(in Korean)
- Growing children
- Square
- ‘ㅁ’, the first consonant of
‘Museum’ (in Korean)
- A museum that embraces
ever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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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처
Signature

시그니처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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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Logo

컬러
Color
C80 M10 Y45 K0
R0 G160 B155
Pantone 326C (Coated)
Pantone 326U (Uncoated)

C0 M85 Y80 K0
R230 G70 B50
Pantone Warm Red C (Coated)
Pantone Warm Red U (Uncoated)

C70 M15 Y5 K0
R45 G165 B215
Pantone 298C(Coated)
Pantone 298U(Uncoated)

C10 M10 Y15 K0
R235 G230 B220
Pantone 427C(Coated)
Pantone 427U(Uncoated)

C0 M0 Y0 K80
R90 G90 B90
Pantone 431C (Coated)
Pantone 432U (Unco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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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페이스
Typeface

굿즈
Goods

한글 디스플레이용 서체: HG꼬딕씨 40g

영어 디스플레이용 서체: Ano Angular

한/영 본문용 서체: Noto S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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