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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43명과 예술가가 함께 만든

남산소월길 아트버스쉘터
Art Bus Shelter at Namsan Sowol-Gil Created by 143 Citizens and Artists

서울시는 남산의 대표적인 산책로 소월길의 버스정류소 5곳을

진 조각가가 만든 <남산의 생태>라는 작품의 소재이다. 후암

As of December 6, Seoul City completed ‘Namsan

예술작품으로 변신시키는 <남산소월길 아트쉘터> 사업을 지

약수터에서는 최근 서울에서 보기 어려워진 토종개구리가 발

Sowol-Gil Art Shelter’ project which was designed

난 12월 6일 완료했다. 이번 작품은 도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견되었고, 이를 작가는 남산의 생태가 복원되기를 바라는 마

to transform five bus stops in Sowol-Gil, a famous

개성없는 버스정류소를 탈피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에

음을 작품에 드러냈다. 그 외에도 조각가 김재영은 TV를 형상

trail representative of Namsan area. In this art

게 예술 작품을 사용하고 향유하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화한 작품을 설치하였고, 이중재 작가는 예술이 회색빛 도시

bus shelter, rarely seen in cities, the citizens can

5곳에 설치된 아트쉘터 하나하나가 건축가, 미술가, 디자이

에 삶의 윤택하게 하는 포자를 날리는 균의 형상을 한 작품을

find some pleasure to use and enjoy artistic works

너들이 만든 작품으로 그 모습과 숨어있는 이야기가 다양하

설치하여 남산소월길을 지나는 시민에게 즐거운 풍경을 제공

on a daily basis. All the five stops were made by

다. 우선 남산도서관에 설치되는 최순용 건축가의 <회화적 풍

하고 있다. 특별히 이들 작품에는 시민들의 손글씨 작품이 정

architects, artists, or designers, and has each own

경>은 남산도서관에 오가는 행인들을 작품의 조형 요소로 포

류소 명판으로 담겨 있다. 남산소월길 아트쉘터는 시민들이 일

story. ‘The Picturesque Landscape’ by architect

함하였다. 버스에서 하차하는 학생, 승차하는 할머니, 기다리

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작품인 만큼 함께 만들고, 함께 나

Choi Soon-Yong, installed in front of Namsan

는 아저씨를 아트버스쉘터라는 캔버스에 화가가 섬세한 붓질

누고, 함께 향유하자는 의미로 남산소월길 버스정류소를 자주

Library, includes the passers-by who come and

을 하듯 담아냈다.

이용하는 시민 143명이 참여하였으며, 최종 5명의 작품을 선

go there. A student getting off a bus, an old lady

일본에서 온 스가타 고 작가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

정하여 설치했다. 손글씨 공모에 참여하여 당선된 시민 방민정

getting in the bus, and a middle-aged man waiting

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이라는 김소월 시구에

씨는(1985년 생) “내가 다니는 정류장에 내 글씨를 매일 볼 수

for his bus, etc are held in the canvas called Art

서 나타난 화자의 고민과 갈등의 마음을 작품에 조형적으로

있어 너무 뿌듯하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고, 보성여중고에 재

Bus Shelter by delicate brushstrokes of the painter.

표현했다.

학중인 장은영 학생은 “통학길에서 매일 만나는 새로운 즐거

한편, 후암약수터는 개구리가 등장한다. 이 개구리는 주동

움이 있을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Reading the mind of poet Kim Sowol, its artist
Sugata Ko from Japan gave shape to one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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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가 및 작품 소개
1 최순용 <회화적 몽타주>
작품내용 : 소월길은 도시와 자연의 경계에 있어
이 두 가지 풍경이 교차하는 경제적 성격을 융화하도록
설계하여 자연, 문화, 예술이 하나되는 회화적 공간을 연출
정류소 명 : 남산도서관
재료 : 노출콘크리트, 스틸 등

3

2 주동진 <남산의 생태>
작품내용 : 후암약수터에서 발견되었다는 토종개구리를 상징화하여
작품에 담아 남산의 자연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원함
정류소 명 : 후암약수터
재료 : 스틸, 스테인드글라스 등
3 스가타고 & 김현근 <쉼표, 또 다른 여정>
작품내용 : 김소월 시에서 나타나는 서정성을 낙하하는

4

낙엽의 비행곡선으로 조형화함
정류소 명 : 하얏트 호텔
재료 : 스틸 등
4 김재영 <휴식>
작품내용 : 오래된 TV를 형상화하여 자연을 즐기러 나온 관광객과
매일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생기 넘치는 즐거움 선사
정류소 명 : 보성여중고
재료 : 방킬라이(목재), 스틸 등

5

5 이중재 <마뫼부해>
작품내용 : 인간에게 이로운 균의 형상을 한 작품 남산이 이 작품의 포자를 통해
생태와 자연, 휴식이 넘치는 공간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을 작품에 담음
정류소 명 : 보성여중고
재료 : 동강(銅鋼)

of Sowol’s poem, expressing the speaker’s inner
conflict and worry.
By the way, frogs have showed up at the stop
of Hu-am Yaksooteo(meaning mineral spring).
These frogs are in ‘Namsan’s Ecology’, the work
of sculptor Joo Dong-Jin. Recently, native frogs,
rarely seen in Seoul, have appeared in Hu-am
Yaksooteo, and the artist has reflected the frogs

Bus Shelter
to the bus shelter, in hopes that Namsan’s ecology
would be rest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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