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즈니 애니메이션 특별전 

The ART of DISNEY : Magic of Animation (DDP) 

2019. 4. 19 –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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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명 : 

 

 

전시기간: 

 

전시장소: 

 

 

주최    : 

디즈니 애니메이션 특별전 

The Magic of Animation 

 

2019. 4. 19 (금) ~ 2019. 8. 18 (일)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배움터 – 디자인전

시관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지엔씨 미디어 

 

 

 

“애니메이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표현해낼 수 있다.” 

월트디즈니 

 

미키 마우스와 겨울왕국까지 온 가족,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디즈니 아트 전시! 

1928년 미키 마우스의 탄생부터 겨울왕국까지 백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전 세계인의 

꿈과 상상력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은 디즈니 스튜디오, 그 방대한 역사를 한눈에 되짚

어 볼 수 있는 대규모 전시가 2019년 4월 19일 서울 DDP에서 개최된다. 

 

 



전시 소개 

디즈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지엔씨 미디어가 <디즈니 애니메이션 특별전>을 개최한

다. 

오는 4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미

키 마우스의 탄생부터 올해 개봉할 <겨울왕국2>까지, 한 세기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전

세계인의 꿈과 상상력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고 현실로 이루어낸 디즈니의 역사를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디즈니 아트 전시이다. <미키 마우스>, <피노키오>, <

덤보> 등의 클래식 작품부터 <라푼젤>, <주먹왕 랄프>, <겨울왕국> 등 최근 작품까지, 

디즈니 스튜디오 아티스트들이 손수 만들어낸 핸드 드로잉, 스케치, 컨셉 아트, 3D모형 

등 500여 점에 이르는 작품들을 전시하며 우리에게 친숙한 디즈니 캐릭터들이 생명을 

부여 받고 살아 움직이는 순간 순간들을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전시 관람 포인트 

 

모든 세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디즈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익숙하다. 디즈니의 영화

는 모든 세대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특별전은 1928년 미키 마우스의 탄생부터 올 하반기 개봉 예정인 <

겨울왕국2>까지 디즈니 스튜디오의 방대한 역사를 다루고 있어 디즈니 영화에 대한 온 

가족, 모든 세대의 취향을 아우르는 전시이다.  

<미키 마우스>와 <피노키오>, <밤비>,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통해 “만화 영화”

라는 매체를 처음 접했던 부모님 세대부터, <라이온 킹>과 <타잔>에 열광했던 청장년

층, 모든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최첨단 그래픽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모아나>

와 <겨울왕국2>까지,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전시를 함께 즐길 수 있다.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과 방학 시즌을 맞아 가족과 함께 디즈니 애니메이션 특별전을 찾는다면 특정 

장르와 세대, 취향에 국한되지 않고 가족 모든 구성원이 함께 같은 전시에 깊이 빠져보

는 시간이 될 것이다. 



 

아트웍, 음악, 영상, 체험까지 다양한 즐길 거리 

이 전시는 역사적인 원화 작품과 입체 작품, 30여개의 영상 콘텐츠 외에도 다양하고 풍

성한 즐길 거리를 만나볼 수 있다.  

전시장뿐만 아니라 매표소와 아트샵 등 모든 곳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주제가와 웅장

한 배경음악들은 관람하는 내내 귀를 즐겁게 해주며 관람자의 몰입도를 극대화 시켜줄 

것이다. 또한 이번 한국 전시에서는 특별히 대형 멀티미디어 월이 설치 된다. 이 특수 

효과 영상은 이번 전시를 위해 미국 월트 디즈니 ARL의 감수를 받아 새로 제작 되었으

며 디즈니 주요 영화 속 상징들을 주제로, 환상적이고 몽환적으로 표현되어 관람자는 

마치 애니메이션의 신비로운 배경속에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도 초기 애니메이션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대형 조이트로프(1834년 영국에서 발명된 연

속그림이 그려진 원통을 회전시켜 그림들이 움직이는것처럼 보이는 시각장치)와 백설공주를 시기하

는 여왕의 거울, 영화 배경 속 안으로 직접 들어가 주인공이 되어 볼 수 있는 다양하고 

특별한 포토존 등 어린이 관람자들을 매료시킬 즐길 거리가 가득하며 또 새 영화를 발

표할 때마다 혁신을 거듭한 디즈니의 테크놀로지와 영화적, 회화적 예술성과 같은 성인

층을 위한 교육적인 부분, 도슨트의 상세한 전시설명은 전시 관람의 즐거움을 더한다.  

 

국내 최초 공개되는 작품, 또 다시 볼 수 없는 작품들 

이 전시는 지금까지 공개된 적 없는 작품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 국내 최초로 전시 된다. 

올해 개봉한 <주먹왕 랄프2: 인터넷 속으로>와 같은 디즈니의 최신 영화 작품뿐만 아

니라 올 겨울 개봉예정으로 전 세계의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는 겨울왕국2의 작품은 이

전 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작품이며 국내에서는 이번 전시를 통해 처음 만나볼 수 있

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특별전뿐만 아니라, 올 초 개봉한 팀 버튼의 <덤보>를 시작으로 <

라이온 킹>의 실사 영화와 <겨울왕국2> 등 다수의 디즈니 영화 개봉으로 올해는 디즈

니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디즈니 영화를 관람하기에 앞서 디즈니 백 년의 

역사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특별전에서 온 가족이 함께 디즈니

의 일대기를 ‘정주행’ 해보는 건 어떨까. 

 



전시 구성 

<디즈니 애니메이션 특별전>은 미키 마우스, 백설공주, 덤보 등 초기 단편 애니메이션부터 

2019년 겨울 개봉하는 <겨울왕국2>까지 디즈니 전반적인 역사를 아우르며, 총 5개 섹션으로 

구성했다.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탄생과 변천, 주요 제작자, 제작기술의 발전 등 꿈을 현실

로 만들고자 하는 디즈니의 철학을 한 눈에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사료적 가치가 높은 핸드 

드로잉, 스케치, 3D 컨셉 아트, 영상 등 500여 점과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대형 멀티

미디어 콘텐츠들이 전시장에 조성되어 있다. 

 

1. 생명을 불어넣다 

월트 디즈니는 사실적이고 생기 넘치는 캐릭터들로 채워진 가상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을 

시작으로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했다. 디즈니는 캐릭터들의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음향효과와의 조화로 애니메이션 기술의 혁신을 일으키며 캐릭터들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다. 

 

2. 마법의 시작 

총 천연색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초의 장편 만화영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의 성공은 

<피노키오>, <판타지아>, <밤비> 그리고 <덤보>의 제작으로 이어졌다. 동물 캐릭터들의 

풍부하고 섬세한 움직임, 자연의 아름다움과 혹독함을 담기 위해 제작자들은 세심한 관찰과 

끊임없는 연구를 지속했으며 그를 바탕으로 수준 높고 실감나는 작품들이 탄생하였다. 

 

3. 마술을 부리는 듯한 제작자들 

디즈니 스튜디오에는 경이로운 재능이 가득 했다. 자신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가진 아티스트들의 

다양한 스케치와 컨셉 아트, 배경 그림들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다양하고 풍부한 시각적 

세계를 구축해냈다. 제작 기술의 발전과 전후 세상에 대한 경험들은 디즈니 스튜디오의 높은 

품질과 다양한 작품 제작에 박차를 가하게 했으며 디즈니 영화는 전후 미국의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의 상징이 된다. 

 

4. 새로운 차원을 향하여 

1990년대,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은 늘 새로운 것을 갈망하던 디즈니의 아티스트들에게 

커다란 영감을 주었다. 컴퓨터 그래픽 기술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

었으며, 당대 주요 음악가들과의 협업과 음악적인 스토리텔링은 디즈니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5. 인류의 화합 

세계가 빠르게 변모하고 디즈니의 제작 기술도 발전하고 있지만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은 초기 작품부터 최근 작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디즈니는 늘 현실에 가까운 작품을 제작하고자 하며 현대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미래 세상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디즈니의 철학은 새로운 것을 원하는 모든 

이의 꿈과 희망에 생명을 불어넣으며 우리를 새로운 미래로 이끌어주고 있다. 

 

전시 개요 

전 시 명 : 디즈니 애니메이션 특별전 The Art of Disney: The Magic of Animation 

주 최 :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지엔씨미디어 

일 시 : 2019. 4. 19(금) – 2019. 8. 18(일) 10:00~20:00 

* 매표 및 입장마감 관람종료 1시간 전(19:00)까지 가능 

* 토,일, 공휴일 오후 9시까지 관람 

장 소 :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배움터 지하2층 디자인전시관 

입 장 료 : 유료(일반 15,000원, 청소년 13,000원, 어린이 11,000원) 

도 슨 트 : 오전 11시, 오후 1시, 3시, 5시 (총 4회) 

* 평일에만 운영하며, 전시장 내부 혼잡시 도슨트 운영은 취소될 수 있음 

* 여름방학기간 어린이 도슨트 운영 예정 

문 의 : 02-325-1077~8 / gnc@gncmedia.com 

대표작품 : 하단 참조 

 

 

 

 

 

 

 

 



 

 

<그 여름의 하와이> 1937년 

Hawaiian Holiday 1937 

 

<증기선 윌리> 1928년 

Steamboat Willie 1928 



 

<덤보> 1941년 

Dumbo 1941 

 

<인어공주> 1989년 

The Little Mermaid 1989 

 



 

<미녀와 야수> 1991년 

Beauty and the Beast 1991 

 

<라푼젤> 2010년 

Tangled 2010 



 

<겨울왕국> 2013년 

Frozen 2013 

 

<빅 히어로> 2014년 

Big Hero 6 2014 

 

 

 



 

<주토피아> 2016년 

Zootopia 2016 

 

<모아나> 2016년 

Moana 2016 

 

<주먹왕 랄프2: 인터넷 속으로> 

2018년 

Ralph Breaks the Internet: Wreck-It 

Ralph 2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