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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오가희 기자·solea@donga.com
사진★귀도 다니엘(Guido Daniele, www.guidodaniele.com) 

화 보

커다란 코끼리가 몸을 웅크리고 있어요. 멋진 상아를 보니 
수코끼리네요. 자글자글한 피부 주름이 코끼리를 실제로 보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져요. 가만, 코끼리의 귀를 보세요! 진짜 
코끼리가 아니라 그림이었어요! 대체 어떻게 코끼리의 주름까지 
생생하게 묘사한 것일까요? 몰라도, 알아도 감쪽같은 코끼리의 
정체를 밝혀 봅시다. 

내 손은 
동물농장! 
내 손은 
동물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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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위에서 살아나는 그림    
진짜 코끼리 피부처럼 보이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코끼리를 사람

의 손에 그렸기 때문이에요. 주먹을 말아쥐어 코끼리의 윤곽을 만

든 다음, 물감을 이용해 그림을 그렸지요. 손에 그림을 그리기 때

문에 ‘핸드 페인팅’이라고 불려요. 

섬세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이탈리아의 미술가 ‘귀도 다니엘’

이에요. 다니엘 작가는 피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분장용 물감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날카로운 부리를 가진 독수리와 

얼룩말을 보세요! 금방이라도 손끝에서 동물이 튀어나올 것 같

아요. 

그렇다면 누구의 손에 그림을 그리는 걸까요? 다니엘 작가는 

대부분의 작품을 자신의 아들인 미카엘 제임스의 손에 그린다고 

해요. 정성들여 그림을 그린 뒤, 사진을 찍고 지운답니다. 

호랑이 
수풀에 납작하게 엎드려 
먹이를 노리는 호랑이가 
보여요! 반만 말아쥔 
주먹이 호랑이로 다시 
태어났답니다.

투칸 
주황색 부리와 흰 목이 
매력적인 이 새는 
남아메리카에 서식하는 
‘투칸’이라는 새예요. 거대한 
부리가 무거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멍이 많은 유공성 
조직이라 가볍답니다.

악어
악어가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손을 어떻게 만들면 이런 
악어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매의 눈으로 손가락 위치를 
찾아 보세요. 

흰머리독수리
미국의 국조인 
흰머리독수리예요.   
검지로 날카로운 윗부리  
모양을 만들었어요. 

다니엘 작가의 아들인 미카엘 제임스예요. 다니엘 작가의  핸드 페인팅은 대부분 아들의  손에 그려지지요.

호랑이
수풀에 납작하게 엎드려 
먹이를 노리는 호랑이가 
보여요! 반만 말아쥔 
주먹이 호랑이로 다시 주먹이 호랑이로 다시 
태어났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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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은 꼴을 찾아라!   
다니엘 작가는 전시회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종종 핸드 페인

팅을 선물하곤 해요. 사람의 인상을 보고 어울리는 동물을 

그리는 거죠. 여기 보세요, 눈매가 매혹적인 여성에게 그녀와 

닮은 표범을 그려 줬어요. 그림을 선물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

을 보는 것이 즐겁고, 닮은 동물을 고민하면서 새로운 영감을 

얻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한다고 해요. 

20년 가까이 핸드 페인팅 작업을 해온 다니엘 작가는 앞으

로도 그리고 싶은 게 많다고 해요. 또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어린이과학동아> 독자를 만나고 싶다고도 전해 왔어요. 그

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 볼까요? 

미니 인터뷰 

“작은 동물도 소중한 친구예요”
귀도 다니엘(Guido Daniele)

Q 핸드 페인팅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직접 카

드를 그려서 여러 사람에게 선물하곤 했지요. 대학교에서는 *조소를 전공했

지만,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좋아해 1998년에 처음으로 핸드 페

인팅에 도전했어요. 첫 번째 작품은 제목이 아주 재미있어요. 바로 ‘재규어

를 운전하는 재규어’였답니다. 고양이과 맹수인 재규어가 재규어 자동차 회

사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그림이었지요. 

Q 작품들이 정말 멋져요!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무엇인가요?
작품을 하나 그릴 때마다 온갖 열정을 쏟아요. 한 번에 모든 사랑을 쏟아 부

어야 가장 멋진 그림이 완성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든 모든 그림

을 사랑한답니다.

Q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동물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작은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지

구 전체에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들 중 하나라도 없어지면 하나밖

에 없는 ‘집(지구)’이 망가져 버릴 거예요. 

Q <어린이과학동아>에도 주변에 있는 생물을 탐사하는 ‘지구사랑탐사대’
가 있어요. 지구사랑탐사대원에게 조언을 해 주세요. 
그동안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동물을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다들 아

주 멋진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지구사랑탐사대

원도 분명 아주 멋진 친구들일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멋진 행동을 하길 응

원할게요! 

*조소 : 재료를 깎거나 빚어서 만드는 예술.

엄지 손가락에 나비 
더듬이를 만들고 
손바닥에 커다란 나비 
날개를 그렸답니다. 

다니엘 작가가 만난 사람들이 
손에 그림을 선물 받았어요. 
작가는 손의 주인과 닮은 
동물을 찾아 재미있게 그림을 
연출했답니다. 

눈이 동그란 퓨마가 우릴 
바라보고 있어요. 초록색 눈이 
아주 예쁘지만 사실은 무서운 
맹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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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보호해 주세요!    
동물을 그리는 미술가인 만큼, 다니엘 작가는 실제로 동물을 

보호하는 운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2011년에는 침팬지 연구

와 보호로 잘 알려진 제인 구달 박사를 만나 그녀의 손에 침

팬지를 그려 주기도 했어요. 제인구달과 침팬지 사진은 무려 

2500유로(약 3120만 원)에 팔렸고, 이 판매수익은 모두 침팬

지 보호를 위해 제인구달연구소에 기부했지요. 독일에서 유

명한 배우인 랄프 뮐러와는 돌고래 보호를 위해 경매를 열기

도 했답니다.

다니엘 작가는 어린이와 함께 작품을 만들기도 해요. 핸드

페인팅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 주면 어린이들이 상상력을 발

휘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거든요. 다른 나라 친구들이 만든 

작품을 보고 <어린이과학동아> 친구들도 한번 직접 그려 보

세요~!  

동물을 보호해 주세요!    
동물을 그리는 미술가인 만큼, 다니엘 작가는 실제로 동물을 

보호하는 운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2011년에는 침팬지 연구

와 보호로 잘 알려진 제인 구달 박사를 만나 그녀의 손에 침

팬지를 그려 주기도 했어요. 제인구달과 침팬지 사진은 무려 

지 보호를 위해 제인구달연구소에 기부했지요. 독일에서 유

명한 배우인 랄프 뮐러와는 돌고래 보호를 위해 경매를 열기

도 했답니다.

다니엘 작가는 어린이와 함께 작품을 만들기도 해요. 핸드

페인팅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 주면 어린이들이 상상력을 발

휘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거든요. 다른 나라 친구들이 만든 

작품을 보고 <어린이과학동아> 친구들도 한번 직접 그려 보

세요~! 

쫑긋하게 선 귀와 뾰족한 
주둥이로 미루어 여우를 
그린 것 같네요! 까만 수염이 
인상적이지요?

다니엘 작가는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어린이들을 만나고 있어요. 

베를린에서 만난 어린이들은 장갑을 낀 손에 그림을 그렸답니다. 

검은 갈기가 달린 
멋진 얼룩말이에요. 
재치있게도 단추로 눈을 
만들었어요.

밀짚모자를 쓴 투칸이에요. 
부리 끝에 검은 반점까지 
섬세하게 묘사했어요.

양손을 좍 펴서 날아가는 
나비를 그렸어요. 어린이가 
상상력을 발휘해 직접 예쁘게 
그렸어요. 

평생을 침팬지와 살아온 제인 구달 박사의 손에도 침팬지가 그려졌어요.                          
이 사진으로 얻은 수익금은 제인구달 연구소로 보내져 침팬지를 보호하고 연구하는 데 쓰였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