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aginary Theatre 
‘This That’ 
Role Description 
Illustrator 
 
Imaginary Theatre seeks a visual artist with a background in illustration to collaborate with a group 
of Australian and Korean artists on their new contemporary theatre work for 2-5 year olds ‘This 
That’. 
 
About Imaginary Theatre 
 
Imaginary Theatre is a Brisbane-based creative hub producing multi-arts experiences for and with 
children aged 2-12 and their communities. Imaginary Theatre engage children in art and art making 
that sits on the intersection of childhood, community and creativity. 
 
Our work excites imaginations, inspires creative responses & empowers children to collaboratively 
think, make & do as key contributors to their communities. We believe a vibrant, diverse & creative 
future where all children are advantaged by the benefits of engaging in arts & culture in their daily 
lives. 
 
About This That 
 
‘This That’ is a new work of contemporary theatre and accompanying picture book for 2-5 year olds 
being created in collaboration between Imaginary Theatre (Australia) and Tak Hoyoung (Korea). 
An initial Creative Development was held in Australia in February 2015. 
 
‘This That’ will celebrate the joy of intercultural encounters & the friendships they can bring, and is 
inspired by children’s remarkable capacity to intuitively explore, investigate & generally to accept 
the differences of others. Children will witness the meeting of three characters, each one very 
different from the other. These characters will playfully explo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the 
way they look, the words they speak, and will take the audience on a journey into three very 
different worlds. Performed in both English and Korean, this performance will take children and 
adults on a journey into the unknown to a special place where understanding difference is a way of 
understanding each other. 
 
About our Process 
 
Imaginary Theatre seeks an illustrator who is interested in creating illustrations for an original 
children’s picture book via an unconventional process, with a diverse team of theatre makers, 
designers and composers. The illustrator will not just create the picture book illustrations, but will 
also work with the creative team to contribute and respond to the theatre making process. They will 
be an integrated part of the creative team, working to create concepts and sketches of the picture 
book illustrations simultaneously during the creation of the theatre production. 
 
Responsibilities 
 
The illustrator will be responsible for: 
 

- Meeting with the Director, and Producer in person (in Seoul) and online for project planning 
and concept development. 

- Travelling to Australia to attend the ‘This That’ rehearsal process. (To be confirmed, 
pending funding) 



- Responding to the creation of the ‘This That’ theatre production from a visual, illustration 
perspective. They will watch rehearsals, and sketch ideas, sharing their thoughts and 
images with the director and the creative team as they work  

- Working closely with the performer/devisors and the director to collaboratively generate 
illustrations concepts for the picture book, in regards to style, aesthetic, and storytelling.  

- Working closely with the Director (who will work with the creative team to create text for the 
picture book in both English and Korean), and will develop concepts into visual 
storyboards, in preparation for creating the final illustrations.  

- Creating the final illustrations for the ‘This That’ picture book, and work with a graphic 
designer and the director to discuss the book’s layout.  

 
Desired Attributes 
 

- Experience in illustration of picture books or similar. 
- An interest in, or knowledge of creating literature for young audiences. 
- Skills and interest in group collaboration.  
- An open mind and willingness to work flexibly in a non-conventional creative process. 
- An ability to accept and embrace cultural diversity. 
- Excellent organisation and communications skills.  
- A high level of written and spoken English. 

 
Timeline  
June & July 2015  
 

- Meetings with Director and Producer during ‘This That’ creative development period in 
Seoul. 

 
August 2015  
 

- Attendance at ‘This That’ work in progress showings, ASSITEJ Korea Festival. (1-3 August) 
- Development of ‘This That’ Illustration concepts with the Director and Producer in Seoul. 

 
September 2015 – April 2016 
 

- Ongoing communication and planning between Seoul and Brisbane between the Illustrator, 
Director, Producer.  

- Creation of initial illustration concept drawings. 
- Preparation for ‘This That’ rehearsal period. 

 
June 2016 
 

- Illustrator to fly to Australia to join rehearsals of ‘This That’(To be confirmed) 
- Rehearsals commence (3 weeks total). 
- Creation of text in English and Korean for picture book. 
- Creation of visual storyboard drawings for picture book. 
- Premiere of ‘This That’ at QPAC’s Out of the Box Festival for children, Brisbane. 
- Illustrator returns to Korea, begins creation of final illustrations for ‘This That’ picture book. 

 
July 2016 
 

- Premiere of ‘This That’ in Seoul presented by ASSITEJ Korea. 
- Illustrator continues creating final illustrations for the ‘This That’ picture book. 
- Complete illustrations for ‘This That’ picture book. 
- Illustrator, graphic designer and director work on layout of ‘This That’ picture book. 

 
August 2016 

- Printing, publishing and premiere of ‘This That’ picture book in Seoul and Brisbane. 



이매지너리 씨어터에서 

‘This That 디스 댓’ 작업을 함께 할  

일러스트레이터(삽화가)를 찾습니다!  

 

이매지너리  씨어터는  삽화작업에 경험이 풍부한 시각예술가(visual artist)를 찾습니다. 선정된 

아티스트는 이매지너리 씨어터가 새로 제작하는 현대 아동극, ‘디스 댓’의 작업에 한국과 호주의 

아티스트 들과 함께 참여 하게 됩니다.  

 

이매지너리 씨어터는? 

이매지너리 씨어터는 2-12세 사이의 어린이와 이 어린이들이 속한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다양한 

예술 경험을 제작하는 브리즈번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허브입니다. 유년기, 

커뮤니티, 창의력의 세요소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예술 경험을 직접 

제작하고 공유하는 예술 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매지너리 씨어터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들의 창의성, 영감에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 

어린이들이 협동하며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아이들과 연관된 커뮤니티 작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아이들이 예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일상 생활이 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하고 활기찬 창조적인 미래를 믿습니다. 

 

디스 댓은? 

‘디스 댓’은 2-5 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현대 아동극으로, 이매지너리 씨어터(호주)와 

탁호영(한국)의 공동 작업으로, 현재 호주현지에서 1 차 창작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디스 댓’은 

다른 문화의 만남과 우정이 만들어낼 수 있는 뜻밖의 기쁨을 기리면서,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상상력과 탐험 정신, 또 자신과 다른 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포용력에서 영감을 받고 

만들어졌습니다. 어린이들은 ‘디스 댓’을 통해 전혀 다른 3 가지의 캐릭터가 만나는 현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세 캐릭터는 각기 유쾌한 방식으로 서로의 다른 생김새와 언어를 탐험하며 

관객들에게 이 세 가지 다른 세계를 보여줄 것입니다. 공연은 영어와 한국어 2 개국어로 진행되며, 

‘디스 댓’을 찾은 어린이와 어른들에게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선사할 것입니다. 

‘  

이매지너리 씨어터의 작업방법  

이매지너리 씨어터는 연극 제작자, 디자이너, 음악/사운드 제작자들로 구성된 다양한 예술가들과 

함께, 새로운 형식과 작업 과정을 통해  ‘창작 어린이 그림동화책’ 삽화 작업을 진행할 



일러스트레이터(Illustrator)를 찾고 있습니다.  함께 작업할 일러스트레이터는 그림동화책에 

들어갈 삽화 작업 뿐만 아니라, 이매지너리 씨어터의 크리에이티브 팀과 함께 연극을 제작하는 

과정에도 참여하여, 크리에이티브 팀의 한 구성원으로서 연극 작품을 만들어가는 동시에 

그림동화책 삽화를 위한 컨셉 개발과 스케치 작업을 함께 진행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의 역할은?  

일러스트레이터는 아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 프로젝트 기획 및 컨셉 개발을 위한 연출 및 프로듀서와의 오프라인(서울)/온라인 미팅에 

참여합니다  

- ‘디스 댓’ 리허설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호주를 방문하게 됩니다 (현재 해당 미정 / 관련 

비용 후원 확인 중) 

- ‘디스 댓’ 제작에 있어서 시각적인 부분과 삽화의 측면에서 전문적 의견을 제안하고 

교환합니다   

- 스타일, 미학, 스토리텔링의 측면을 고려하면서 동화책에 들어갈 삽화의 컨셉을 개발하기  

위해 연극 출연진, 제작진 및 연출과 밀접하게 상호 협력하면서 작업합니다 

- 연출은 크리에이티브 팀과 함께 영어/한글로 된 그림책의 이야기를 구성, 발전시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연출과 긴밀히 작업하게 하면서 최종 삽화 작업을 위한 준비 과정 중의 

하나로 컨셉을 시각화한 스토리보드를 제작해야 합니다.  

- 일러스트레이터는 ‘디스 댓’ 동화책의 최종 삽화를 제작하게 되며, 책의 레이아웃 논의를 

위해 그래픽 디자이너 및 연출과 같이 작업합니다. 

 

이매지너리 씨어터에서 찾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는?   

-   그림 동화책, 또는 유사한 그림책 삽화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  

-   어린이 관객들을 위한 문학 작품을 만드는 일에 관심과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   그룹 협력 작업에 대한 지식 및 관심이 있는 사람  

-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창작에 참여하면서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자발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및 업무 조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   높은 수준의 영어로 쓰기 및 말하기 능력이 있는 사람  

 

작업 일정  

2015 년  6 월  - 7 월   

-  ‘디스 댓’의 크리에이티브 개발 과정 동안 연출 및 프로듀서와의 회의 (서울)  



 

2015 년  8 월   

-  ASSITEJ 코리아 페스티벌 (8 월 1~3 일) 기간 중 ‘디스 댓’ 작품 개발 과정 공개 공연 참여 

-  연출 및 프로듀서와 함께 ‘디스 댓’ 삽화 컨셉 개발 (서울) 

 

2015 년  9 월  – 2016 년 4 월   

- 일러스트레이터, 연출, 프로듀서 간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계획 협의  

-  삽화 컨셉 드로잉 초안 제작  

-  ‘디스 댓’ 리허설 준비 작업 

 

2016 년  6 월   

- ‘디스 댓’ 리허설 참여를 위해 일러스트레이터 호주 방문 (현재 미정) 

- 리허설 시작 (총 3 주) 

- 그림동화책 영문/국문 텍스트 제작  

- 그림동화책을 위한 (시각화된) 스토리보드 드로잉 제작  

- 브리즈번 어린이 페스티벌 Out of the Box Festival 에서 ‘디스 댓’ 공연 (QPAC) 

-‘디스 댓’ 최종 그림동화책 삽화 작업 제작을 시작하기 위해 일러스트레이터 귀국    

 

2016 년  7 월   

- ASSITEJ 코리아 주최 ‘디스 댓’ 서울 초연  

- 일러스트레이터는 ‘디스 댓’ 그림동화책 최종 삽화 제작 작업을 꾸준히 진행   

- ‘디스 댓’ 그림동화책 삽화 완료  

- 일러스트레이터, 그래픽 디자이너, 연출  ‘디스 댓’ 그림책 레이아웃 작업  

 

2016 년  8 월  

- ‘디스 댓’ 그림책의  인쇄, 출판 및 공연 (서울/브리즈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