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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대 한국미술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다. 비단 

미술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그러하듯 작

용과 반작용의 대립과 투쟁을 거쳐 또 하나의 현상이 드러나

게 된다. 이전에 등장한 현상 혹은 양상은 도태되기도 하지만 

현재를 태동하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 미술은 어떠한가? 인류

의 인식 변화의 흐름에 따라 형식과 재료, 주제 등이 구현되는 

바가 달라지고 확장하는 역사가 이어져왔다. 

이른바 ‘전위(前衛, avant-garde)’의 의미를 살펴본다. 본

디 프랑스 군사용어로 부대의 전초로서 선발된 소수 정예

부대라는 의미로 쓰여졌지만 미술에서는 서구 개념미술

Art anarchists
gathered
in Daegu 

황석권

월간미술 수석기자

전 시 명 | 저항과 도전의 이단아들

전시기간 | 2018. 1. 16.(화) ~ 2018. 5. 13.(일)

전시장소 | 1전시실, 어미홀

참여작가 |  강국진, 김성배, 김장섭, 김구림, 김영진, 박석원, 

박현기, 성능경, 신영성, 육근병, 이강소, 이건용, 

이명미, 이승택, 이향미, 정강자, 정복수, 최병소, 

하용석, 하종현, 홍명섭, 제4집단

전시규모 | 회화, 설치, 영상, 사진 등 50여 점, 

                행위미술 50년을 기념하는 아카이브 자료 

                 2,000여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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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ual art)을 연원으로 하여 기존 질서와 대립하거나 

기성의 관념 혹은 형식과 결별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따라서 

작업에 있어서 작가의 태도와 인식을 지시하는 말이 되어버

린 바, 변혁의 예술과 등가의 단어가 됐다. 이러한 경향의 작

가들은 이전 것을 답습하고 그것을 ‘계승’이라는 점잖은 말

로 꾸며 새롭지 않거나, 관성에 젖거나, 혹은 기득권의 편입 

등에 적극적이었던 양상을 과감히 거부했다. 

대구미술관의 「저항과 도전의 이단아들」전은 그러한 이들의 

족적을 찾아 나선 전시로 우리 전위미술과 행위미술을 정리

하고 동시대미술에서의 의미를 찾아보려 했다. 이미 전시타

이틀이 이야기하고 있듯, 기존의 익숙한 미술의 형식이 아닌 

새로운 미디엄, 신체와 그것이 펼치는 행위, 머릿속 생각 등

을 구현하는데 있어 무엇인가 새로움을 갈구했던 몸부림의 

역사를 담고 있다. 그래서 전시타이틀에 등장하는 3개의 명

사, 즉 ‘저항’, ‘도전’, ‘이단아들’모두가 그 자체로 전위적 행

위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역할을 한다. 더불어 기획자의 발언

에서도 드러나듯 <대구현대미술제>(1974), <35/128>, <12

월-동성로전>과 같은 1970년대 전위적, 실험적 미술이 펼

쳐진 장으로서 대구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려 했다. 

「저항과 도전의 이단아들」 전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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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과 도전의 이단아들」전은 크게 2부로 구성됐다. 1부는 

「한국의 아방가르드미술: 1960-80년대의 정황」과 2부 「한국 

행위미술 50년: 1967-2017」이 그것이다. 간략히 말하자면 한

국 아방가르드미술의 ‘자각자’들과 그 첨병에 서있던 행위미

술에 대해 아카이빙을 통한 조명이 전시의 주된 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까지 당시 작가들의 ‘행위’가 ‘태도’로서 지향점이 

어떻게 유효한가를 살펴보고 있다. 

먼저 미술관 입구에 들어서기 전, 2018년 지금 이 전시가 갖

는 의미를 생각해봤다. 우선 현재 우리 미술이 다양성을 지니

게 된 원인으로 기능했던 미술사의 한 페이지를 살펴본다는 의

도가 읽혔다. 6·25전쟁 이후 혼란의 시기를 겪은지 채 얼마

가 흐르지 않았고 4·19혁명 이후 5·16군사정변으로 인한 

정치적 폭압의 시대를 지내는 동안 이른바 ‘실험성 짙은’미술

운동이 당시 한국에서 전개되었다는 것은 의아할 정도다. 논리

의 투쟁을 바탕으로 내부 반성을 거치며 근대를 극복하려는 노

력을 경주한 서구와 달리 우리 전위미술의 출발 시기는 일방적

인 서구 수용의 자세로 일관해 전통과 식민의 잔재, 서구의 문

화가 혼재되어 있는 카오스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기에 

스스로 주류에 편입되기를 거부하고 어떻게 보면 외로운 길을 

걷기로 작정한 채 다양한 매체실험과 물질과 비물질 양가의 가

치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려는 노력을 거의 자각에 의해 경주했

다는 점은 경이에 가깝다. 더불어 당시 전위예술과 행위예술이 

서구 전위미술의 양상과 시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한국적 전위성이 충분히 국제적인 것이

거나 우리의 전위성 그 자체가 서구나 동양, 우월과 열등으로 

재단되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며 1전시실 첫 번째 섹션에 들어가 본다.(원

래 동선대로라면 어미홀의 1세대 전위미술 섹션부터 봐야하

지만 글의 전개상 뒤에 소개한다) 김구림, 성능경, 김영진, 이

향미, 제4집단의 작업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김구림이 1970

년 한강 살곶이다리(현 한양대 서울캠퍼스 인근) 둑방을 구획

한 후 불을 질러 100m에 이르는 7개 대형 삼각형을 대지미술

로 구현한 당시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2016년 국립현대미술

관 과천관 개관 30주년을 맞아 미술관 앞마당 잔디밭에서 이

를 재연한 이벤트 당시 46년만에 다시 타오른 불길을 보는 작

가의 감회 섞인 눈빛이 잊혀지지 않는다. 성능경의 <세계전도

>(1974)도 눈에 들어왔다. 같은 크기로 지도의 내부를 오려 재

배열한 작업은 세계질서에 대한 관람객의 인식을 흔들어 놓는다. 

박현기, 무제(TV돌탑, 1982)

Monitor, stone, single channel video, color, silent, 가변설치, 1979

이강소, 무제 75031

Wood, ceramic bowl, flour, 가변크기, 1975

제4집단의 <기성 문화예술의 장례식>(1970)도 눈길을 끄는 작업이다. 2016년 재현된 이 작

업은 김구림, 故 정강자, 故 정찬승 등 미술작가를 비롯해, 개그맨 전유성, 석야정 스님, 음악

가 탁영 등 다양한 계층과 장르에 구애받지 않은 이들이 모여 벌인 퍼포먼스로 1970년 광복

절을 맞아 관을 들고 사직공원에서 한강까지 행진을 벌이다 즉결심판에 넘겨진 일화를 남기

기도 했다. 

동선을 따라 이동해 두 번째 섹션으로 가보니 故 박현기, 이강소, 최병소, 이명미의 작업이 

설치되어 있었다. 박현기가 「제15회 상파울루 비엔날레」에서 선보였던 <물 기울기> 퍼포먼

스 사진과 트레일러에 설치한 바위에 거울 설치하고 대구시내를 지났던 <도심지를 지나며> 

(1981)를 만났다. 물질과 비물질,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서 새로운 구조를 생성해냈던 그

의 건축가적 성향이 드러난다. 최병소가 그리면서 지워버린 너덜너덜해지다 못해 구멍투성

이 신문지(<Untitled009>(2009))를 지나면 이강소가 1975년 제9회 파리비엔날레에 출품

한 <무제 75031>(1975)를 만난다. 전자가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 채우면서 비운다면, 후자는 

억압된 자유가 이룩한 흔적을 통해 두 가치가 동시에 공존하는 상황을 이끌어냈다. 

대구미술관의 로비격에 해당하는 어미홀에는 1970년대 전위미술 1세대와 1980년대 작가

들을 비교할 수 있었다. 1969년 결성되어 우리 전위미술의 출발을 선언한 한국아방가르드

협회(AG) 결성의 주역 하종현은 ‘탈평면’을 외치며 평면의 캔버스를 탈출했다. 그가 공간

에 쌓은 신문지와 종이 <Work 71-11>(1971)이 먼저 눈에 띈다. 이어 우리 행위미술 출발

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던 <비닐우산과 촛불이 있는 해프닝>을 비롯, <투명풍선과 누드>(1968), 

「저항과 도전의 이단아들」 전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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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의 타살>(1968) 등을 故 정강자 등과 주도한 故 강국진

이 펼친 최초의 개인 해프닝 <색물을 뿜는 비닐주머니>(1967), 

<형(形)의 상관(相關)>(1972)은 반갑기까지 했다. 이승택이 비

가시적인 바람을 시각화한 <바람-민속놀이>(1970)은 난지도

에서 초연한 퍼포먼스를 사진으로 보여준다. 그는 2007년 「한

국의 행위미술 1967-2007」전의 개막을 알리는 <지구행위>를 

1979년에 이어 재연한 바 있다. 더불어 그가 2017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맞춰 베니스 팔라초 카보토(Palazzo Caboto)에

서 열린 개인전에 선보였던 <종이나무>(1970)도 만나볼 수 있

었다. 조각작품으로 알려진 박석원의 <4개의 그림자>는 그림자 

자체를 물질화하여 공간과 사물의 위치를 조작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이건용은 당시 국제적인 미술이벤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는

데 그 작품이 바로 <신체항-73>(1973)과 <신체드로잉>(1976)

이다. 이 작업들은 1971년 파리비엔날레(<신체항71>)와 1979

년 리스본 국제드로잉전(<신체드로잉>)에서 대상을 수상했

던 작업과 궤를 같이한다. 1980년대 작가들은 대부분 소그

룹운동에 참여한 이들이다. 당시 암울한 정치적 상황과 맞서

면서 미술계를 장악했던 민중미술은 단숨에 획일화된 미술

계 분위기를 만들었다. 소그룹운동은 정치적 상황과 거리를 

둔 채 전위적 운동을 이어가면서 다양성 붕괴의 마지노선 역

할을 담당했다. 전시장에는 ‘난지도’신용성의 <코리안 드림

>(1986), 하용성의 <똥, 오줌, 구토>(1995)를 만나볼 수 있었

는데 각각 정의와 불의, 선과 악의 상대성과 일상과 예술의 경

계가 모호함을 다뤘다. 단색화 영역에서 벗어나 기존의 관습

에 정면으로 대항한 ‘3월의 서울’의 김장섭, 홍명섭은 <사물

위의 회화>(연도미상)와 <De-velopingen-veloping_The 

wall>(1978~2018)이 각각 출품됐다. 커다란 원형의 나무 조

형물로 인생과 자연이라는 예술의 근원문제를 탐구한 김성배

의 <하하(下下) 소나무>(1987)와 사회의 부조리함을 폭로하는 

정복수의 격정적 작품 <바닥화-밟아주세요>(1983)도 관객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었다. 

2부 「한국 행위미술 50년: 1967-2017」은 아방가르드미술

의 선두에 있었던 행위미술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작품위주

의 1부와 달리 한국행위미술을 태동기(1967~1970), 정착기

(1971~1980), 확산기(1981~1999), 국제화(2000~) 네 시기

로 구분해 도록, 팜플렛, 리플릿, 작가노트, 신문기사, 드로잉, 

인터뷰 기록물, 소품, 재료, 영상, 사진 등 1960년대 해프닝 이후 

2천개의 퍼포먼스를 아우르는 다양한 자료들로 구성된 아

카이브전시로 꾸며졌다. <비닐우산과 촛불이 있는 해프닝> 

(1967)이 초연된지 반세기가 흐른 오늘날 행위미술은 더 이

상 일간지 사회면을 장식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이 가능했

던 것은 1960년대 1세대 행위미술가들이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바로부터, 1970년대에는 관념적이고 사유적인 행

위미술이 다양한 규모로 전국에서 펼쳐졌고 이는 본격인 우

리 행위미술의 출발을 알린 것에서 연원한다. 1980년대부

터 1990년대, 즉 20세기의 끝자락에서는 미술뿐만 아니라 

무용, 음악, 연극 등 장르구분이 없는 종합예술형태의 작업

을 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규모의 행위미술제를 통해 국

제화를 꾀했다. 

전시관람에 몰두하며 몇 가지 의문점을 푸는 시간을 갖다보

니 이 전시는 전위미술과 행위미술의 전개 양상에 국한한 내

용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소그룹운동 양상을 통해 지금 동시대미술의 흐름과 비

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우리 현대미술사의 맥락을 

곱씹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1960년대부터 1970

년대까지 ‘제4집단’, ‘AG’, ‘ST’로 대표되며 ‘에꼴 드 서

울’, ‘오리진’, ‘무동인’, ‘표현그룹’, ‘논꼴’, ‘아트’, ‘투아’

등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거나 소멸한 당시 소그룹은 1980년

대 ‘현실과 발언’, ‘임술년’, ‘두렁’등의 민중미술계열 소그

룹과 ‘서울80’, ‘로고스&파토스’, ‘레알리떼 서울’, ‘타라’, 

‘메타복스’, ‘썬데이 서울’, ‘황금사과’등 지향점과 내용, 표

현의 형식 등이 여러 갈래로 뻗어갔던 이후 소그룹운동의 밑

거름이 되었다. 이는 한국미술의 다양성과 내부 에너지를 건

드렸던 뇌관 역할을 하였다는 증자다. 소그룹운동의 양상은 

1990년대 대중문화, 지역성, 비주류성, 소수성, 하위문화 등

을 강조하는 작가군의 등장은 물론, 현재 이른바 ‘동시대미

술’의 시선이 닿는 지점을 예견하는 것이었다.

다만 이 전시의 의의이기도 하지만 이를 계기로 한 가지 짚

고 넘어가야할 점은 바로 우리 전위미술과 행위미술에 대한 

비평적 연구이다. 흔히 실험미술, 개념미술 등으로도 혼돈되

어(혹은 오용되어) 지시되는 위와 같은 전위적, 실험적 예술

형태에 대한 연구가 10여 년 전부터 전개되었다는 점은 늦

은 감이 없지 않다. 또한 몇몇-지금도 활동하는-의 고군분

투에 의지했기에 우리 전위미술에 대한 특별하고, 다양한 시

각의 생산적 담론을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도 아쉽다. 이 전

시가 이러한 점을 환기하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한다.

「Renegades of Resistance and Challenge」 (January 
16~May 13) being held at Daegu Art Museum is 
an exhibition to take a glimpse at avant-garde art 
and performance art of Korea. As the words in the 
exhibition title manifest, the two genres in Korea are 
acclaimed to have established a new and exclusive 
figurative universe and an aesthetics grammar in 
counter to the existing forms and themes. The way the 
two genres have been developed is almost synchronized 
with the then international art circles’, yet hinting at 
the high autopoiesis of the two. In addition, as the two 
genres have played pivotal roles of broadening the 
spectrum in diversity of the Korean art circles up to 
date, they have exemplified directions to be pursued 
by establishing diversity in the contemporaneous art 
of Korea. We hope that you could take a look at highly 
experimental works by walking around in UMI Hall 
and Exhibition Halls at Daegu Art Museum.  

「저항과 도전의 이단아들」 전시전경

 이향미, Paper on acrylic, 161x130cm,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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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ry depicted by NAM Tchunmo
where the light shines and a life floats 

황인옥 대구신문 기자

‘빛이 비추고
 삶이 흐르는 남춘모의 풍경’

전 시 명 | 풍경이 된 선

전시기간 | 2018. 1. 23.(화) ~ 2018. 5. 7.(월)

전시장소 | 2, 3전시실, 선큰가든

참여작가 | 남춘모

출품작 수 | 약 100여 점(회화, 드로잉, 설치, 영상 등)

19세기 최고의 프랑스 화가 모네와 현재 유럽에서 잘 나가는 

대구 출신의 작가 남춘모는 다른 시기, 다른 공간을 살았지만 

빛이라는 공통분모로 엮을 수 있다. 빛의 작가 모네와 마찬가

지로 남춘모 작가 역시 작품의 중심에 빛을 두고 있다. 모네

나 남춘모나 ‘관념적 사실성’보다 ‘보여지는 대로’의 대상에 

집중한다. 그 ‘보여지는 대로’를 관장하는 주재자가 그들에

게는 빛이다.   

모네는 빛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의 색채를 다채롭게 

담아내며 19세기 인상주의를 선도하였다. 남춘모는 평면에

서 입체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빛에 주목했다. ‘풍경은 계속

해서 바뀌는 주위의 것들과 공기와 빛에 의해 다시 살아난

다’고 한 모네의 말에 화답이라도 하듯 입체를 구상하는 설

계 단계부터 빛의 효과를 계산에 넣기 시작하였다. 빛의 능동

적인 개입을 통해 대상에 숨을 불어넣고 싶었음이리라. 그는 

빛이 3차원 공간을 투과하면서 빚어내는 깊이감과 그림자의 

미세한 차이를 부조회화, 설치, 드로잉이라는 다양한 형식으

로 드러내어 왔다.  

모네가 동일한 대상을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해가는 과정

을 여러 장의 캔버스에 그렸다면 남춘모 작가는 한 화면 속에

서 구현하는 결기를 보여주고 있다. 대상이 빛에 의해 변화하

는 하루 동안의 과정을 오롯이 작품에 녹여내고 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원천이 ‘입체’이다. 그는 선과 면으로 공간을 입

체화하고, 입체화된 공간 속으로 빛과 바람과 습기를 끌어들

「남춘모_풍경이 된 선」 전시전경

10

11

d am
's EX

H
IB

ITIO
N

 R
EV

IEW
남

춘
모

_
풍

경
이

 된
 선



인다. 그렇게 수렴한 빛이 공간을 따라 흐르면서 때

로는 고요함으로 침잠하고, 때로는 아우성으로 내려 

꽂히기도 한다. 

빛이 오래토록 찬란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담겨야 

한다. 자신을 비출 거울같은 존재가 필요하다. 모네

와 남춘모는 빛을 풍경 속에 담아내려 하였다. 두 작

가 공히 작품의 소재로 풍경을 선택하였다. 그들은 

시시각각 달라지는 하루 동안 풍경의 변화과정을 오

롯이 작품 속에 담아내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불태웠

고, 그것을 빛으로 완성하고자 하였다.    

남춘모 작가의 작품은 독특한 제작 과정을 거친 후

에야 비로소 ‘빛이 흐르는 풍경’으로 재탄생한다. 먼

저 광목천을 일정한 간격으로 자르고, 틀 위에 고정 

시키고, 그 후에 폴리코트라는 합성수지를 천위에 바

른다. 그것이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서 딱딱한 부조가 

되는데, 그것을 ‘ㄷ’자 형태로 자르면 작업의 기본재

료가 된다. 그 재료들을 캔버스 위에 증식하거나 붙

이면 3차원 입체가 완성된다. 입체부조는 설치와 부

조회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난다.  

대구미술관 전시는 남춘모 작가의 작업세계와 변화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대규모 전시로 꾸려졌다. 

남춘모 작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한 성찬 같은 전시다. 1섹션은 말하자

면 개괄편에 해당된다. 벽면에 걸린 최신작, 바닥에 

설치된 원재료에 해당하는 부조, 그리고 벽과 바닥을 

막힘없이 넘나드는 빛의 부유까지. 나머지 전시장을 

둘러보는 수고로움을 더하지 않더라도, 1섹션 작품

만으로 남춘모 예술의 시작과 끝, 그리고 핵심사상까

지 두루 섭렵할 수 있다. 

특히나 최소한의 작품 배치와 그로 인한 선과 여백

의 조화가 돋보인다. 세 개의 벽면 중 두면은 비우고 

한 면에 단 세 작품만 걸고, 전시장 바닥은 거친 상태

의 원재료를 그대로 설치함으로써 간결한 절제미를 

살려내고 있다. 고도의 절제는 외부의 풍경이 내부로 

연결되는 넓고도 트인 공간감을 한껏 살려내며 최대

한의 의미와 사유를 이끌고 있다. 이런 점에서 1섹션

은 사유와 성찰의 공간으로 읽혀진다. 

1섹션이 개괄편이라면 2섹션은 본문에 해당된다. 1

섹션이 남춘모의 작품세계 전반을 단 5개의 작품으

로 관통하려 하였다면, 2섹션은 그의 작품을 조목조

목 설명하는데 할애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그 첫 번

째 공간은 도입부격이다. 3개의 벽면에 입체형태의 

단면을 다양한 형태로 조합한 설치작품을 걸었다. 그리고 또 다른 벽면에 평면 설치

의 시원에 해당하는 드로잉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 공간의 작품들은 마치 그의 

부조회화의 해부도를 보는 것 같아, 작품 이해의 단초가 된다. 드로잉 작품은 그가 

선 작업을 시작하던 당시에 해 놓았던 끄적거림이다. 입체단면이 이번 전시에 처음 

소개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그의 드로잉에 배태되어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2섹션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공간은 남춘모 작가의 독자적인 예술세계인 부조회화를 

충분하게 드러내고 있다. 빛과 선 그리고 면으로 구성된 부조회화의 변화과정을 소

개하며 그가 들려주려는 메시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도록 공간을 할애하고 있다. 

전시장에는 사각 부조의 집적으로 시작해 직선과 사선 등의 형태로, 그리고 이번 전

시에 처음 선보이는 곡선의 부조회화까지 다채롭게 펼쳐놓았다. 그는 ‘ㄷ’자에서 

‘ㅅ’, 그리고 ‘<‘,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부조로 변화를 모색하며 보다 다

채로운 공간구축에 힘써왔다. 

사실 그가 빛 이전에 먼저 주목한 것은 선이었다. 선은 그의 작품에서 일관된 흐름인

데,  선을 만난 시기는 대학 재학 때였다. 화선지 위에 몇 개의 선만으로 여백의 공간

을 충분히 살려내었던 선대 작가들의 미학정신을 공부하면서 선에 대한 흥미가 시작

「남춘모_풍경이 된 선」 전시전경

Stroke-Beam, Cloth, polycoat, oil on panel, 145x130cm, 2017 「남춘모_풍경이 된 선」 전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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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 NAM Tchunmo produces artworks mostly using light. He 
started to consider the effects of light from the design stage of 
brainstorming on three-dimensionality. He has revealed a sense of 
depth generated as light penetrates into a three-dimensional space 
and subtle differences in shadows in diverse forms such as relief 
paintings, installations and drawings.  
His modality of expressing light turns a space three-dimensional 
using lines and planes, and induces light, wind and moisture 
into the three-dimensional space. He has exerted a strong will to 
include how a minute-by-minute changing daily landscape into his 
works, wishing to implement via light.
His exhibition at Daegu Art Museum is a large-scale one to scan 
through his oeuvre and changes in place. Up for grabs is the feast-
like to delve into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his works.

되었다. 선대 작가들이 가능했다면 그 역시도 선의 집적으로 에너지가 농축된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는 어린시절의 기억도 선 작업의 모태가 되었다. 그의 고향은 경상북

도 영양이다. 산악지대라는 특성상 산비탈을 밭으로 개간해 농사를 지어야 했고, 돌과 잡초를 

골라내고 고랑과 이랑을 만들었다. 씨앗을 심은 이랑에 검은 비닐을 씌우면, 이랑의 선과 비닐

의 검정색은 산비탈 위로 이어지는 숲에 묘하게 흡수되고는 하였다. 비탈진 경사면을 타고 흘

러내리던 빛의 반짝임이 시간의 쳇바퀴를 한참이나 더 지나 작가 남춘모 작가의 작품에 아로

새겨졌다. 그러나 그의 사연을 모르고 보면 입체는 흡사 산을 연상하게 한다. 비탈진 밭이나 산

이나 풍경인 것은 매한가지니 그것 역시 틀린 감상이라 할 수 없다.   

2섹션 네 번째 공간은 클라이막스다. 결론부에 해당된다. ‘ㄷ’자 부조를 동일한 크기로 잘라서 

벽면에 설치했다. 바닥에는 그가 17년 동안 사용한 붓을 모아놓은 붓무덤이 설치되어 있다. 지

난한 작업 시간들의 축적된 응어리가 1섹션과 2섹션을 지긋하게 바라보고 있다. 또 한 켠에 그

가 직접 작품을 설명하는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가장 클라이막스는 영상작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걸린 작품이다. 1섹션에서 만났던 부조를 

잘라서 벽에 걸었다. 이 작품 앞에서 서면 1섹션에서부터 2섹션을 돌아 나오며 차곡차곡 쌓아

온 감동의 쓰나미가 부지불식간에 고요해지면서 깊은 사색 속으로 발려 들어간다. 작업의 본

질을 넘어 존재의 본질을 보는 듯하다. 구구절절한 수식어보다 단 한 단어, 그것으로 족하면 그 

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인데, 이 작품이 그런 감성으로 다가왔다. 

선과 면 사이에 빛이 들어오고, 그것은 곧 풍경이 되는 남춘모 작가의 작품들. 그 풍경은 마음속

에 피어나는 아지랑이다. 그는 가슴 속 아지랑이를 미술관 공간에 시각적으로 펼쳐내 보이며,  

관람객들의 가슴 속 풍경과 만나게 하고 있다. 돌을 골라내고 풀뿌리를 

캐내 황무지를 개간하고, 그 비탈진 밭에서 푸른 결실을 거두는 농부처

럼 그도 오랜세월을 가슴 속 언어의 시각적 구현에 힘쓰며 세상과 소통

하려 하였다. 그리고 여전히 길 위에 서 있다. 누군가의 가슴 속 아지랑이

를 따라가며 기꺼이 길 위의 삶을 선택하고 있다. 행여나 길 위에서 남춘

모를 만난다면 조용히 그 뒤를 따를 것을 권한다. 우리 안에 깊숙이 간직

하고 있는 아지랑이를 그가 찾아 줄 것이기에…

「남춘모_풍경이 된 선」 전시전경

「남춘모_풍경이 된 선」 전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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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 명 | 2018 소장품전 수직충동, 수평충동

전시기간 | 2018. 1. 9.(화) ~ 2018. 4. 29.(일)

전시장소 | 4, 5전시실

참여작가 | 강운, 권부문, 김용수, 김윤종 외 21명

출품작 수 | 회화, 조각, 사진, 설치, 영상 등 50여 점

We are destined to
meet again

이승욱

대구문화 기자

 

만
날 

수 

밖
에 

없
다

미술관의 영문 표기가 아트 뮤지엄(Art Museum), 즉 ‘미술 

박물관’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요가 있다. 그것은 미술관의 

소장품이 그 미술관의 성격을 보여주는 이유기도 하다. 소장

품 전시가 눈길을 끄는 것도 마찬가지. 소장품이 소위 ‘미술 

박물관’으로서 미술관의 성격을 보여준다면, 전시는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다.

올해 대구미술관의 소장품전 역시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전시였다. 토니 크랙, 리처드 세라, 댄 플래빈을 비롯한 국내

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대구미술관의 소장품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이들의 이름값으로 대표되는 어떤 미술적 가치가 결

국 미술관의 성격을 보여주는 셈이었다. 물론 그것만이 매력

의 전부는 아니었다. 그 속에는 여느 작품보다도 상징적인 전

시 구성이 자리하고 있었다.

실제로 이번 전시는 전시장 한 곳에 ‘수직’형태의 작품만을 

설치하는 한편, 다른 한 곳에는 ‘수평’의 작품들만을 선보이

고 있었다. 이 같은 구성은 소장품의 이름값이나 가치 대신 

결
국
은 

수직과 수평이라는 형태에 주목하게 만든다. 전시는 그처럼 

소장품의 의미보다는 작품의 조형적 특성에 집중하고 있었

다. 그로부터 조명되는 것은 수직이 주는 엄숙한 분위기나 수

평의 편안한 정서였다. 이른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정서, 즉 

‘수직’과 ‘수평’의 미학이었다.

이 같은 구성은 일면 단순해 보이지만, 자유로운 확장이 가능

한 방식이기도 하다. 일종의 상징이다. 수직과 수평으로부터 

긴장·이완, 높이·낮이, 불안·안정 같은 상반된 두 가지 ‘충

동’이 펼쳐지고 있었다. 전시 제목이 눈길을 끄는 이유였다. 

무엇보다 이러한 상징은 어떤 미술의 속성과도 무관하지 않

았다. 엄숙하고도 편안하고, 불안하면서도 안정적인, 그래서 

가깝고도 먼 미술의 형태. 이번 전시가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보여주었던, 바로 그 현대미술이었다.

그것은 이 전시가 단지 ‘소장품을 보여주는 전시’에 그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기도 했다. 사실 수직, 수평의 미학도 크

게 다르지 않았다. 수직선도 수평선도 결국은 만날 수밖에 없

기 때문이다. 전시는 그렇게 소장품과 형상으로서의 작품을 

분리시키면서도 자연스럽게 그 접점을 마련하고 있었다. 마찬

가지로 현대미술과 관람객도 멀거나 가깝거나 만날 수밖에 없

다. 전시 역시 그렇게 교차하고 있었다. 그것은 미술관, 즉 ‘미

술 박물관’과 오늘날의 우리가 만나는 교차점이기도 했다.

Collections of an art museum mirror its characteristics. 
That is why a collection exhibition grabs an enormous 
spotlight. While collections manifest the nature of 
an art museum, an exhibition on collections most 
symbolically represents itself. The art collection 
exhibition of Daegu Art Museum was, no doubt, the one 
imbuing such charms. Not only artworks of renowned 
artists - Tony Cragg, Richard Serra and Dan Flavin but 
also the artistic configuration of the exhibition were 
outstanding – a symbolic configuration of ‘verticality’ 
and ‘horizontality.’ Such a symbol, above all, was 
crisscrossing with the nature of the contemporary art, 
so the exhibition was not confined to a ‘mere exhibition 
of showing collections.’

「2018 소장품전 수직충동, 수평충동」 전시전경

(위) 이영륭, 해조, Oil on canvas, 130.3x97cm, 1978

(아래) 전국광, 매스의 내면, Steel pipe, 180x30x180cm, 1983

「2018 소장품전 수직충동, 수평충동」 전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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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기
KIM Whanki

봄의 소리 4-I-1966, oil on canvas, 178x128cm, 1966 ⓒ(재)환기재단·환기미술관

전 시 명 | 김환기

전시기간 | 2018. 5. 22.(화) ~ 2018. 9. 19.(수)

전시장소 | 2, 3전시실

전시내용 |   일본동경시대와 서울시대

                 파리시대와 서울시대

                뉴욕시대 

                 작가의 시대별 작품과 아카이브로 구성

전시구성 | 평면작품 108점, 아카이브 100점

                (사진, 도록, 화집, 영상 등)

김환기(1913~1974/한국) 대규모 회고전을 5월 22일

부터 8월 19일까지 2, 3전실에서 개최한다. 김환기는 

한국미술계의 아방가르드와 추상미술의 선봉에서 우리

민족의 정서를 세련되고 정제된 조형언어로 승화시켜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정립하였다. 이번 전시는 평생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각성과 예술의 본질에 대한 탐

구, 끊임없는 조형 연구에 몰두하였던 김환기의 시대별 

작품들과 아카이브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김환기 

작품에 내재된 내용과 형식, 미술사적 의미에 주목하여 

그가 추구한 예술성을 새롭게 모색한다.

A large-scale retrospection exhibition of KIM 
Whanki (1913~1974/Korea) is hold at Exhibition 
Halls 2&3 from May 22 to August 19. He 
has established his exclusive universe of art 
by escalating the sentiments of Korean into 
sophisticated and refined figurative languages at 
the forefront of avant-garde art and abstract art 
in the Korean art circles. This exhibition consists 
of KIM’s times-specific artworks and archives as 
an artist who was immersed in awakening of his 
own identity, exploration into the essence of art 
and endless figurative research all his life. It offers 
great opportunities to seek for artistic values he 
has pursued by focusing on the content, forms and 
art historical significance found in his works.

17-VIII-73 #317, Oil on Cotton, 264x209cm, 1973

ⓒ(재)환기재단·환기미술관

김환기와 마타라쪼 회장, 상파울로, 1963, 제7회 상파울로 비엔날레

ⓒ(재)환기재단·환기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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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송 조선회화 명품전
The Masterpieces of Joseon Paintings

정선, 풍악내산총람 (楓岳內山總覽), 견본채색, 100.8 x 73.8cm, 1676 ⓒ간송미술관

간송미술관 대구 유치와 설립 80주년을 기념하는 「간송 조선회

화 명품」전을 6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개최한다. 이 전시는 

일제 강점기 사재를 털어 우리 문화재의 해외반출을 막은 간송 전

형필 선생이 수집한 작품 중 조선 최고 대가들의 회화 진품 100

여점과 국보급 문화재 등을 지방 최초로 소개하는 전시다. 김홍도 

‘마상청앵(보물 제1970호)’, 신윤복 ‘미인도(보물 제1973호)’, 

정선 ‘시화상간(보물 제1950호)’, 김정희 ‘풍악내산총람’ 등 조

선 초중기, 조선후기, 조선말기 등 시대별 명품회화를 전시하고, 

작품이해를 높이는 ‘VR 체험존’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어린

이 미술체험교실’ 등 다양한 체험과 맞춤형 강좌를 제공한다.

전 시 명 | 간송 조선회화 명품전

전시기간 | 2018. 6. 16.(토) ~ 2018. 9. 16.(일) 

전시장소 | 1전시실, 어미홀

전시내용 | 간송미술관 소장 조선 명품회화 진품 100여 점(보물 30여 점 포함), 영인본(6점), 간송 유물(30점), 미디어 아트 등

주요작가 | 김명국, 김정희, 김홍도, 신사임당, 신윤복, 심사정, 안견, 안중식, 이정, 이징, 장승업, 정선, 조희룡 등

전시구성 | 간송 전형필, 조선 초중기, 조선후기, 조선말기, 미디어 & 체험관

Gansong Art Museum holds 「The Masterpieces of Joseon 
Paintings」 marking the 80th anniversary of its foundation 
in Daegu from June 9 to September 9. The exhibition is the 
first of its kind to be held in a local region on 100 pieces of 
authentic paintings of best renowned artists of Joseon period 
and national treasure-like cultural assets out of the collected 
works of Gansong Jeon Hyeongpil who obstructed Korean 
cultural assets to be sent abroad at his own expens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Exhibits include masterpieces 
by times – early-to-mid Joseon period, post-Joseon period 
and late Joseon period – including ‘Masangcheongaeng 
(Listening to an Oriole from Atop a Horse)’ (Treasure 
No. 1970) of KIM Hongdo, ‘the Portrait of a Beauty’ 
(Treasure No. 1973) of SHIN Yunbok and ‘Shihwasanggan’ 
(Treasure No. 1950) of Jeong Seon. Various experiences 
and audience-tailored lectures were offered including ‘VR 
Experience Zone’ to raise understanding of works and 
‘Children’s Art Experience Class’ for children to be drawn 
into. 

신윤복 미인도, 견본채색, 114x45.5cm ⓒ간송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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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Artist Project 3 

박정기, 걷다 쉬다

5.15.~8.19.

박정기 작가 인터뷰

대구미술관에는 5월 15일부터 박정기 작가의 <걷다 

쉬다>전이 전시되고 있다. 6개의 공간에 필름, 설치, 

퍼포먼스 등 작품을 설치했다. 전시실을 산책하는 동안 

관객의 눈앞에 무엇이 지나갈까. 박정기 작가를 만나

보았다.

INTERVIEW

Y+ Artist Project  

작가로 선정되었는데

‘정원’이라는 소재에 대해

설명한다면

관람객이 느꼈으면

하는 바는

동양화 전공자로서

어떻게 개념미술을 시작하게 되었나

A. 젊은 작가를 위한 지원 사업이 많은 반면 

상대적으로 40대 작가에 대한 프로그램은 부

족하다. 수도권에서도 연령 제한을 지워가는 

추세다. 작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중요하

다는 점에서 현실에 적합한 프로젝트라고 생

각한다.

Y+ 아티스트 프로젝트는 2016년부터 실시한 40대 작가 선정·지원 프로그램으로 박정기는 이 프로젝트의 세 번

째 작가로 선정되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설치, 퍼포먼스, 영상, 드로잉 등 현대인들의 내면과 이 시대의 사회 병리적 

현상들을 날카롭게 풍자하는 50여 점의 작품을 소개한다.

A. 학부 과정에서 동양화를 전공하였으며 학부 졸업작품전

을 계기로 설치 미술을 시작하였다. 개인적인 고민을 바로 

작업으로 만들어 가면서 자연스럽게 설치작업을 하게 되었

던 것 같다. 이후 현대미술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시각이 필

요하다는 생각이 들어 독일 뮌스터에서 설치, 조각을 전공하

게 되었다. 동양화를 전공한 것은 이후 작업진행에 많은 영

향을 주었다. 재료와 표현에서 설치미술과 다른 면은 있으

나 어떠한 면에서는 사물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

적인 태도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작업 형태를 

개념미술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넓은 의미에서 개념적 요소

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A. 동양에서는 참자기를 대면하는 순간을 ‘자

기 자신의 정원을 거닌다’라고 표현한다. 서양

에서도 살아온 혹은 살아갈 자신의 삶을 이야

기할 때 정원 가꾸기에 비유하기도 한다. 또한 

사람의 내면에는 정치·경제·문화. 종교 등 

시대적이고 사회구조적인 것이 일정하게 의식 

무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번 작업에서는 정

원은 개인의 내면 그리고 내면에 투영된 현실

이 공존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A. 전시는 하나의 게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가는 놀

자고 말을 건다. 관객은 웃음을 터뜨리거나 당황하거나 이해

하기 어려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작품이라는 놀이방식을 

통해 관람객이 마주하고 대화하며 즐기기를 기대한다. 

Daegu Art Museum presents artist PARK Chungki’s exhibition titled <Walk and REST> in Exhibition 
Halls 4 & 5 from May 15 to August 19. The exhibition introduces about 50 pieces of his artworks including 
installations, videos and drawings on the object of a garden – a space where the inner world of an individual 
and the reality reflected within coexist. He said he expected to have dialogues and fun through artworks, or 
the mode of play, believing that an exhibition is like a game.

PARK Chungki, <WALK and 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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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rtist who painted the first abstract painting in the modern art of  Korea

김영동

한국미술평론가 협회 회원, 대구문화재단이사

주경
한국 근대미술 사상 최초의 추상화를 그린 화가

주경, 격조, 캔버스에 유채, 91cm×73cm, 1932

일본의 근대미술은 우리보다 약 반 세기 정도 먼저 서구미술

을 받아들여 사실주의와 인상주의 등이 절충된 아카데믹한 

자연주의 양식이 정착돼 있었다. 게다가 일부 인상파 이후 양

식과 모더니즘을 받아들인 작가들도 있어 화단이 다채로웠

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동안 조선에서 건너간 우리 유학생들 

대다수는 구상미술을 익히기 급급했다. 그러나 당시 조선 유

학생들 중에서도 몇몇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는데, 주경처럼 

일찍이 자발적으로 추상미술을 실험한 작가도 있었다. 

1928년 일본으로 건너간 주경은 처음에는 도쿄 가와바타 미

술학교(天端畵學校)로 가서 데생과 유화를 공부했다. 프랑

스 유학이 목적이었다가 집안 사정으로 포기하고 결국 1936

년 32세의 늦은 나이로 제국미술학교에 들어갔다. 졸업 후

〈재동경미술협회〉전 등에서 활동하다 해방 직전 일본에서 귀

국했는데 바로 대구로 와서 정착하게 된다. 

1972년 국립현대미술관이 주최한 「근대미술 60년」전에 지

난 1920-30년대의 추상화들이 포함된 자신의 그림들을 출

품해 당시 미술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회고전을 가진 1974

년에는 『공간』지에서 그에 관한 특집을 실었는데 당시 화단

은 주경에 대해 ‘최초의 추상화가’라고 부르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전 작품을 놓고 보면 사실 추상작품은 수적으로 적어 그 

명칭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작품들이 “근대미술 

사상 일대 사건”이었던 점을 부각시킬 때 전혀 틀린 말은 아

니다. 주경은 모더니즘이나 추상미술을 신념이나 확신을 가

지고 추구한 작가는 아니었다. 그래서 추상화를 일관되게 전

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의 추상화에 대해 필연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은 옳지 않다고 본다. 다만 때에 따라 추상

의 보편적인 형식과 원리를 잘 사용한 작가라고 봐야겠다.

대구미술관에 소장된 작품들 중에는 1932년에 제작한 <격

조>와 1974년 작인 <기구(祈求)>가 있다. 두 작품 모두 관념

적인 주제로서 심적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그는 『공간』지와

의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추상화는 형태의 실험이나 추구가 

아니라, 심경이 그 동인이었음을 밝힌 적이 있다. 그 밖에 정

물이나 인물을 대상으로 한 작품들 중에는 좀 더 표현주의적

이거나 고전적인 아카데미즘 취향을 드러내기도 했다. 같은 

1930년대의 작품이면서도 누드 작품들과 인체 소묘들은 사

실적인 데생을 공부하는 도중에 나온 작품들이다. 각각의 장

르마다 그의 양식 취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등 일관성을 볼 수 

없지만 그는 추상이니 사실이니 구분하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세계를 그리면서 서양화의 다양한 양식을 정서의 표현에 부

합시키고자 했던 작가였다. 

CHU Kyung is an artist who voluntary experimented 
with abstract art early one. Having moved to Japan in 
1928, he studied dessin and oil painting at Kawabata 
School of Fine Arts, Tokyo, and entered Teikoku 
(Imperial) Art School. After graduation, he exhibited 
works at the exhibition of <Tokyo Art Association> 
exhibition, and arrived at Daegu after returning to 
Korea right before Korea’s liberation from Japan. 
Collection pieces at Daegu Art Museum include 
<Lofty>(1932) and <Prayer>(1974). The two works 
express a psychological state as a notional subject. 
Instead of distinguishing works based on abstraction 
or realism, he wanted to incorporate diverse styles of 
western paintings into the emotional expression by 
drawing the world he wanted.

주경, 흰 주전자가 있는 정물, Oil on canvas, 53x41cm,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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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안 오피

김혜경

피비갤러리 대표, 전시기획자

Julian Opie

줄리안 오피 (b. 1958~)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옥스퍼드에서 성장했으며, 영국 현대미술의 주

역들을 길러낸 런던 골드 스미스대학에서 수학하였다. 유럽의 주요 미술관과 갤러리 등에서 전시

를 하였으며 국내에서는 2009년 서울 스퀘어의 대형 LED 작품 <걷는 사람들(Walking People)>

이 소개되면서 많이 알려져 있다. 

대형 광고판, 일본 목판화와 만화, 고전 초상화와 조각 등에서 영감을 받고 이를 특유의 축약된 형

식과 현대인들에게 소통 가능한 이미지로 재해석하는 작업으로 명성을 얻은 줄리안 오피는 인물

의 특징만을 단순화한 군상 시리즈를 통해 본래의 이미지를 더욱 경쾌하고 친숙하게 만들고 있

다. 평면 작업뿐만 아니라 조각, 설치, 미디어, 회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

으며 일상, 삶, 철학으로 확장되는 줄리안 오피의 미술세계는 동시대인에게 큰 공감을 주고 있다. 

줄리안 오피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의 움직임에 주목하여 걷거나 뛰는 동작, 요가 또

는 춤을 추는 동작 등 수많은 낯선 인물들의 일상적인 움직임을 담아내며 담담한 감정에 대하여 

이야기를 전한다. 줄리안 오피의 표현은 단순하다. 작가의 작품들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친

구, 동료, 이웃집 사람들로 이 주인공들을 과감하게 생략, 단순화 시킨 과정을 거쳐 재탄생 했으며 

입체감 없이 일정한 두께의 선으로 그려지면서 더욱 표준화된 상태로 마무리 되어있다. 이는 인

물의 움직임을 단순한 선과 면을 통해 잃어버린 개성을 간략하게 그려내어 작가만의 시각으로 예

술에서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제시한다

검은 배경에 단색의 LED라이트로 모습을 드러내는, <흰 드레스를 입고 춤추는 샤노자(Shahnoza 

dancing in white dress)>는 줄리안 오피의 간결하고 단순화된 인물의 특징을 잘 갖추고 있다. 

2007-2009년 사이에 제작된, 인물의 운동감이 강조된 포즈를 포착한 시리즈에 속하는 작품으

로 밝은 오렌지색 LED 라이트로 춤을 추는 동작을 표현하고 있으며, 최근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명

료함과 단순함 그리고 운동감 이라는 특징들을 모두 갖고 있는 작품이다. 

‘Shahnoza dancing in white dress’ – a dancing figure wearing a dress revealed through 
a monochrome LED light against a black background – explicitly reveals characteristics 
of succinct and simplified figures in Julian Opie’s works. It is a piece of work in the 
series which grasp poses where a figure’s motion is emphasized, having been produced 
from 2007 to 2009. It expresses dancing gestures using the bright orange LED light. The 
work contains his recent attributes in works – clarity, simplicity and motion. 

나는 무언가를 보는 순간 영감을 얻는다.

특히 사람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인 걷는 행위에서

아름다움을 느껴 움직이는 순간을 캔버스에 담아내기 시작했다.

Julian Opie,2017

“

”

흰 드레스를 입고 춤추는 샤노자

LED double sided monolith, 133x62x238cm,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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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초 대구미술관은 작지만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그것

은 능동적인 아카이브 수집의 일환으로 정기적인 연구모임을 

만들자는 것이었고, 모임의 성격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수

렴하는 장(場)으로서 포럼의 방식을 따른다는 것이었다. 대구

미술관포럼은 한 달에 한 번 하나의 주제에 대해 발제, 대담, 

토론 등의 접근 방식으로 다양한 시각을 담아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2017년 포럼의 큰 맥락은 해방공간을 지나 전쟁과 

피난, 폐허로부터의 복구기인 1950년대를 시작으로 현대미술

의 본격적인 전개, 대구미술이 서양화 도입과 전개를 넘어 현

대미술의 최전선에서 그 성격을 명백히 드러내는 1970, 80년

대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구미술관포럼은 그 첫 번째 주제로 1950년대 신구 세력을 

아우른 대구의 첫 화가단체인 ‘대구화우회’(1951~1954)와 

대구화우회에서

권미옥 전시 1팀장

인공갤러리까지
From Daegu Artist Group 

to Ingong Gallery

1949년 개원한 이래 1957년 말까지 

대구 유일의 상설 화랑으로 기능하였던 

미공보원화랑(USIS 화랑)의 역사적 가

치를 되짚어 보았다. 두 번째로 ‘앙그리

와 63미전’을 주제로 ‘앙그리’의 창립

멤버이자 이듬해 회장으로 제2회 ‘앙

그리’전을 이끌었던 김구림을 초청하

여 당시의 정황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

졌다. 6월에는 1969년과 1972년에 각

각 창립한 ‘이상회’와 ‘신조회’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날 참석자의 의견 중 

하나는 1970년대는 분명 많은 단체들

이 활동을 하던 시기였고 그 중심에 이

상회와 신조회가 있다는 것이며, 덧붙

여 단체에 속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활

동을 한 작가들에 대한 조명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네 번

째 주제는 한국근현대미술사에서 찾

아보기 힘든 초현실주의 경향의 작가

로 대구를 넘어 국내에서 주목받고 있

는 박광호(1932~2000, 대구)에 대해 작가의 유작전을 중심

으로 작가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다섯 

번째 미술관포럼은 미술평론가 황인을 초청하여 대구와 특

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스가 기시오(SUGA Kishio 管木志

雄, 1944~ )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였다. 스가 기시오와 대구

의 특별한 인연은 낯선 장소에서 한 일본인 현대미술가의 작

업을 기꺼이 좋아하고 실현 가능성을 최대치로 열어 준 당시 

대구 미술계의 진보성과 현대미술에 대한 높은 안목을 짐작

할 수 있도록 한다. 대구미술관포럼의 여섯 번째 주제는《대

구미술 다시보기-대구현대미술제 討〜訓》로 대구미술이 한

국 현대미술사의 중심에 있었던 시기를 조명하며 그 역사적 

가치를 되짚어 보았다. 2017년 마지막 포럼은 ‘인공갤러리

와 황현욱’으로 이교준은 인공갤러리와 더불어 미술가, 전

시기획자, 미술평론가 그리고 갤러리스트로 활동했던 황현

욱(黃鉉旭 1948~2001)을 집중 조명하였다. 대구 현대미술

의 전개에서 황현욱의 의미 있는 역할과 기여를 미공개 사진

과 친필, 인쇄물 등의 자료와 함께 정

리하여 발표하였다. 

올해 초 대구 근현대미술의 개괄적인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미술관포럼을 

준비하면서 주제를 선정할 때만 하여

도 결과의 성패를 따지기보다는 시작

의 중요성에 의미를 두었다. 그러하던 

미술관포럼은 총 7회에 걸쳐 진행되었

고, 강연자로 김영동(미술평론가), 손

동환(동원화랑 대표), 김구림(작가), 김

태곤(전시기획자), 조덕연(연구가), 박

민영(학예연구사), 황인(미술평론가), 

정종구(학예연구사), 이교준(작가) 등 

미술계 안에서도 다양한 활동 영역의 

인사들을 초청하였고, 이들은 다양한 

시각과 접근 방식으로 주제를 풀어주

었다. 대구미술관포럼은 국내외 주류 

미술사의 지형 속에서 대구 근현대미

술의 지평을 다시 살펴보는 자리였다.

Daegu Art Museum held the Art Museum Forum to 
delve into the comprehensive flow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of Daegu early this year. It focused 
on the importance of starting it, instead of judging 
on success or failure of the outcome in selecting 
themes in preparing for the forum. The forum was 
held for seven times, inviting speakers as follows: 
KIM Yeongdong(art critic), SON Donghwan(director 
of Dongwon Gallery), KIM Kulim(artist), KIM 
Taegon(curator), CHO Deokyeon(researcher), 
PARK Minyoung(curator), HWANG In(art critic), 
JUNG Jongku(curator) and LEE Kyojun(artist). 
The dignitaries engaged in diverse fields of art 
touched upon the theme in diverse perspectives and 
approaches. The forum was an occasion to shed 
a new light on the landscape of the modern and 
contemporary art of Daegu against the background of 
mainstream art history at home and abroad.

김영동 미술평론가, 손동환 동원화랑 대표, <대구화우회와 미공보원화랑>

이상회 창립전 리플릿

신조회 창립전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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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슨트와 함께하는 티타임

우리는 때때로 친구와 영화나 공연을 보고 나오는 길에 ‘공연이 좋다. 나쁘다.’ 혹은 ‘배우가 연기를 잘

해서 너무 몰입이 됐어’ 등 자연스런 감상평을 나눈다. 그러나 현대미술은 어렵기만 하니 미술관으로 가

는 발걸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음악과 영화 감상처럼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순 없을까? 어떻게 하면 

미술관을 카페처럼 편안하게 찾을 수 있을까.

<도슨트1)와 함께하는 티타임>은 현대미술이 낯

선 관람객들이 마치 카페에 온 듯 편안한 분위

기에서 현대미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

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주역할을 하는 도슨

트는 전시 일정에 따라 매달 토크의 주제를 정

하고 핸드드립 커피와 차(茶)와 다과를 준비한

다. 이렇게 정성스레 준비한 ‘티타임’은 참여자

들이 작품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 작품을 더욱 깊이 있

게 이해하게 한다. 

올 상반기에는 소장품전 「수직충동, 수평충동」 

전시를 매개로 공공미술관의 소장품을 알아보고 

도슨트와 함께하는 티타임

안녕 d am씨! 뮤지엄&피플

정은정 에듀케이터

Tea time with docents / Hello Mr. d am! / Museum&People

대구미술관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는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술관이 예술을 향유하는 소통의 장이자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성인,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

으로 현대미술을 폭넓게 경험할 수 있는 전시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 전시해설 자원봉사자,

    대구미술관 도슨트 운영은 오후 2시, 4시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작품을 바라보는 개인의 관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남춘모_풍경이 된 선(線)』전에서는  우

리가 살았던 어릴 적 풍경을 상기하며 ‘내가 걸어 온 길’에 대해 돌아보았고, 『저항과 도전의 이단

아들』전과 연계해 도전과 저항을 거듭하는 예술가들의 태도, 아카이브 전시를 이해할 수 있는 활동

도 마련하였다. 이렇듯 <도슨트와 함께하는 티타임>2)은 시민들의 일상 생활 속에 문화를 들여옴으

로서 미술관을 편안하고 교감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안녕 d am씨!

“‘안녕 d am씨!? d am이 무슨 뜻이죠?” 초등학생 2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가 한 질문이다. ‘d 

am’은 Daegu Art Museum의 약자다. 그러니까 ‘안녕 대구미술관!, 반갑다. 대구미술관!’ 이런 

의미이다. <안녕 d am씨!>는 유·아동을 대상으로 미술관이 친숙한 곳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

련한 프로그램이다. 수업 참여는 ‘어린이’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그룹당 10명 이내의 

소그룹으로 진행해 어린이의 표현에 귀 기울이고, 예술작품을 매개로 부모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 <도슨트와 함께하는 티타임>은 매달 마지막 주 수요일 오전 11시, 

    매달 마지막 주 토요일 오후 3시에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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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엄&피플

2016년 정책사업으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대구미술관에서도 진

로체험교육 <뮤지엄&피플>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뮤지엄&피플>은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예술전문기관이자 연구기관으로서 공립미술관의 역할과 필

요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다양한 미술관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자 마련

되었다. 수업은 학사 일정을 중심으로 학교가 원하는 날짜, 시간을 조율하여 

평균 주1회 운영한다. 이 교육은 미술분야 전문가를 직접 만날 수 있어 인기

가 높다. 예를 들어 참여자들은 전시 담당 큐레이터를 만나 전시 기획의도, 전

시 기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큐레이터가 되어 보는 일련의 큐레이터 과정

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미술관을 바라보는 새

로운 관점을 통해 진로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대구미술관의 자원봉사자는 크게 세 영역에서 활동한다. 먼저 서포터즈는 관람객을 안내하고 전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이다. 도슨트는 작품을 해설하고 전시 정보를 전달한다. 수화도슨트 역시 청각장애인에게 

전시 내용을 해설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마케터즈는 사진, 영상 등을 제작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도슨트 엄마와 마케터즈 딸, 서포터즈 딸과 도슨트 엄마. 2018년 대구미술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두 모녀를 만났다. 

이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동기는 무엇이고 봉사는 모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대구미술관 자원봉사자 인터뷰
d am, daughter and mother's story

왼쪽부터_남혜신 도슨트, 정다윤 마케터즈, 김미향 도슨트, 김보경 서포터즈  

Daegu Art Museum runs various types of education, proactively 
engaging the audience for ‘communication with citizens.’ They 
consisted of the following programs: <Tea Time with a Docent> to 
relish art for the public; <Hello! Mr. d am> for babies, families and 
children, and <Museum & People> providing diverse experiences for 
youths to choose their career path. Efforts are underway for citizens to 
enjoy culture and continuously visit the art museum by connecting their 
daily life with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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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혜신, 정다윤 모녀는 올해 대구미술관 자원봉사자로 지원, 

선발됐다. 남혜신 도슨트는 전공자가 아님에도 미술사에 대한 

막연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언젠가 대구미술관 도슨트의 설

명을 듣고,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경험을 했다. 교직

의 경험을 살려 다시 한 번 사람들 앞에 서 보고자 했다. 정다

윤 마케터즈는 부전공이 미술이다. 고등학생 때 영상 제작을 

공부했던 이력으로 적성에 맞춰 마케터즈 봉사를 신청했다. 

임용고시 준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풀고, 즐거운 마음으로 

활발히 활동해 볼 생각이다.

김미향 도슨트는 2012년에 대구미술관과 인연을 

맺었다. 대구미술관이 2011년 5월에 개장했으니, 

미술관의 크고 작은 변화를 속속들이 잘 안다고 하

겠다. 그만큼 도슨트 활동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 

미대 출신으로서 적성을 살릴 사회봉사를 고민한 게 

시작의 계기가 되었다. 초창기에는 직접 자료를 찾

아보고 스크립트를 작성해 관객 앞에 서야 하는 환

경이었다. 해설 도중에 입이 굳어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를 했던 적도 있다. 그러기를 7년, 지금은 대구

미술관이 자랑하는 도슨트 중의 한 명이 되었다.

김보경 서포터즈는 미술 전공자로서 대구미술관을 

자주 찾았다. 미술관과 작품을 아끼는 마음이 누구 

못지않게 컸다. 전시장을 관리하고 관객을 안내하는 

서포터즈로 봉사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건 자연스

러운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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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도 미술관에 대해

이야기 나눌 저희의 모습을 기대해요”

도슨트 엄마, 서포터즈 딸

마케터즈 딸, 도슨트 엄마

“

”

- 

김
미
향 

도
슨
트

- 정다윤 마케터즈

“작품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세요?”

수학책을 생각해 보자. 아무리 쳐다봐도 익숙해지지 않

고, 뭔가 외계의 언어처럼 느껴지는 책. 우리는 수학이 

어렵다고 해서 수학을 탓하지는 않는다. 수학을 이해하

지 못하는 자신을 탓한다. 그런데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

지 않는 미술 작품에 대해 우리는 조금 다른 태도를 갖는

다. 대구미술관 관객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이다. 인터뷰 중, 작품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 편인지 

물었다. 네 인터뷰이는 어쩌면 같은 답변을 하고 있는지

도 몰랐다. 낯선 이와 친해지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듯.

도슨트 면접 중에 해설을 테스트하

는 과정이 있어요. 막막한 마음으로 

작품을 살피다가 작가에게 메일을 

보내 봤죠. 답장이 올까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많은 이야

기를 들을 수 있었어요. 집중하고 싶은 작품, 정말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다면 메일이나 작가와의 만남 등을 통해 

작가를 직접 만나는 것도 좋아요.

작품을 먼저 본 뒤 제목을 맞춰 보

는 거죠. 전공자 친구들과 미술관에 

오면 그렇게 놀아요. 제목을 먼저 

보면 고정관념이 생기거든요. 자기 느낌대로 답하다 보면 

맞아 떨어지는 작품도 있어요. ‘무제4’이런 제목이 아니

고서야 생각보다 잘 맞아요.

제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지 않을까

요? 도슨트에게 물어보는 거예요. 

궁금한 작품이 있으면 먼저 설명을 

보고요, 팸플릿도 읽고 기회가 된다면 꼭 해설을 들어요. 

잘 모를 때는 찾아서 배우는 편이에요.

우선 전시장을 한 바퀴 돌아요. 그

리고 또 한 바퀴를 돌아요. 다음날

이나 며칠 지나서 보러 와요. 그러

다 보면 인상이 강하게 남거나 어쩐지 마음이 가는 작품

이 생기기 마련이죠. 각각의 작품은 책 한 권 이상의 이야

기를 담고 있어요. 말을 걸어 보고, 대화를 시도하다 보면 

결국 내 안의 이야기와 마주하기도 하죠.

정다윤 마케터즈

“놀아요.”

남혜신 도슨트

“만나 봐요.”

김보경 서포터즈

“찾아 봐요.”

김미향 도슨트

“대화해요.”

We met two mothers and their daughters working as 
volunteers at Daegu Art Museum. A docent mother 
and her daughter as a marketer, and a docent mother 
and her daughter as a supporter. The former pair 
– NAM Hyeshin and CHUNG Dayun – applied 
to volunteer for Daegu Art Museum this year and 
were appointed as volunteers. The mother who 
gained work experiences as a teacher brought in her 
expertise to work as a docent at the art museum, and 
her daughter had a background of studying video 
production, both being very much eager to volunteer. 
The other pair – KIM Mihyang and KIM Bogyeong 
– are both art majors. The mother – a seasoned 
docent who started to work as a docent at Daegu Art 
Museum in 2012 – naturally introduced her daughter 
to volunteer as a supporter that guides the audience, 
who is expected to unravel stories found in many 
artworks. 

대구미술관

서포터즈에게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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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과 도전의 이단아들」전은 예술가의 도전과 실험 정

신을 관람자가 직접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3~4월 

전시참여작가를 초대,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시간을 마련

하고 있다. 

지난 3월 10일(토)에는 홍오봉, 김석환, 문유미의 퍼포먼

스를 진행해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색종이에 희망을 담아 공중에 날리는 홍오봉의 퍼포먼스 

<새와 나>는 관람자의 참여로 완성되는 퍼포먼스로 행위

미술은 어렵고 난해하다는 인식을 깨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김석환의 퍼포먼스 <십자가에 못박힌 한반도>는 한

국전쟁의 상처와 고통을 표현한 작품으로, 묵직한 주제로 

인해 전시장이 숙연해지도 했다. 끝으로, <매거진 액션>에

서 문유미는 잡지 광고 사진을 온몸에 붙이고 등장한다. 

소비의 욕망에 사로잡혀 주체(‘나’)는 사라지고 욕망의 

대상인 ‘상품’이 나의 몸과 영혼을 차지한 현실의 세태를 

비틀어서 과장되게 나타냈다. 

2주 지난 3월 24일(토)에는 참여작가 이건용의 퍼포먼스

와 아티스트 토크가 있었다. 이건용은 신체가 가장 탁월

한 예술적 매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 실험미술과 행

위미술의 도입 및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작가이다. 

저
항
과 

도
전
의

Performance Now
이계영 큐레이터

전시연계 퍼포먼스

이건용 <달팽이 걸음>

그의 퍼포먼스 <달팽이 걸음>은 선을 그으면서 동시에 지우

는 작업으로, 2014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회고전의 

제목으로 사용될 만큼 작가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특별히 대

구미술관에서는 관람객 서른 명이 벗어놓은 신발을 던져 생

태적이고 신체적인 본능을 제한하는 조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작가의 세계관을 보여줬다. 어린이들은 이건용이 신발

을 던질 때마다 까르르 웃고 달팽이 걸음을 흉내내며 퍼포먼

스를 즐겼고 이러한 어린이들의 모습에 작가는 물론 주변의 

다른 사람들까지 유쾌해졌다. 

4월 14일(토) 안치인, 이혁발의 퍼포먼스, 5월 8일(토) 국제 

심포지엄<퍼포먼스, 소통과 예술형식의 발주> 등 전시를 이해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과 함께 했다.

「Renegades of Resistance and Challenge」 offered a 
time to stage performances, inviting participating artists 
in March and April so that viewers can check out and 
experience the challenging and experimental spirit of 
artists.
Performances of HONG Obong, KIM Sukhwan and 
MOON Yumi were held on March 10 (Saturday), gaining 
positive feedback from the audience. There was an artist 
talk as well as a performance of a participating artist 
LEE Kunyong on March 24 (Saturday) two weeks later. 
LEE is an artist who played pivotal roles in introducing 
and developing experimental art and performance art 
of Korea, believing that a human body is the most 
outstanding artistic medium. Artists for performances on 
April 14 (Saturday) are AHN Chiin and LEE Hyukbal. 

이건용 <달팽이 걸음>

홍오봉 <새와 나>

이
단
아
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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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work, Concert house, Opera house, Art museum.

모두 합쳐지면 따뜻한 코코아 한잔이 완성된다.

완성된 코코아는 멤버들의 달달한 하루를 위해 공유된다.

기분 좋은 일상을 위한 새로운 문화 솔루션 COCOA.

그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지금 펼쳐본다.

오늘을 더욱 달콤하게 즐기는 법

신개념 문화 플랫폼, COCOA
Novel cultural platform 

코코아는 1,500잔 한정

코코아 멤버십은 콘서트하우스, 오페라하우스, 대구미술관

의 온라인 홈페이지나 현장에서 간단한 신청서 작성만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크게 제한을 두진 않지만, 가입 후 

세 기관을 통틀어 연 6회 이상 공연·전시를 관람해야 멤버

십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재가입은 자격 상실 후 6개월 이

후부터 가능하지만, 1,500명 한정 인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결원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까지는 1,500명이고 조건을 채우지 못한 분들이 빠지게 

되면 남는 빈자리만큼 내년에 다시 충원할 예정이에요. 그 

이상의 추가 모집 계획은 없습니다. 코코아 멤버 분들도 ‘우

리가 소수의 모임에 속해있다’는 것에 더 끌리는 것도 있을 

테고 하염없이 늘어날 수 있는 거라면 그만큼 매력이 떨어지

니까요.”

함께 만드는 코코아

코코아는 대구 예술기관 실무자들의 협업이 첫 시작이었다. 

지속해오던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세 기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장기적인 협업 프로젝트를 고민하던 3기관은 COCOA

라는 특별한 문화 플랫폼을 고안했다. 공동으로 관리하는 회

원제를 주축으로 팀장 3명과 실무자 3명, 총 6명의 운영자가 

COCOA를 위한 고민을 거듭했다. 꼭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

는 것도 아닌 이 팀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하는 건, 대구문화

예술을 발전시키고 사랑하는 예술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명

감 때문이다.

가득 퍼지는 코코아 향기

코코아 회원이 되면 공연·전시를 10% 할인 받아 관람하

고, 구매금액의 10%를 적립해 쿠폰처럼 사용할 수 있다. 티

켓 구매 1회당 4매까지 포인트 적립 및 이용 가능한데 사용

은 구매 금액의 50%까지 가능하다. 이런 기본적인 포인트

제 외에도 매력적인 요소가 또 있다. 일명 ‘코코아 패밀리’

로 불리는 제휴 가맹점에서 각종 혜택이 제공되는 것이다. 

예술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 이런 혜택들에 끌려 코코아

에 가입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또한 코코아가 생각하는 문화

예술이 널리 퍼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누군가는 예술을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제

휴처 리스트를 보니까 괜찮은 데가 많은 거죠. 그 제휴처를 

이용을 하려면 적어도 연간 6번은 뭔가 봐야 하구요. 역으로 

생각하면 제휴처를 보고 들어왔지만, 미술관과 공연장을 접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다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들

어왔는데 더 큰 혜택이 여기에 있다는 걸 시간이 지나면 알

게 되지 않을까요? 가랑비에 옷 젖듯.”

A cultural platform titled COCOA was founded by 
practitioners are the Concert House, Opera House 
and Daegu Art Museum. The rationale behind is the 
commitment to develop culture and art in Daegu 
and share endeared art with many others. COCOA 
membership can be applied for by filling in an 
application form simply via the website or on site of any 
of the three places. Its members are provided with 10% 
price discount for performance or exhibition tickets and 
10% mileage points of the purchase amount. However, 
the membership can be maintained by watching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for six times or over in the 
three institutions after subscribing to it. 

이형근 대구콘서트하우스 관장, 최승훈 대구미술관 관장, 배선주 대구오페라하우스 대표

COCOA 실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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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술관(관장 최승훈)은 국공립미술관 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4월 7일(토) 

공공미술프로젝트 ‘모이자 모으자’를 국립현대미술관(관장 바르토메우 마리)과 

함께 했다. 이 행사는 국립현대미술관 「MMCA 현대차 시리즈 2018: 최정화」전

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민들레 민(民)들(土)레(來)’일환이다. 집에서 사용하다 쓰

임을 잃은 식기, 냄비, 팬 등을 관람객들에게 기증받아 참가자의 이름을 식기에 새

기고, 행복과 감사를 전하면서 높이 8.4m에 이르는 신작을 제작할 예정이다. 

<모이자, 모으자> 행사는 지난 3월 31일, 4월 1일 국립현대미술관, 4월 7일 대구

미술관, 4월 29일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열려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Daegu Art Museum held a public art project titled ‘Moija Moeuja(Let’s 
get together and let’s gather people together)’ with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MMCA; Director Bartomeu 
Mari) on April 7 (Saturday) as a part of the national and public art 
museums’ collaboration project. The event is a part of ‘Mindeulrae’ – a 
public art project of MMCA’s 「MMCA Hyundai Motor Series 2018: Choi 
Jeong-hwa」 exhibition. 
Tableware, pots and pans, etc. which are no longer used in people’s 
houses will be donated by the audience, and participant names will 
be inscribed on the tableware to convey happiness and gratitude to 
produce a new 8.4m-tall piece. 

관람객들과 함께 만드는

‘민들레 민(民)들(土)레(來)’프로젝트

대
구

미
술

관
 뉴

스

4월 21일(토) 오후 2시 현재 전시 중인 「풍경이 된 선」의 작가 남춘

모를 초청해 전시 준비과정과 작품세계를 들어보는 ‘작가와의 대화’

를 실시했다. 남춘모(1961년생, 경북 영양)는 대구와 독일을 기반으

로 한국, 유럽(2019년 파리, 벨기에, 쾰른 예정)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고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산비탈 이랑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그는 ‘스트로크 라인(Stroke Line)’ 시리즈, ‘빔(Beam)’ 시리즈 등 

전통과 현대의 개념이 결합된 작품들을 선보여 왔으며 회화에서부터 

조형에 이르기까지 ‘선(線)’이라는 모티브를 이용해 부조회화라는 

독특한 영역을 개척했다. 

이번 ‘작가와의 대화’는 지역이 배출한 국제적인 작가 남춘모를 직

접 만나 작품을 지칭하는 후기 단색화, 미니멀리즘, 추상미술 등의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구미술관은 ‘다시 찾고 싶은 미술관’으로 시민들에

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분기별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전시연계 이벤트, 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

고 있다. 봄꽃이 완연한 4월 15(일) 오후 5시, 대구 4인

조 포크 록 밴드 ‘마쌀리나’와 함께 미술관 야외에서 

즐기는 ‘담스 버스킹’을 개최했다. 

음악을 통해 삶의 맛을 살리자는 뜻을 가진 ‘마쌀리

나’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

서’, ‘걱정 말아요 그대’, ‘I'm yours’, ‘Closer’ 등 봄

과 잘 어울리는 곡뿐만 아니라 ‘Polar Song’, ‘함하

사’, ‘빛이 좋아’ 등 마쌀리나의 자작곡도 들려주었다. 

이날 버스킹에는 300여 명의 관람객이 함께 해 보내기 

아쉬운 봄날을 즐겼다. TBC 청춘버스킹에서도 담스 

버스킹을 녹화해 5월 방송했다.

Artist NAM Tchunmo who produced 『From lines to landscape』 
and whose exhibition is being held was invited to the ‘Dialogue 
with an Artist’ at 2:00pm on April 21 (Saturday) to look into the 
exhibition preparatory process and oeuvre. He has introduced 
works where the concepts of traditions and modernity are 
combined including ‘Stroke Line’ series and ‘Beam’ series, 
having been impacted by mountain slopes and cliffs which are 
easily found in country sides – his home town. He has explored 
a unique domain of relief paintings based on ‘lines’ as his 
motif, ranging from paintings to sculptures. 
In the ‘Dialogue with an Artist’, Daegu-born global artist 
NAM Tchunmo was there to introduce such terms as post-
Dansaekhwa, minimalism and abstract art, etc. which are 
used to refer to the styles of different works. 

In order to take a closer step to citizens as 
‘an art museum to visit again’, Daegu Art 
Museum prepares cross-genre performances, 
exhibition-aligned events and education 
programs on a quarterly basis.
‘d am’s busking’ was held outside the art 
museum with ‘Massalina’, a quartet folk rock 
band, at 5:00pm on April 15(Sunday) when 
spring flowers blossomed. The busking session 
was with 300 people to relish the tantalizing 
spring hues. 

대구미술관

“남춘모_풍경이 된 선展 작가와의 대화”

“짧아서 더 귀한 봄, 대구미술관과 함께”

마쌀리나와 함께 하는 ‘담스 버스킹’

Art museums collaboration project
'Moija Moeuja'

Artist Talk 
NAM Tchunmo

d am's Bus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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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과 도전의 이단아들』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4월 28

일(토) 오후 1시 한중일 3개국의 행위미술을 살펴보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는 윤진섭(미술

평론가), 이경모(제주예술공간 이아 센터장), 문재선(판아시

아-퍼포먼스 아트 네트워크 아시아 예술감독), 노아 응 퐁차

오(마카오미술관 수석 큐레이터, 마카오 국제 퍼포먼스 아트 

페스티벌 예술감독), 세이지 시모다(일본 국제 퍼포먼스 아

트 페스티벌 대표, 무사시노미술대학교 퍼포먼스 아트 강사) 

등 5명의 한중일 행위미술 전문가가 발제자로 참여해 한중

일의 퍼포먼스 아트 현장을 진단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알아

보는 시간을 가졌다.

5월 5일(토) 어린이날을 맞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온 

가족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놀자, 뛰자, 웃자”이벤트를 강

당 및 야외에서 개최했다. 

오후 1시부터 시작한 ‘안녕 d am씨!’는 선착순 300명(유치

원생~초등학생)과 함께 미술로 하루 일상을 돌아보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은 「저항과 도전의 이단아들」전 참여

작가 이건용의 ‘달팽이 걸음’퍼포먼스를 직접 체험해 보았고 

퍼포먼스 사진과 소감 등을 연대표에 남겨 2018년 어린이날

의 기억’을 가족과 함께 나누었다. 오후 2시에는 대구미술관 

야외에서 아프리카 밴드 ‘쿨레칸’의 공연과 워크숍을 진행

하여 아프리카 춤, 노래, 문화를 함께 배우고 흥겹게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전시 무료 관람, 석고마임, 버

블체험, 페이스 페인팅, 석고마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했다.

Daegu Art Museum organized an international 
symposium to look into performance art of three 
countries – Korea, China and Japan – as a program 
aligned with the exhibition of 「Renegades of 
Resistance and Challenge」. 

An event titled “Let’s play, run and laugh” for all 
family members to enjoy together was held at the 
auditorium and outdoors on the Children’s Day of 
May 5(Sat). 

저항과 도전의 이단아들전 국제 심포지엄 개최

한중일 3개국 행위미술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는

<퍼포먼스, 소통과 예술형식의 변주>, 

28일(토) 오후 1시, 강당 

대구미술관 가정의 달 이벤트 “놀자, 뛰자, 웃자”

5일(토) 오후 1시 ~ 5시, 

교육, 공연, 버블 체험, 페이스 페인팅, 석고 마임,

어린이 동반가족 무료입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Organizing the International Symposium for 
the Exhibition of  Renegades of  

Resistance and Challenge
<Performance, the Variation of  Communication 
and Art Forms> looking into the present and 
future of  performance art in three countries – 

Korea, China and Japan, 1:00 pm on April 28 (Sat), 
Auditorium 

“Let’s play, run and laugh”
1:00~5:00 pm on May 5 (Sat), various programs 

including education, performance, bubble 
experience, face painting, plaster mime and free 

admission for families with children

2018 하반기 전시 일정
Exhibition Schedule

(※ 대구화랑협회 자료제공 )

 대구미술관

<간송 조선회화 명품전>

김홍도, 신윤복, 정선 등 간송 전형필 선생이 수집한 조선회화

황금기 대작 100여점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

•전시기간 | 2018.06.16 ~ 2018.09.16

•전시장소 | 1전시실, 어미홀

김환기 <KIM Whanki>

한국 미술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김환기 화백의

조형 세계를 조망

•전시기간 | 2018. 05. 22 ~ 2018. 08. 19

•전시장소 | 2, 3전시실, 선큰가든

Y+ Artist Project 3 박정기, <걷다 쉬다>

중견작가를 지원하는 Y+ 아티스트 프로젝트의

세 번째 선정 작가인 박정기의 개인전

•전시기간 | 2018. 05. 15 ~ 2018. 08. 19

•전시장소 | 4, 5전시실

한국현대사진사

1990년대 사진의 다양한 쟁점과 현상들을 정리하고

한국현대사진의 방향성을 모색

•전시기간 | 2018. 10. 16 ~ 2019. 01. 13

•전시장소 | 1전시실

어미홀 프로젝트 <나현 : 바벨프로젝트>

2018년 처음 선보이는 어미홀 프로젝트로 공간의 특성을

적극 활용해 동시대 미술의 동향을 살펴보는 전시

•전시기간 | 2018. 10. 16 ~ 2019. 01. 13

•전시장소 | 어미홀

제18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전

– 최민화 18th LEE In sung Prize Winner Exhibitions  

제18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자 최민화의 작업세계를 볼 수 있는 

대규모 개인전

•전시기간 | 2018. 09. 04 ~ 2018. 12. 30

•전시장소 | 2, 3전시실

Y Artist Project 10 염지혜 

Y Artist 프로젝트 10번째 선정작가 염지혜의 개인전으로 

인류 문명사의 동시대 상황을 재해석한 작품들을 소개하는 전시

•전시기간 | 2018. 09. 04 ~ 2018. 12. 02

•전시장소 | 4, 5 전시실

 동원화랑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길 42 (우) 41959   T. 053-423-1300

류이섭 展 | 2018. 06. 19 ~ 06. 30  

장태묵 展 | 2018. 07. 10 ~ 07. 21 

 리안갤러리

대구광역시 중구 이천로 188-1 (우) 41956   T. 053-424-2203

최만린(b. 1935-) The Essence of Existence (존재의 본질)

2018. 05. 03 ~ 07. 07

 갤러리분도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36-15 (우) 41952   T. 053-426-5615

리차드 요쿰(Richard Jochum) 작가 개인전

2018. 07. 02 ~ 07. 21

 갤러리 소나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범로17길 86 (우) 42187   T. 053-423-1186

1층- 윤쌍웅 개관초대전 | 2018. 06. 01 ~ 06. 30

 갤러리소헌&소헌컨템포러리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길 34 (우) 41959

T. 053-426-0621, 053-253-0621

백진 개인전 | 2018. 05. 24 ~ 06. 22

 갤러리 신라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00-29 (우) 41954   T. 053-422-1628

로버트 배리(Robert Barry) 전 | 2018. 05. 25 ~ 07. 25

 아트지앤지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길 18 (우) 41959   T. 010-3555-3081

이애리, 권주안 (2인전) | 2018. 07. 02 ~ 07. 13

•전시장소 | 대구은행 제2본점 DGB갤러리

 우손갤러리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길 72 (우) 41959   T. 053-427-7737

최병소 전 | 2018. 07. 12~

 갤러리 전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811 (우) 42260   T. 053-791-2131

김동유초대전 | 2018. 06. 06 ~ 06. 26

신진작가 프로젝트(권정인, 최효진) | 2018. 07. 03 ~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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