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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기,
한국적이며 세계적,
그리고 우주적인
KIM Whanki, with styles of Korea,
the globe and the universe
문소영 코리아중앙데일리 문화부장

김환기 KIM Whanki

「김환기 KIM Whanki」 전시전경 ⓒ Whanki Foundation·Whanki Museum

전 시 명 | 김환기 KIM Whanki
전시기간 | 2018. 5. 22(화) ~ 2018. 8. 19(일)
전시장소 | 2, 3전시실
참여작가 | 김환기
전시규모 | 평면작품 100여 점,
아카이브(사진, 도록, 화집, 영상 등)

지난 5월 말, 추상미술의 거장 김환기(1913~74)의 붉은

대구미술관에서 있었다. 그의 회화와 드로잉 108점이 시대

파란 보름달에서 뉴욕시대 “저 총총히 빛나는 별” 같은 푸른

전면점화가 한국 현대미술 경매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소

별로 나열되고 아카이브전이 곁들여진 정석적인 회고전 ‘김

점들로 이어지는 푸른 천체 그리고 한국적 미학을 세계보편

식이 홍콩에서 날아왔을 때,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에 미

환기 전’ 말이다.

적 미술언어로 구현하고자 했던 작가의 평생에 걸친 치열한
노력을 말이다.

술가로서는 드물게 그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하지만 네티즌의 반응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점만 잔

김환기의 도쿄시대(1933~37), 서울시대(1937~56), 파리시

김환기의 서울시대 전시실에서는 그가 1948년 ‘신(新)사실

뜩 찍은 그림이 이만 한 가치가 있을까.”, “나는 죽어도 현

대(1956-59), 다시 서울시대(1959~63) 그리고 마지막 뉴

파’를 결성한 후 선보인 반(半)구상-반추상 회화들을 볼 수

대미술을 이해 못 하겠다.” 같은 댓글이 여러 개 달렸다.

욕시대(1963~74)로 이어지는 여정을 전시장에 걸린 그림

있었다. 그중 <항아리와 시>(1954)에는 흐드러진 매화가지

그러나 이런 반박 댓글도 달렸다. “한 번이라도 직접 가서

들로 따라가다 보니, 계속되는 실험과 변화 속에서도 일관

가 달항아리를 반쯤 가린 옆으로 “시방 제 속은 꼭 / 많은 꽃

봐라. 압도적이다.”

된 몇 줄기 흐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문인화가(文人畵家)적

과 향기가 담겼다가 비어진 / 항아리와 같습니다.”라는 서

04

그렇게 대중이 작품을 대면할 기회가 지난 8월 19일까지

인 시적 정취, 영원성과 숭고함을 띤 푸른색, 특히 서울시대

정주의 시 <기도>가 오밀조밀하게 쓰여 있었다. 시(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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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항아리가 둥그렇게 앉아있다. / 굽이 좁다못해 둥실 떠 있

재탄생시킨 것이다. 또한 옆에 걸린 <달>(1954)은 훨씬 시원스

다. / 둥근 하늘과 둥근 항아리와 / 푸른 하늘과 흰 항아리와. /

러운 구도로 멋스럽게 비뚤어진 풍만한 백자 달항아리가 파란

틀림없는 한쌍이다.” 과거 ‘백자대호’로 불린 굽이 좁고 크고

보름달을 그림자인 양 뒤에 두고 서 있었다. 형식은 질감 두꺼

둥근 백자 항아리가 오늘날 ‘달항아리’라는 시적인 이름으로

운 유화였지만 모티브는 한국적이었다.

불리며 한국 미(美)의 대표로 자리잡게 된 중심에는 바로 이렇

d am’s EXHIBITION REVIEW

(書)·화(畵) 일치의 동아시아 문인화 전통을 서양화인 유화로

게 항아리와 달을 짝지은 김환기 그리고 그의 벗인 미술사학자
이렇게 서울시대 김환기 그림들에는 전통기물과 자연이 함께

최순우가 있었다.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술사학자 윤난지 교수가 지적한 대
다음 전시장인 파리시대 갤러리에 이르러 <매화와 항아리>

서 따온 것이 많았다. 즉, 김환기는 단지 서구 추상미술뿐만 아

(1957) 등을 보니 김환기가 파리에 가서도 한국 자연과 고미

니라 동아시아의 문인화(文人畵)와 한국 전통공예에서 자연을

술을 반추상-반구상의 유화로 묘사하는 기존의 스타일을 오히

매우 추상화된 간략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계승한 것이다.

려 강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순우가 “불란서[프랑스]

김환기는 옛 문인화가의 계승자답게 직접 시를 쓰기도 했다.

물만 마시다 와도 모두 그림들이 홱 바뀌는데 수화(樹話) 그림

『신천지(新天地)』 1949년 2월호에 발표한 시 <이조(李朝)항

은 조금도 변하지 않아서 나는 좋다”라고 했을 정도였다.

「김환기 KIM Whanki」 전시전경 ⓒ Whanki Foundation·Whanki Museum

아리>는 특히 아름답다. 그 첫 두 연은 다음과 같다. “지평선 위

김환기 KIM Whanki

로 그 자연 또한 상감청자의 운학문 등 한국 전통기물의 문양에

그와 관련해 김환기는 1961년 에세이 「편편상(片片想)」에서 “예술이란 강력한 민족
의 노래인 것 같다. 나는 우리나라를 떠나 봄으로써 더 많은 우리나라를 알았고 그것
을 표현했으며 또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달이 비친 사창(紗窓)부터 구름, 학, 산, 사
슴 등 한국 고미술의 모티프를 집대성한 <영원한 노래>(1957)는 바로 그 민족의 노래
일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김환기는 국경과 전통, 모든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더 많은 이들을
‘울리는 미술’을 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1963년 브라질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참가했을 때 폭발했다. 비엔날레 직후 그는 뉴욕으로 직행했고, 그곳에서
거듭된 실험을 하며 완전추상으로 전환했다. 예전보다 ‘기운이 없는’ 유럽 회화들 그
리고 그와 반대로 힘이 넘치는 미국 추상표현주의 회화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
신이 늘 말해 온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미술’을 실현할 장으로 뉴욕을 택했다.

여러 개의 갤러리를 걸친 김환기의 뉴욕시대 전시장에 가니 화폭은 뉴욕 추상표현주
의의 영향으로 거대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가 지켜오던 한국적·동아시아적 전통
은 두껍던 질감이 수묵화 같은 맑고 얇은 질감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화폭에 기호 추상, 색면 추상, 십자구도 추상 등 다양한 이미지가 펼쳐졌다.

그가 얼마나 다양하고 치열한 실험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증거들이었다. 그는 이미 그
항아리와 시, 1954, Oil on Canvas, 80.9x115.7cm ⓒ Whanki Foundation·Whanki Museum

가 서울시대까지 해 온 그림들로 명성을 얻었고 홍익대 미대 교수로서 많은 벗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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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에 둘러싸여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쉰이 넘은 나이에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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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같은 점들이 완전히 규칙적이지도 않게 또 완전히 불규칙적

그가 말년에 그린 전면점화의 푸른색은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푸른색이었다. 그의 1974

다 떼고’현대미술의 전쟁터와도 같은 뉴욕에서 싸우며 이렇게

이지도 않게, 질서와 무질서 속에서 리드미컬하게 반복되어 화

년 6월 일기가 떠올랐다. “새벽부터 비가 왔나 보다. 죽을 날도 가까워 왔는데 무슨 생각

실험한 것이다.

폭을 넘어서서 무한한 우주로 퍼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을 해야 되나. 꿈은 무한하고 세월은 모자라고.” 그해 7월 25일 김환기는 이 세상을 떠났

그것은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와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숭고’

다. 세월이 모자란다고 했지만 그는 별이자 인간인 무수한 점이 순환하고 확장하는 그의

의 감정이었다.

그림을 통해 시공간적 무한성을 성취한 것 같다. 이제 아득한 시공간 어딘가에 위치한 그

이것을 생각하며 전시장을 둘러볼 때 추상화 <4-IV-68 #8>

를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날 수 있을까?

(1968)이 눈에 들어왔다. 서울시대, 파리시대, 다시 서울시대
김환기의 숭고는 마크 로스코, 바넷 뉴먼 등 소위 ‘색면파’로

그런데 훨씬 어두운 색을 띠고 넓게 퍼져 있었다. 그 위로 도

불리는 일군의 뉴욕 추상표현주의 화가들이 추구한 서구적 숭

시의 불빛과 별빛이 각진 광채 테두리를 두른 색색의 둥근 점

고의 미학과 연결되는 것이다. 하지만 거기엔 동아시아적인 천

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어쩌면 김환기가 고독한 눈으로 바라

지인(天地人) 합일의 숭고 또한 있다. 김환기는 일기에 “저 총

본 뉴욕의 야경이자 그 너머로 스친, 그가 그리워한 한국 달밤

총히 빛나는 별”,“친구들, 그것도 죽어버린 친구들, 또 죽었는

의 환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그림의 빛점들은 영광스러운

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친구들” 그리고 “뻐꾸기 노래”를 생각

1970년대 전면점화의 무수한 점의 전조이기도 하다.

하며 점을 찍는다고 했다. 그래서 그의 그림에서 테두리로 둘

마침내 김환기의 전면점화가 꽃핀 시기 대표작들이 걸린 전시

러싸인 점은 광채의 여운을 남기는 별인 동시에 울림의 여운을

실로 들어섰다. 거대한 푸른 화폭 하나하나에는 무수한 푸른

남기는 소리이자 음악 또한 그리움의 여운을 남기는 사람들이

점이 있었다. 하나하나의 점이 부드럽게 번지는 각진 테두리로

기도 해서 천지일 합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김환기 KIM Whanki

를 함께 했던, 광채 테두리를 두른 파란 보름달이 여기 있었다.

d am’s EXHIBITION REVIEW

의 명성과 지위를 뒤로하고 뉴욕으로 와서 그야말로 ‘계급장

둘러싸여 있어서 광채의 울림을 지닌 별들을 연상시켰다. 그

「김환기 KIM Whanki」 전시전경 ⓒ Whanki Foundation·Whanki Museum

4-IV-68 #8, 1968, Oil on Canvas, 209x158cm
ⓒ Whanki Foundation·Whanki Museum

영원한 노래, 1957, Oil on Canvas, 162x130cm
ⓒ Whanki Foundation·Whanki Museum

Tracing the trajectory of KIM Whanki in his retrospective exhibition through
exhibits of Years in Tokyo Period (1933-37) & Seoul Period (1937-56), Paris
Period (1956-59) & Seoul (1959-63) and lastly Years in New York (196374) led the audience into several flows of consistency even amid continuous
experimentation and changes: his lyrical sentiments as a literary artist, blue hues
with notes of permanency and sublimity, the blue celestial bodies connected
through blue points in the full blue moon in Seoul Period to ‘the starry night sky’
and his life-long endeavors and passion to implement the Korean aesthetics in the
globally universal language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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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규 영남일보 문화부 부장

전 시 명 | 간송특별전 「조선회화명품전」
전시기간 | 2018. 6. 16(토) ~ 2018. 9. 26(수)
전시장소 | 어미홀, 1전시실

2001년 여름인 듯하다. 파리와 런던의 유명 미술

음이었다.

관들을 둘러본 적이 있다. 루브르박물관, 오르세

많은 우리나라 전통서화 명작을 책이나 도록, 영

미술관, 퐁피두센터, 대영박물관, 테이트모던미술

상 등을 통해 종종 접하고 이야기를 들어왔으나

관 등.

진품을 직접 감상할 기회가 없었기에 마음이 들

루브르에서는 줄을 서서 ‘모나리자’그림을 본

뜰 수밖에 없었다. 명작을 실컷 볼 수 있으면 좋

것 그리고 기독교 이야기를 소재로 한 수많은 대

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회

작에 질리고 지친 일이 기억으로 남아 있다.

화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이번 전시회가 그런

오르세미술관에서 오히려 익숙한 명작을 실컷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보며 설레던 마음이 지금도 되살아난다. 마네

두 차례 가서 관람했다. 물론 각별히 눈에 들어오

의 ‘풀밭 위 점심식사’, 밀레 ‘만종’, 세잔느 ‘사

는 작품과 그 부분이 달랐고 감흥도 좀 달랐다.

과’, 고흐 ‘별이 빛나는 밤’, 쿠르베 ‘세상의 기

간송 전형필과 간송박물관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원’등 사진으로만 보던 많은 명작을 직접 보는

파트를 시작으로 조선 초기에서 후기까지 시대

희열을 만끽할 수 있었다. 베르사유궁전에 갔다

별로 회화작품을 전시하고 있었다.

가 돌아오는 전차 안에서 지갑을 소매치기 당하

첫 코너에서는 전형필의 삶을 비롯해 그의 서화

고, 파리 도착하던 날 공항에서 카메라 등이 들어

및 도자기 작품 등을 보며 그의 다양한 관심과 재

있는 작은 가방을 도둑맞은 기분도 떨쳐버릴 수

능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

있었다.

조선회화 작품으로 첫 번째 만남은 안견, 강세황

런던의 대영박물관과 테이트모던에서도 마찬가

등이 비단에 그린 작품이었다. 550여년 전 그림

지였다. 평소 도록이나 책 속 사진 등으로만 접하

을 직접 대한다는 각별한 생각에다 화첩 형태의

던 작품의 원작을 직접 감상하며 작품에 대한 느

작품을 감상하며 감상기 등을 적어 함께 첩을 만

낌과 상상을 확인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다.

들어 소통하는 옛 사람들의 작품 감상 문화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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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한 시간이었다.
대구미술관의 간송 조선회화명품전을 보러 가며
떠오른 생각이다. 외국의 명작보다는 우리나라

이어 그동안 도록이나 책, 강의 등을 통해 여러 차

100여 점(보물 25여 점 포함)

의 멋진 전통 서화작품에 더 많은 관심과 흥미를

례 접하며 직접 볼 기회를 기다렸던 많은 명작을

간송 전형필 선생 유물(30여 점),

가진 나로서는 이번 조선회화명품전 관람을 앞

한꺼번에 차례로 만나보는 즐거움도 만끽할 수

미디어 아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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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그때의 기분이 되살아나며 더욱 설레는 마

있었다. 기대하고 생각했던 만큼 감흥이 크지 않

11

전시규모 | 간송미술관 소장 조선명품회화

김홍도(1745~1806), 마상청앵, 지본담채, 117.2x52cm

간송특별전 「조선회화명품전」

Masterpieces of
Joseon Painting,
Kansong Collection-Gazing at
‘Hearing a Birdsong on
Horseback’

심사정(1707~1769), 촉잔도권, 지본담채, 58x81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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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별히 좋아하던
‘마상청앵도’를
마주하니

감상하는 재미도 각별했다. 이런 형태의 화첩 작품은

이 떠오른다.

요즘 미술애호가도 옛사람들처럼 선호할 것이라는 생

누구나 쉽게 가까이 할 수 있는 봄 정취는 누리는 이

각도 했다.

가 주인이다. 찬란한 신록의 잔치가 시작됐다. 때때로

이번 조선회화명품전을 찾은 많은 사람이 필자처럼

일상에서 빠져나와 봄 정취에 빠져들며 생기(生氣)를

각별히 보고 싶었던 작품을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보

느껴 보자. 자연의 순리도 깨닫고.

았을 것이다. 신윤복의 <미인도>나 정선의 금강산 그
림인 <풍악내산총람>, 김득신의 <야묘도추>, 조희룡의

특별히 좋아하는 원작을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보는

<홍매>, 김정희의 난초그림 등.

흥분과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 역시 좋았다.

회화에 이어 서예, 도자기 등 다른 장르의 명품도 대구

찬찬히 음미하는 시간을 보냈다. <마상청앵도>를 이용

에서 볼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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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다. 봄날 버들을 볼 때마다 이 마상청앵도의 정경

한 이이남 작가의 영상작품도 색다른 즐거움을 주었

이렇게 멋지게 재탄생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
었다.
김득신(1754~1822), 야묘도추, 지본담채, 22.4x27cm

이정(1554~1626), 풍죽, 견본수묵,
127.5x71.5cm

이정의 <풍죽>도 각별했다. 지난 5월 봉산문화회관에
서 열린 석경 이원동 작품전에 수묵작업의 대나무 작
품들이 전시되었는데 오랜만에 격이 높은 묵죽도를

은 작품도 있고 기대 이상의 감흥을 느낀 작품도 있었다.
옛 명작 중 김홍도의 <마상청앵도>는 내가 특히 좋아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이 있어
더욱 가보고 싶었던 전시회였다. 2009년 4월 초 영남일보 ‘동추사랑방’에 쓴 칼럼
일부다.

보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다.
이정의 묵죽 작품 중에서도 최고의 작품, 한국회화사
상 최고의 묵죽도라는 <풍죽>을 마음껏 감상했다.
가로 8m가 넘는 심사정의 역작 <촉잔도권>을 찬찬히

I have encountered many classical masterpieces
of calligraphy paintings through books, picture
catalogue and lectures along with their stories, but
have lacked in opportunities to appreciate them
in person. It was an exhibition that quenched my
thirst for desperately wanting to see the original
works of such masterpieces. ‘Hearing a Birdsong
on Horseback’ of KIM Hongdo among the old
masterpieces is my favorite in particular. I could
fully relish the joy and excitement of watching
many masterpieces including this one I have been
longing to watch.

간송특별전 「조선회화명품전」

다. 별이 빛나는 밤과 연결시킨 작품을 보며 옛 명작이

조선의 대표 화가 단원(檀園) 김홍도의 걸작 중에 <마상청앵도(馬上聽鶯圖)>가 있다.
좋아하는 옛 그림 중 하나다. 특히 이른 봄이면 언제나 떠오르는 그림이다. 이 작품은
제목이 말해 주듯이 말 위에서 꾀꼬리 소리를 듣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어느 봄날 말을
타고 길을 가던 한 선비가 고개를 돌려 길 옆의 수양버들을 올려다보고 있다. 연둣빛으
로 물들기 시작한 수양버들 가지 위에는 꾀꼬리 두 마리가 놀고 있다. 길 옆에는 풀들이
새싹을 내밀고 있다.

부채를 들고 갓을 쓴 선비가 문득 들려오는 꾀꼬리 소리를 듣고는 말을 세우고 수양버
들을 올려다보는 순간을 포착하고 있다. 반가운 정경에 반해 넋을 놓고 바라보는 선비의
모습을 너무나 잘 담아내고 있다. 단순하고 평범한 순간을 담았는데도 이른 봄 정취를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싶다. 대가(大家)다운 면모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 (중략)... 매화·산수유꽃과 함께 봄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주는 전령이 버들이다.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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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작될 무렵 황량한 들판 곳곳에서 가장 먼저 연둣빛을 띠기 시작하며 봄을 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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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송특별전 <조선회화명품전> 전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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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셀 브로타스의 최초 회고전이 사후 40년 만인 2016년

고 대나무 화분과 의자, 동물 탈과 디스플레이 화면이 뒤섞

뉴욕 MoMA에서 열렸다. 그는 마르셀 뒤샹보다 대중적인

인 정원 같은 공간을 지나면서 드는 심정이 그들과 크게 다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비평의 관점에서는 예술의 본질과 예

르지 않았다.

2018 Y+ 아티스트 프로젝트 「박정기, 걷다 쉬다」

모델의 방, 2018, Mixed Media, Variable size

술세계 작동방식의 근원적 질문을 심도 있게 펼친 인물이다.

첫번째 정원, 2018, Mixed Media, Variable size(detail)

우리는 모두
거인의 어깨에 올라탄
난쟁이가 되고 싶다
We all want to become dwarfs on the shoulder of a giant
김미형 미술평론가

설치미술이 꽤나 익숙한 오늘날의 관객도 전시장입구의 야

뒤러의 <멜랑콜리아>를 비롯해 딱히 용도를 알 수는 없지만

자수 화분과 벽면의 사진 자료가 조성하는 초현실적인 분위

아주 정교하게 제작된 드로잉과 축소 모형이 놓인 <모델의

기는 조금 의아했다고 한다. 사물이 일상적인 배경과 보편적

방>으로 들어서면 ‘지금 내가 본 것들이 무엇이지?’라는 의

맥락을 이탈할 때 드는 의문과 저항감일 수 있다. 동신교회

문과 함께 브로타스의 미술관 형식을 가장한 작품 <현대미

와 재향군인회의 연혁과 활동자료로 꾸며진 공간을 통과하

술관, 독수리분과, 19세기 섹션>이 떠오른다. 진열장과 모형,
벽면 드로잉의 빼곡한 배열 방식이 ‘미술관을 가장한 미술
관’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낯선 장면이었다. 에덴동산을 떠

전 시 명 | 2018 Y+ 아티스트 프로젝트 「박정기, 걷다 쉬다」
전시기간 | 2018. 5. 15(화) ~ 2018. 8. 19(일)
전시장소 | 4, 5전시실
참여작가 | 박
 정기
전시규모 | 설치, 영상, 드로잉 등 50여 점

올리는 사과나무, 뱀피 부츠, 한때 대구의 상징이었던 사과
상자. 직관적으로 파악되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은유였다. 박
정기가 던진 섹시한 유머는 뱀피로 만든 부츠와 워홀의 브릴
로 박스를 패러디한 사과상자에 있다. 인류를 낙원에서 추방
당하게 한 유혹자이면서 기술 문명을 가능하게 한 욕망의 상

14

징인 뱀, 그것의 가죽까지도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인간의

15

의 표현이기도 하다. 도전을 향한 용기와 자율성에도 방점이 있
다. 박정기의 작업은 미술사의 선배들이 시도한 과감한 실험과
드러나지 않는 실패를 참조하지 않으면 그 맛을 제대로 음미할

d am’s EXHIBITION REVIEW

보다 현재의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고 누리고 있다는 성취감

수 없다. 뒤러의 <멜랑콜리아>, 세잔의 <사과>, 말레비치의 <검
은 사각형>, 뒤샹의 <가방 속 상자>, 요셉 보이스의 <죽은 토끼
에게 어떻게 그림을 설명할까?>, 브로타스의 <현대미술관> 같
은 미술사의 유산을 먼저 호출해야만 한다.

하고 그 의미를 확산시키는 미술관의 역할을 비판하는 차원에
서 자신의 위치를 전시감독으로 설정하고 가상의 작품들로 미
술관을 운영한다. 철저히 반체제적이었고 시장에 비판적이었
다. 오히려 그는 실패를 과시적으로 드러내려 했다. 브로타스의
전시형식을 빌려 온 박정기는 축소 모형으로 만든 작품들로 한
방을 가득 채우고 미처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관객들에게
자신이 어떤 예술가인지 보여 주고 선언하려 한 것 같다.

알바천국2, 2018, Mixed Media, Variable size

능력과 워홀의 브릴로 박스가 찬양하는 상품의 미학은 아니더라도 사과상자로 대신하는
현대판 ‘에덴에서의 추방’이 아닌가 싶다. <말레비치 보기 20초>를 감상하기 위해 검정 커
튼을 열고 들어가 작품을 바라보노라면 어느새 암흑 공간으로 바뀌는 체험도 신선했다. 말
레비치는 <검은 사각형>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징이자 순수한 에너지의 결정체로 보았지
만 볼셰비키혁명 이후 그가 낙관했던 예술과 사회의 전망은 이 작품의 보관 상태처럼 누더
기가 되어 버렸다. 시각적 인지에만 국한되지 말고 어둠과 신체가 서로 접촉하고 평면의 검
은 사각형이 암흑의 공간으로 다가오는 실재감을 체험해 보라는 설정인 것 같았다.

“우리는 모두 거인의 어깨에 올라탄 난쟁이일 뿐이다.” 뉴턴으로 유명해졌지만 12세기 철
학자 베르나르가 비판적 자율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다.
거인과 난쟁이의 비유는 현재의 지식과 기술이 과거의 유산이기에 겸허해야 하고 선조들

The exhibition of 「WALK and REST」 enables the
audience to be exposed to the reality of the Korean
society through six conceptual gardens, and the art history
to pose fundamental questions on roles and possibilities
in art. The artist is putting a strong spell for the audience
expecting for a leisurely and relaxing visit to awaken their
consciousness to have the acute and sensitive eyes of
dwarfs on the shoulder of a giant. To this end, the heritage
of the Western art and ideologies of the Oriental aesthetics
must be endlessly called for and rediscovered. Having
hastily moved forward towards industrialization and
modernization, we would have to share the eccentricity
and awkwardness coming out of the artificial bamboo
garden, and pose questions on roles of art on end whether
the modest hope of dreaming of a balance between labor
and leisure could permanently vanish or become a little
bit of rest and consolation.

2018 Y+ 아티스트 프로젝트 「박정기, 걷다 쉬다」

늦은 나이에 미술계로 진입한 브로타스는 미술의 가치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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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한 <부랑>(1976~1988) 연작에서 대표작인 <분홍>
(1989~1999) 연작 그리고 <20세기 회화의 추억>
(2008~2009), <20세기 연작>(2006~2007), <회색 청
춘>(2005~2006), <조선 상고사>(2003~) 연작으로 이
어진다.
제18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전인 이번 전시는 대표작인

d am’s EXHIBITION PREVIEW

을 동시에 마주한 젊은 예술가의 선택은 1976년에 시

<분홍> 연작을 비롯해 처음 선보이는 <부랑>과 그 이전
작품들(1973~1981), 기성세대가 된 작가가 젊은 세대
를 바라보는 시선을 담은 <회색 청춘>, 한국의 고유한
미적 가치를 담은 <조선 상고사>, <조선적인 너무나 조

미술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최민화의 방대한 회화
의 범주를 조명한다.
이번 전시가 시대와 호흡하며 민족의 전통적 정체성을
찾고자 했던 최민화의 예술적 시도와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나아가 한 젊은 예술가가 가
졌던 뜨거운 심장을 느끼고 재현적 구상회화의 새로운
평가, 회화의 동시대성과 역사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질

개같은 내인생 Ⅱ, 1992, Oil on canvas, 133.3x162.2cm

문하는 동시에 이 시대가 갖추어야 할 절대적이고 보편
적인 가치를 재인식하며 화가 최민화의 작품을 다층적

제18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전

대구미술관은 제18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자인 화

「최민화 : 천 개의 우회」

화는 지난 40여 년간 한국 현대사의 굴곡진 현실

The Exhibition of CHOI Minhwa,
the Winner of the 18th LEEINSUNG Art Prize

「CHOI Minhwa : A Thousand Detours」

을 화폭에 담아내며 역사를 증언하는 동시에 삶
의 현장성을 보여 줌으로써 회화의 새로운 지평
을 열어 왔다.

최민화의 작품은 독재치하에서 화가를 꿈꾸던

자 했던 한 청년의 열망은 전쟁과 분단으로 인
전 시 명 | 제18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전 「최민화 : 천 개의 우회」

한 가족사, 경제성장으로 포장된 독재와 분열

전시기간 | 2018. 9. 4(화) ~ 2018. 12. 16(일)

의 시대의 대한민국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는

참여작가 | 최민화
전시규모 | 회화 100여 점

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가 최민화의 「천 개의 우회」전을 개최한다. 최민

한 젊은이의 서술이자 자화상이다. 화가가 되고

전시장소 | 2, 3전시실

낙원시장 Ⅰ, 2006, Oil on canvas, 145.5x112.1cm

제18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전 「최민화 : 천 개의 우회」

선적인> 연작 등 총 1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며 민중

정치,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서
슬 퍼런 권력의 칼날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
과 대면해 민중의 슬픔과 삶을 자신만의 방법으
로 그려 나갔다. 자신의 오랜 꿈과 시대의 불행

Daegu Art Museum presents CHOI Minhwa’s exhibition of 「A Thousand Detours」 who is the
winner of the 18th LEEINSUNG Art Prize. CHOI has opened up new horizons in paintings by
embodying the tumultuous reality of the Korean contemporary history for 40 years, representing
the history and revealing the on-site characteristics of life.
The exhibition for the 18th LEEINSUNG Art Prize introduces his 100 pieces of works including
CHOI’s representative series of <Pink> in order to shed a light on CHOI’s broad scope of
paintings, transcending the framework of minjung (people’s) art (a Korean political and populist
art movement, born in 1980).
This exhibition looks into CHOI’s artistic attempts and results who sought to stand in
tandem with the times in discovering the traditional identity of the people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multidimensionally understand CHOI’s works, while posing questions on
pictorial contemporaneity and new possibilities of historical paintings, while newly assessing
representational figurative pain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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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 마치 과거를 부정하고 속도와 힘, 기계문명을 신봉

젝트’ 10번째 작가 염지혜의 「모든 관점 볼텍스」 를

했던 미래주의의 열병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렇듯 작가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들이 온다. 은밀하게 빠

는 역사적 배경을 이용해 현재 우리의 모습을 제시하

르게>, <커런트 레이어즈>, <미래열병> 등 영상·설치

고, 어떤 삶을 취하느냐에 따라 미래 결과도 달라질 수

작품 3점을 소개한다. 이번 전시는 인류의 문명사에 초

있음을 암시한다.

점을 맞춰 급변하는 동시대의 변화를 ‘바이러스, 플라
스틱, 첨단기술’이라는 3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춰 기

「모든 관점 볼텍스」는 작가가 오랜 기간 대주제를 설정

획하였다.

하고 심층적인 리서치를 통해 만든 전시다. 영상작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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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화)부터 12월 25일(화)까지 ‘Y 아티스트 프로

함께 구성되는 설치물과 전시공간 연출은 작업의 맥락
을 연장, 확장하는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전시를 통해

빠트린 2015년 메르스 사태를 주제로 당시의 상황과

보여줄 문명에 관한 염지혜의 해석은 다양한 관점이 유

작가의 직접적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비가시적

기적으로 소통하는 동시에 충돌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

이지만 가시적인 것 이상의 존재감으로 공포적인 것으

다. 이것이 보는 이에게 어떻게 비칠지 확신할 순 없지

로 인식되는 바이러스와 극도의 공포감을 조장하며 제

만 그 안에서 공감을 불어넣는 찰나와 현대 문명을 한

어 없이 빠르게 확산되는 대중매체의 영향력에 대한 비

번쯤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판을 담고 있다. <커런트 레이어즈>는 ‘레이어’에 관한
심층적 연구를 보여 주는 작업이다. 층, 켜를 일컫는 레
이어(layer)는 현재의 단층을 뜻하고 나아가 현대 사회
를 구성하거나 우리 모습을 이루는 모든 것을 지칭할
수 있다. 동시대 삶 속의 형태와 우리의 행동 방식이 어
떻게 변모되었는지 모색하고 진단한다. <미래열병>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기계에 의존하는 삶을 살
게 되는 것에 대한 고민과, 첨단기술 선점만이 미래의
운명을 바꿔 놓을 것이라는 불안과 공포의식이 내재했
다. 첨단기술이 미래 운명을 바꿀 도구가 돼 버린 현상

전 시 명 | Y 아티스트 프로젝트
미래열병_2018movingimage_17min10sec

「염지혜 : 모든 관점 볼텍스」
전시기간 | 2018. 9. 4(화) ∼2018. 12. 25(화)
전시장소 | 4, 5전시실

Y 아티스트 프로젝트

「염지혜 : 모든 관점 볼텍스」
「Ji Hye Yeom : Total Perspective Vortex」

참여작가 | 염
 지혜
전시규모 | 영상·설치 작품 3점

Daegu Art Museum has presented <Y Artist
Project> since 2012 to nurture young promising
artists. Selected artists are given opportunities
to hold their solo exhibitions and engage in
international programs while Daegu Art Museum
passionately promotes their works by holding solo
exhibitions.
Ji Hye Yeom as the 10th selected artist in ‘Y Artist
Project’ unfolds historical narratives in her works
based on her personal experience-based narratives
and in-depth research. The intent of the exhibition
is to look into the rapidly changing issues in the
contemporary world by focusing on the history of
civilization for the mankind. YEOM introduces
her works by concentrating on cutting-edge
technologies, viruses and plastics and producing
wide-ranging attempts and views based on the
awareness of issues in a different period.

Y 아티스트 프로젝트 「염지혜 : 모든 관점 볼텍스」

<그들이 온다. 은밀하게 빠르게>는 대한민국을 공포에

20
1) Y 아티스트 프로젝트 : 역량 있는 젊은 작가를 양성, 지원하기 위한 대구미술관 프로젝트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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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이후의 프레임 : 한국현대사진운동 1988-1999」을
개최한다.
한국 사진의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는 1990년대를 중심으로

d am’s EXHIBITION PREVIEW

대구미술관은 10월 23일(화)부터 2019년 1월 13일(일)까지

사진계에서 일어난 다양한 이슈와 현상을 정리하고 한국현대
사진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전시다.
1990년대는 사진 외적으로는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내부적으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유입을 통해 한국 사

을 둘러싼 논쟁부터 아마추어와 전문 사진가의 분리, 다양한
주제의 집단 창작 움직임, 풍경에 대한 한국적 모색, 사진전
문출판사 등장과 사진저널 창간 등 다양한 이슈와 논쟁의 시
대였다.
이 전시는 강홍구, 구본창, 김대수, 김수강, 김장섭, 박영숙,
성능경, 양성철 등 작가 100여 명의 사진 300여 점뿐만 아니
라 당시에 발행된 사진 분야별(기획, 공간, 교육, 출판, 비평
등) 인쇄자료 1,000여 점을 수집, 분류하여 보여 준다.

김장섭, 대지로부터, 1995

프레임 이후의 프레임 :
한국현대사진운동 1988-1999

전 시 명 | 프레임 이후의 프레임 :
한국현대사진운동 1988-1999
전시기간 | 2018. 10. 23(화) ∼2019. 1. 13(일)
전시장소 | 1전시실

Frames after Frames :
Modern Photography Movement of Korea from
1988 to 1999

참여작가 | 강
 홍구, 구본창, 김대수, 김수강, 김장섭,
박영숙, 성능경, 양성철 등 100여 명
전시규모 | 사진 300여 점, 아카이브 1,000여 점

「프레임 이후의 프레임 : 한국현대사진운동 1988-1999」

진계의 지형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다. 사진의 본질

The exhibition looks into the directions of the Korean
modern photography, while compiling diverse issues
and phenomena that took place throughout the field of
photography in the 90s – the era of Renaissance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photography.
The 90s was an era of diverse issues and debates ranging
from the debates on the essence of photography, the
distinction of amateurs and professional photographers,
the collective creative movement on various topics, the
Korean way of exploring the sceneries, the emergence
of specialized publishes in photography and publication
of photo jour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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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나현, 바벨-서로 다른 혀」
「NA Hyun, Babel-different tongue」

바벨탑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작가적 관점을 보여 주는가?

나현. 독일제국의회 1914년 기록물 중 독일 국민은 식민지인

나현. 제2차 세계대전 후 베를린 전쟁 쓰레

또는 이민족과의 결혼이 불가하고, 그 자녀들을 독일 국민으

기를 모아 만든 악마의 산(Teufelsberg)과

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률 제정 논의를 담은 기록물을 우연

1970~80년대 급속한 경제발전 기간에 발생

히 접하였습니다. 이러한 배타적 민족주의는 이후 순혈주의를

한 서울의 쓰레기로 이룬 난지도 쓰레기산은

강조하는 독일 나치즘으로 이어졌는데, 단일민족임을 내세우

인간의 욕망을 보여 주는 기념비이며 그 저변

는 우리 한민족에게도 배타적 민족주의가 발견된다는 점에서

에는 정치, 경제적으로 선동적 민족주의가 깊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족, 국가의 의미

숙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에 관심을 갖고 있던 저에게 이 점은 바벨탑 프로젝트를 시작

인공산을 바벨탑으로 명명하고 바벨탑 이야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와 악마의 산 그리고 난지도 이야기가 서로
닮아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역사학자나 고고학자가 아닌 미술가로서 역사적 사실
들에 대한 관심을 조형언어로 풀어 가고 있는데..
나현. 저명한 역사학자 에드워드 핼릿 카(E. H. Carr)의 말을
빌리면 역사를 연구하는 데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실이 존재
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2018 어미홀 프로젝트 「나현, 바벨-서로 다른 혀」 가상 조감도

바벨탑 프로젝트에는 허구와 역사,
객관적인 사실이 뒤엉켜 있다.
작품을 관람하기 전 관람객이
미리 알고 오면 좋을 것은?

역사적 사실 또한 절대적 진실이기보다는 주관적 관점이 개입

나현. 관람객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선입

된 사실이고 수많은 자료를 이용해 그 관점이 객관적임을 설

견을 잠시 내려 두고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심

득합니다. 이런 주관적 관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살펴가다

지어 이것이 미술전시라는 생각도 잊어버리시

보면 역사에는 명과 암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 전 어

길 부탁드립니다. 이후 전시를 보았을 때 뭔가

대구미술관은 10월 23일(화)부터 2019년 1월 13

징한 바벨탑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일

두워진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 속 어두움에

새로운 느낌을 받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

일(일)까지 2018 어미홀 프로젝트 「나현, 바벨-

깨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잔해를 쌓

가려진 곳으로부터 현재의 문제점이 출발한다고 생각하기 때

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혀」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1)

아 놓은 베를린 악마의 산 과 경제성장의 쓰레기

2018 어미홀 프로젝트 「나현, 바벨-서로 다른 혀」

2012년부터 진행해 온 바벨탑 프로젝트는
어떻게 구상하게 되었나?

d am’s EXHIBITION PREVIEW

2018 어미홀 프로젝트

문입니다.

2)

어미홀 프로젝트는 높이 18m, 넓이 750㎡인 어

를 받아들인 서울 난지도 를 바벨탑의 유적으로

미홀의 공간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동시대 미

추정해 역사적 내력을 아카이브로 풀어낸다. 대

술 흐름을 소개한다. 어미홀 프로젝트의 첫 번째

구미술관에서 만나는 「나현, 바벨-서로 다른 혀」

작가 나현은 민족의 의미와 기능에 관심을 가지

또한 그 시리즈 중 하나로, 20m(길이)×8.3m(높이)

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바벨탑 프로젝트를 계

×9.8m(너비) 규모의 대형 작품이다.

속해 오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인간의 오만을 상
1) 제2차 세계대전 이 후 폐허가 된 베를린의 전쟁 쓰레기를 서쪽에 한데 모아 해발 120m로 만들어진 인공의 산.
2)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던 산업화 시대 이후 그 잔재가 1978년부터 1993년까지 모아지면서 높이 95m로 만들어진 쓰레기 매립장.

The UMI Hall Project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this year is presented to unfold the trend of the
contemporary art by fully capitalizing on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hall that is 18m high and 750
㎡ big. The 2018 UMI Hall Project is titled 「NA Hyun, Babel-different tongue」. It is one of the series of
the Tower of Babel carried on from 2012 by Na Hyun who has taken a great interest in the meanings and
functions of 'nation (minjok in Korean).’ In the work, the artist perceives the similarities of Nanjido in
Seoul with the Tower of Babel in Teufelsberg (German for Devil's Mountain) in Berlin and establishes the
existential grounds and archive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Nanjido and the Devil’s Mountain in today’s
world are the heritages of the Tower Babel in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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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의 작품세계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197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이전과

KIM Yung-zai <Aesthetics of the Blue Mountain>

의 작품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모색기로 주로 자연을 모티브로 한 그림을 그렸지만, 사실적인 기법의

이후로 나누고,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1970년대 후반 이전에는 자신

그림이나 전쟁의 참상을 기록한 역사화도 그렸다.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산이 등장한다. 1990년대 중
강효연
누스페어 동시대미술연구소 소장

반부터는 푸른 산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는 점차 단색조의 푸른 산이자 추상화에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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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푸른 산의 미학>

형태로 얼핏 단조롭게 보일 수 있지만 경건한 산의 풍경을 선보인다.

소장품_김영재

김영재, 노르웨이 피오르, 2009, Oil on canvas, 75×162cm

1993년 제작된 <대청봉의 눈>은 가로 333cm, 세로 197cm의 대작으로 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눈앞
에 설경이 펼쳐져 있는 듯한 장엄한 산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햇살을 가득 받은 설산의 깨끗함과
거룩함이 느껴지는 신비로운 작품이다. 파란 하늘 위로 떠 있는 달은 이 작품이 풍경화임을 확인시켜
주는데, 눈을 지그시 뜨고 작품을 바라보면 화면은 세 가지 색으로 분류된다. 파랑과 흰색 그리고 검
김영재, 대청봉의 눈, 1993, Oil on canvas, 197×333.3cm

은색이다. 이 작품은 1990년대 초반에 제작되었으나 입체적인 산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추상
적인 풍경으로 의미가 깊은 작품이라 하겠다. 이어 2000년대 제작된 풍경화는 설산을 제외하고 대부
분 푸른색을 띠고 있다. <노르웨이 피오르, 2009>란 작품은 입체감은 사라지고 색채를 이용한 원근만

산 앞에 서면 언제나 겸허해진다.

으로 공간감을 전달해 주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매력적인 ‘단색조의 풍경화’라 하겠다.

신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고,
자연만큼 신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것도 없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경험한 작가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순수하고 열정적이다. 온화한 성품의 소

김영재(1995.12.10.일자 한국경제신문 인터뷰)

유자로 군자의 미덕을 갖춘 그는 본인의 작품을 미술관에 기증함으로써 사회화했다. 현대미술에서
점점 풍경화를 찾아보기 힘든 요즈음 김영재의 시원한 풍경화를 접할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김영재에게 산은 어떤 곳일까? 그는 산의 웅장함을 대할수록

다. 그는 ‘늘 감동을 가슴에 안고 그림을 그린다’라며 보지 않

인간의 나약함을 느끼게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일까! 그의 산은

은 산은 그릴 수가 없었고 서울 근교 야산에서 지리산, 설악산,

녹음이 우거지거나 붉게 물든 단풍을 느낄 수 있는 예쁘고 편안

한라산에 이르는 국내 명산은 물론이고 에베레스트, 융프라우,

한 산의 풍경이 아니라 푸르고, 웅장하며 겸허해지도록 만드는

히말라야 등에 이르는 해외 유명한 산은 거의 모두 직접 보고

위풍당당한 산의 모습이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상상 이상으로

그렸다. 과거 수많은 화가가 자연을 화폭에 담아내려고 했던 것

신비롭다. 그 신비로움을 느끼고자 작가는 국내외 명산을 찾았

처럼 김영재도 산에 빠져 있었다.

<The snow of Daechungbong (1993)> of KIM Yung-zai is a large piece of work of 333cm
X 197cm, which presents to the audience the image of a magnificent mountain unfolding
the snowscape. The work was produced in the early 90s, hinting at the cleanliness and
holiness of the snow mountain, imbuing great significances because it not only has the
three-dimensional image of a mountain but also serves as the starting point of an abstract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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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흐름의 작풍이 없다. 동일한 시기에도 전혀 다른 스타일의 작품을 제작해 낸다.
또 한자를 조합하여 상황률(状況律), 수직사개(水直射個) 등 난해한 신조어를 만들어
가며 자신의 작품 제목으로 삼는다. 이런 점이 작품의 접근과 이해를 어렵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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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키시오는 60년대 후반에 출발한 일본 모노하의 중심 작가이다. 스가의 작품에는

스가의 난해함을 뒤집으면 모노하를 이해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일본어로 ‘모노’
란 단순히 물건, 물질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모노는 사건성, 시간성까지도 포함한다. 모
노를 다른 말로 ‘현상(現象)’이라고 해도 좋다. 모노는 공간의 레이어에서 항구불변의
상수적인 형태를 유지하는 본질과는 무관하다. 장소 속에서 예측불허의 변수로 생멸하
는 일체의 현상적인 상황을 모노라 할 수 있다. 예기치 않은 사건성, 장소성 등은 스가

스가 키시오는 일본의 동북 출신이다. 그곳은 수렵경제 시대의 조몬문화가 잔존하고 있
다. 동일한 노동의 반복이 행해지는 농경사회와 달리 수렵경제의 삶은 늘 새롭고 두렵
고 낯선 대상과의 만남이라는 또는 대상과 나의 변화무쌍한 상황적 전개라는 장소적 감

소장품_스가 키시오

의 작업에서 잘 구현되고 있다.

각을 요구한다. 스가가 일정하고 반복적인 작풍을 거부하는 이유다.
모노하는 철저하게 장소의 예술이다. 스가의 한자 신조어는 대개가 공간과 장소를 지시
하는 어휘의 조합이다. 이를 통해 질서정연한 공간에서 울퉁불퉁한 장소가 더욱 분명하
게 돋아나게 한다.

<‘단장’(端場, 끄트머리의 장소)>은 균질공간을 의미하는 사각 틀의 상하좌우 흰색 네
기둥에 이질적인 느낌을 주는 원목 각목과 기하학적인 형태의 검은색 페인팅이 추가된
작품이다. 균질공간의 끝에서 울퉁불퉁한 장소가 발생한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장소
를 의미하는 불균질한 형태의 원목이 더해졌다. 그리고 그 위에 기하학적인 형태인 검
은색 공간의 레이어를 가함으로써 장소에 대한 공간의 개입을 암시했다.
스가 키시오는 1985년 수화랑 전시, 이후 갤러리신라에서 열린 몇 차례의 전시를 계기
로 대구를 자주 찾았다. 현장 작업을 하기에는 대구의 작업환경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
다고 한다.
스가 키시오, 단장(Edges of Site), 2005, 나무, 161.5×123.5×9.5cm

스가 키시오<단장(端場)>
Interpretation of ‘Edge of Site’ by Kishio Suga
황인 미술평론가

Kishio Suga’s ‘Edges of Site’ is a work on detachment and overlapping of two
layers – space and place.
Works by the School of Things usually deal with places, but Suga juxtaposes
both space and place to further emphasize place-ness. ‘Edges of Site’ has two
meanings: the tip of a place and the place of a tip. It implies that the tip of a
place generates a space, from whose tip a place is b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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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뿐만 아니라 칼더
를 비롯한 조각작품이 야외 곳곳에 놓여 있어 미
술관 안팎의 구분이 무의미했다.
대략 십년 전부터 북유럽이 우리나라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덴마크에는 맑은 날이 일년에 한 달 정도밖에 안

나무를 주재료로 한 만듦새가 튼튼한 가구와 공예, 실용적이고 간

된다는데 미술관을 찾은 날이 그 삼십일 중 하루

결한 디자인에서 복지제도, 평등한 교육기회와 인간 중심의 사회,

였다. 미술관에 왔다 햇빛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

공공디자인 등 관심 분야도 다양하다.

며 루이지애나미술관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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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미술관인 이유는 그 아름다움이 사람을 압도
2018 미술관협력망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국공립미술관 학예인력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하는 아름다움

과 2018년 6월 18일부터 27일까지, 9박 10일간 덴마크, 스웨덴,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핀란드를 다녀왔다. 이번 연수는 국내미술관 학예인력의 네트워크

북유럽 미술관 가이드

이계영
대구미술관 큐레이터

북유럽 미술관 가이드

Nordic Art Museum Guide

경관과 이질감을 최소화하며 아름다운 풍광을

자연경관의 장점을 살린 전시장

형성, 글로벌 역량 강화, 개별 연구라는 세 가지 목적으로 국립현대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공식일정과 개인별 자유리서치가 함께 진행
되었다.

2. 덴마크왕립도서관 신관
단기간에 미술관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서 개인적인 연구주

1999년에 완공된 덴마크왕립도서관은 외벽을 이루는 대리석과 유리가 온통 검은

제까지 욕심을 내다 보니 현대미술전시와 작가 조사부터 도시재생,

색이라 ‘블랙 다이아몬드(Black Diamond)’로도 불린다. 뉘하운운하의 물결에서

공공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접했지만 여기에서는 미술

영감을 얻어 만든 내부는 도서관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유선형으로 이루어져 있

관, 아트센터 등을 중심으로 국가별로 3개 기관만 소개하고자 한다.

다. 지식인보다는 지성인을 만들겠다는 도서관의 미션에 따라 1층 로비에 테이블
과 의자를 두고 사람들의 교류를 유도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도서관 내 갤러리
에서는 아브라모치가 도서관 소장 도서를 활용한 전시가 열리고 있었다.

1. 루이지애나미술관

덴마크
Denmark

코펜하겐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
한 루이지애나미술관은 나무가 무성한 숲
에 둘러싸여 있고 바다를 접하고 있어 세
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술관이라는 별칭
에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19세기에 만들어진 빌라를 개조하여 1956
년에 미술관을 만들고 50년 동안 본관을
중심으로 분관을 증축해 지금의 모습이 됐
는데, 미술관 건물에 목재를 많이 사용하
여 부드러운 인상을 주고 통유리는 주변

미술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조각

나선형의 내부구조에 테이블,
의자를 비치하여 사람들의 교류를 유도한다

30
이브라모치비 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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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덴마크디자인미술관
덴마크디자인미술관은 1895년에 설립되었으며 병원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미술관으로 개조하여
1926년 현재의 건물로 이전하였다. 긴 회랑과 회랑 옆의 작은 방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회랑과 작
은 방 모두가 전시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덴마크디자인사, 의상과 패브릭 상설전 등 교육적인 내
용의 전시가 주를 이루었고 좌대, 책장, 벽부장 등을 많이 사용하여 변화를 주려고 했음에도 공간디
자인은 대체로 평이해 보였는데 이는 한쪽 변이 긴 공간의 제약으로 보인다.

아티펠라그 미술관 내부

북유럽 미술관 가이드

2. 아르크데스미술관
디자인건축전문뮤지엄이며 스웨덴현대미술관(Moderna Museet)과 같은 건물을 사
용하고 있다. 스웨덴건축사 전시가 상설전으로 열리고 있으며 ArkDes는 디자인은 우
리가 살고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경험을 규정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어
「Danish Design Now」 전시전경

「Learning from Japan」 전시전경

버니즘(Urbnaism), 건축, 조경 디자인, 프로덕트 디자인, 디지털 시대에 등장한 다양
한 디자인을 포함해 우리가 사는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디자인을 보여 주는 것을 목
표로 삼고 있다.
필자가 방문했을 때에도 스웨덴건축사에 관한 「Architecture in Sweden」, 공공
디자인을 다룬 「Public Luxury」, 도시계획에 관한 전시 「Modellarkivet(Model

1. 아티펠라그미술관

스웨덴
Sweden

Archives)」이 열리고 있었다.

아티펠라그미술관은 스톡홀름 근교에 있는데 호수와 산에
둘러싸여 주변 환경이 무척 아름답다. 호숫가를 따라 산책
로를 만들고 조각작품을 비치하여 입지적 조건을 잘 살렸
다. 「Bloomsbury Spirit」전이 열리고 있었는데 1906년부
터 1930년경까지 런던을 중심으로 활동한 영국 예술가들의
모임 ‘블룸즈버리 그룹’의 활동을 보여 주는 전시였다. 전시
는 회화, 공예뿐만 아니라 문학, 의상, 음악 등 다양한 방면
을 다뤄 깊이 있는 연구와 입체적인 시각에 감탄하게 했다.
레스토랑과 카페의 미술관 내 위치나 면적을 봤을 때 관람
자를 유입시키는 유용한 매력 요소처럼 보였다. 전시에서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나 프로그램은 없었지만 미술관 공간

32

내에 어린이가 좋아할 만한 요소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재밌
「Architecture in Sweden」 전시전경

었다.

아티펠라그는 야외조각으로 호수와 산에 인접하는
환경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다

「Public Luxury」 전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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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헬싱키미술관

2010년 5월에 개관한 미술관으로 세관 건물을 미술관으로 개조하였다. 부둣가에 위치해서 미술관 가장 위

HAM은 실내테니스장을 개조한 건물(Tennis Palace)

층의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내다보는 풍광이 아름답다. 상설전이 없으며 일 년에 4개의 주요 전시와 15~20

의 3층을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래층에는 영

개의 소규모 전시가 열린다. 로버트 프랭크, 어빙 펜, 위지에서 신진작가에 이르기까지 개인전의 비중이 압

화관이 있는 게 흥미로웠다. HAM의 비전은 예술을 통

도적으로 높으며 스톡홀름 외에도 뉴욕과 런던에 분관이 있다. 스톡홀름의 많은 미술관이 오전 11시에 개관

해 헬싱키를 더욱 재미있게 만드는 것인데 공원, 거리,

하는데 포토그라피스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열며 월요일에도 전시장을 연다.

학교, 도서관 등 도시 곳곳에 있는 4,000여 점의 작품

d am’s GLOBAL

3. 포토그라피스카

이 미술관 소장품이다. 공공미술작품을 포함한 미술관
전체 소장품이 9,000점이 넘는다고 하니 헬싱키미술
관은 헬싱키 전체가 미술관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Graffiti」 전시전경

것이다.

키아즈마(Kiasma)는 아테네움미술관(Ateneum Art Museum), 시네브리초프미술관(Sinebrychoff Art Museum)과
함께 핀란드국립미술관 중 하나이다. ‘Kiasma’는 원래 신경이나 힘줄의 교차 또는 염색분체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북유럽 미술관 가이드

3. 키아즈마현대미술관

데 미술관의 이러한 이름은 의견을 교환하고 예술과 문화를 재정의하는 공간을 지향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키아즈마는 예술 분야에서 문화 다양성, 언론의 자유, 성(gender) 평등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평등 원칙을 채택하고

「Linda McCarteney & Mary McCarteney」 전시전경

있는데 여기에는 사회적, 육체적, 문화적, 경제적인 조건과 상관없는 미술관 접근성, 소장품 수집에 사회의 다양성 반
영, 따돌림·괴롭힘·차별에 대한 무관용주의, 직원들의 다양한 배경 존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술관이 사회적 가
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무척 감동적이었다.

We visited Denmark, Sweden and Finland
for 10 days and 9 nights from June 18 to
27 in 2018 with curators in national and
public art museums nationwide as a part
of the project for the art museum network
of 2018. The training trip aimed for three
purposes: formation of a curator network
among domestic art museums, buildup
of global competencies and individual
research. The official schedule organized
by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and individual free
research took place at the same time.
The newsletter only introduces three
institutions by country, especially art
museums and art centers in Nordic
countries.

1. 핀란드디자인미술관

핀란드
Finland

핀란드 현대디자인사에 관한 전시 「Utopia-The Story
of Finnish Design」, 공예·섬유·식기에 모두 능한
디자이너 「Timo Sarpaneva」 개인전, 조명디자이너
Daniel Rybakken의 전시 「Daylight and Objects」 다
양한 디자인 전시가 열리고 있었다. 지하 1층, 지상 2층
의 전시장에는 층마다 한 개의 전시가 열렸으며 전시디
자인, 디스플레이 등이 정돈되고 세련되게 보였다.

「Utopia Now」 전시전경

「Daniel Rybakken–Daylight and Objects」
전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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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ing with eyes at an art museum:
Docents explaining with sign language at Daegu Art Museum

미술에 손맛을 더하는 ‘수화도슨트’, 손으로 들려주는 미술이야기

“청각장애인의 문화·예술 목마름 채워드리기 위해 함께할게요.”
유선희 활동가는 2014년부터 대구미술관에서 ‘수화도슨트’로 활동하고 있다. 어쩌다 보니 대구미술관 ‘수화도슨트’ 창립멤버가

d am’s INSIDE

눈으로 듣는 미술관,
대구미술관 수화도슨트

됐다.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청각장애인에게 꾸준히 마음이 갔다. 이야기를 하기 위해 수화를 하게 됐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
니 문화·예술 분야를 함께 나누고 싶어졌다. 시기가 좋았다. 마침 대구미술관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과정을 준비 중
이었고, 대구 수화통역센터에 소속돼 있던 그녀는 ‘수화도슨트’로 청각장애인을 만나게 되었다.

도슨트(Docent)는 ‘가르치다’라는 뜻의 라틴어 ‘Docere’에서 유래한 소정의 지식을 갖춘 안내인을 말한다.
안내자는 중요하다. 지식을 전달하고 경험을 향유한다. 도슨트에 수화통역을 더하니 눈으로 듣는 미술관이 되었다.

feedback

청각장애인분들이 시각자료를 좋아하신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레 문화·예술에 목마름과 갈증이 많
다는 것이 느껴진다. ‘수화도슨트’를 통해 해설을 들으며 전시작품과 작가를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작품에 갖가지 스토리텔링을 더하니 미술관이 두 배 즐거워졌다.

관람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하신다. 작품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부분도 많다. 예리한 눈으로 사물을

손으로 미술을 말하다, ‘수화도슨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작품을 설명하는 도슨트. 여기에 ‘수
화’를 더하면 ‘수화도슨트’이다. 수화통역사와 도슨트가 2인1
조로 청각장애인이 미술관 전시와 작품을 즐기는 데 도움을 준
다. ‘수화도슨트’진행시간은 약 30분. 전체적인 전시 설명을 시
작으로 본격적인 관람에 들어가면 각각의 작품해설까지 20분
정도 소요된다. 작가의 연대기에 따른 작품의 변화, 그림의 기
법 등 각각의 작품 중심으로 해설이 각 3~4분 진행된다. 이후

이동권을 증진시켜 대구미술관 접근성을 높이고, 관람에 더 많

‘수화도슨트’는 도슨트와 수화통역사 두 명이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전시의 이해도가 높은 도슨트가 먼저 전
시, 작품을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 수화통역을 하는 식이다. 현재 대구미술관에 3~4명의 수화통역 활동가가

리어프리 운동과 더불어 문화적인 혜택과 소통의 의지를 보이

시간조율을 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미술적 전문지식을 수화(수어)화하여 맛있게 손맛을 내는 과정이 필

고 있다. 전시해설에서 나아가 청각장애인들이 미술관을 가깝

수인데 미술·문화적 감각과 감성을 담아내기 위해 관련 자료를 더 찾아보고 연구하고 있다.

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미술에 관심 있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현재 ‘수화

feeling

보내는데, 수화(수어) 설명으로 놓쳤던 부분을 채우고 작품을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실 T. 053-803-7883

좀 더 깊이 음미한다.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소통 중심으로 진

(월~금 09:00~18:00)

청각장애인분들과 함께 전시를 즐길 수 있어서 좋다. 청각장애인분들이 관람 중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관람
객이 많을 때는 아무래도 시간적 제약이 있다 보니 아쉬운 점이 있다. 앞으로 대구미술관에도 수어사전이나

도슨트’는 2주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1일 2회 이용할 수 있다.
문의

람객은 “눈으로만 작품을 보다가 실제로 해설과 함께 전시 관

practice

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 대구미술관은 물리적인 베

전시 동선을 따라 10분정도 조용히 작품을 눈에 담는 시간을

행되는 ‘수화도슨트’. 청각장애인들의 피드백은 어떨까. 한 관

다든지, 터치나 색감의 변화라든지 먼저 알려주시고 질문을 하실 때도 있다.

는 관람객의 승차도 가능한 순환버스를 도입했다. 장애인들의

눈으로 듣는 미술관, 대구미술관 수화도슨트

관찰하고 세심한 감각을 지니고 있어서 디자인 직종의 분들은 전시 관람을 하며 작품 소재의 종류가 바뀌었

수어동영상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 확대될 것 같아 기대된다.

plan

‘수화도슨트’활동을 통해 오히려 청각장애인분들에게 배우고 얻는 게 더 많다. 수려한 자연 경관과 함께 다
양한 명품 전시를 즐길 수 있는 대구미술관에서 청각장애인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다. 지금은 단체관람
이 많지만 조금씩 개인관람으로 더 확대되어서 ‘수화도슨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앞으
로도 미술 전시 해설에서 대구의 청각장애인분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람을 하니 작품과 작가가 이해되고 전시가 더욱 재미있다. 자주
오고 싶다.”라고 전했다.

두 배로 즐기는 미술관, 행복도 두 배로
문화 배리어프리 앞장서는 대구미술관
장애인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을 뜻하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대구미술관

수화도슨트 유선희

은 문화소외지역의 학생들과 다문화가족 장애인의 미술관 관람

2003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1급

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고민하던 중 2014년 9월 대구지역 최

2006 한국농아인협회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1기

초로 ‘수화도슨트’를 시행했다. 지난 5월에는 휠체어를 이용하

2014 대구미술관 수화도슨트 활동 중

Daegu Art Museum implemented a ‘docent service in sign
language’ for the first time in Daegu in September, 2014.
‘Docent service in sign language’ that began with an intent
for anyone interested in art to enjoy the space is applicable
through reservation of two weeks in advance and is available
twice a day. It is a popular program for those with hearing
disabilities because they can deeply understand art exhibits as
well as their artists through the explanation of docents. Daegu
Art Museum plans to expand developing the content for the
deaf including a sign language dictionary and a sign language
video, moving beyond sign language explanation.

36
37

d am’s EVENT

COCOA 미술이 된 오페라,
오페라가 된 미술
COCOA: Art-turned Operas and Opera-turned Art
감수성이 맞아떨어지는 작품을 발견하는 기쁨, 연주자들의 미세한 떨림까지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설렘…
이처럼 미술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이 더욱 많아지길 기대하며 시작한 코코아 프로젝트
올여름에는 대구오페라하우스와 함께 ‘신여성이 사랑한 예술’을 주제로 김환기展과
제16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를 만나 보았다.

2015년 <잉카 쇼니바레 MBE> 특별전을 떠올리면 위태로

관 학예실장과 최상무 대구오페라하우스 총감독이 ‘김향

이 쌓아 올린 케이크와 아프리카 더치 왁스가 남긴 잔상,

안, 윤심덕의 인생과 예술’, ‘근대미술, 근대오페라의 도

그리고 전시장 한 편을 가득 채운 영상작품 ‘아 지난 날이

입’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 미술과 오페라를 즐기는

여(2011)’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잔향으로 남는다. 이 작

즐거움을 관객에게 선사했다.

품의 모티브가 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소개하기 위
해 대구오페라하우스와 단발성으로 기획한 토크 콘서트

대구미술관,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콘서트하우스가 올

가 벌써 4회를 맞이했다. “올해는 미술관에서 언제 오페

해 초부터 시작한 코코아 프로젝트. 1,000여 명의 회원이

라 아리아를 들을 수 있나요?”라는 SNS 문의가 해가 거

공연과 전시를 할인된 가격으로 즐기고 코코아존 등 다양

듭될수록 많아지는 것을 보면 두 기관의 협업에 기대를

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함께 모여 더욱 달콤한 코코아, 하

거는 관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반기에는 좀 더 따뜻하고 신선한 기획으로 관객과 마주할

COCOA 미술이 된 오페라, 오페라가 된 미술

<미술이 된 오페라, 오페라가 된 미술>

예정이다.
지난 8월 4일(토) 오후 5시 김환기展 3전시장에서 진행한
<미술이 된 오페라, 오페라가 된 미술>의 주제는 ‘신여성
이 사랑한 예술’이다. 김환기 작가의 뮤즈 김향안, 대한민
국 최초 소프라노 윤심덕, 대한민국 최초 오페라 <라 트라
비아타>는 개화기 자유연애를 갈망했던 신여성과 그들이
꽃피웠던 예술을 상상하게 했다. 소프라노 조지영, 테너
김동녘, 피아니스트 장윤영이 출연해 <라 트라비아타> 중
‘그녀 없이는 내 행복도 없네’, ‘축배의 노래’, 창작오페
라 <윤심덕, 사의 찬미> 중 ‘내가 사랑한 저 불빛, 저 세상’
<미술이 된 오페라, 오페라가 된 미술>

등 아름다운 아리아로 큰 울림을 주었고, 이진명 대구미술

Daegu Art Museum and Daegu Opera House
organized a talk concert titled <Art-turned Operas
and Opera-turned Art> at 5:00 pm on August
4. Under the theme of ‘Art Loved by the New
Generation of Women’, discussions unfolded on
the KIM Whanki exhibition, <La Traviata> as the
main piece of song introduced at the 16th Daegu
International Opera Festival and <Yun Sim Deok>,
a Korean creative opera along with a stage for
beautiful ar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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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토)~8월18일(토)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전시실

8월 4일(토) 오후 2시, 강당
‘김환기展 감상의 깊이를 더하는’ 이태호 교수(명지대) 초청 특강

청소년을 위한 진로체험교육
<뮤지엄&피플 in summer>
1기 7월 25~26일, 2기 8월 1~2일,

어린이를 위한 현대미술 감상 프로

오후 1시, 교육실

그램 <안녕 d am씨!>를 7~8월 진행
7월 28일(토) 오후 2시, 이태호 교수(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를 초청하여 전시 연계 특별강연을

했다. 7월은 「김환기」, 8월은 「박정

미술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청소년을 대상으

진행했다. ‘김환기의 뉴욕 시대’를 주제로 진행한 이번 특강에서는 김환기 작가의 삶과 작품세계

기, 걷다 쉬다」 전시와 연계하여 어

로 미술관 진로체험교육을 진행했다. 전시부

를 알아보았다. 대구미술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다.

린이 눈높이에 맞춰 작품을 감상하

터 홍보까지 전시 제작 과정을 모의 체험하고

<New York Period of Suhwa KIM Whanki>
a special lecture aligned with the KIM Whanki Exhibition

Professor LEE Taeho(Department of Art History at Myongji University) was invited at
2:00 pm on July 28(Sat) for a special lecture aligned with the KIM Whanki Exhibition.
The special lecture titled ‘New York Period of KIM Whanki’ introduced KIM’s life and
world of artworks. The video on the lecture can be replayed in the YouTube channel
of Daegu Art Museum.

안녕 d am씨! 교육현장

<Hello, Mr. d am!>
an education program for children aligned with an exhibition
10:00 am, July 7(Sat) ~ Aug 18(Sat), Exhibition Hall
<Hello, Mr. d am!>, a program for children to appreciate the modern art, was
conducted in July and August. It was aligned with 「KIM Whanki」 in July and
「PARK Chungki, WALK and REST」 in August to introduce artworks in the
perspective of children and have a time for heart-to-heart dialogue with
parents through the means of artworks.

시니어, 직장인을 위한 전시 연계 감상 교육 <도슨트와 함께하는 티타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11시,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3시, 교육실
꾸준한 관심 속에 매달 마지막 주 진행하는
<도슨트와 함께하는 티타임>. 8월 티타임
주제는 『간송특별전』으로 간송 전형필 선
생의 일화, 간송의 정신과 동시대 문화 교
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참여자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보냈다.

도슨트와 함께하는 티타임 교육현장

<Tea Time with Docents>
an education program for seniors and office workers aligned with
an exhibition

대구미술관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 등 미술관 직종을 경험해 보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이진명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실
장이 참가자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진로를
위한 부모의 조력과 환경’이라는 주제로 티
타임도 진행했다.

<Museum & People in Summer>
a work experience program for
adolescents
1:00pm, 1st season from July 25 to
26, 2nd season from August 1 to 2,
Education Room

DAEGU ART MUSEUM NEWS

2:00 pm on August 4(Sat), Auditorium
A special lecture of Professor LEE Taeho(Myongji University) on
“Deepening the Appreciation of the KIM Whanki Exhibition”

고 예술작품을 매개로 부모와 교감
하는 시간을 보냈다.

d am’s NEWS

대구미술관 뉴스

어린이를 위한 전시 연계 감상 교육 <안녕 d am씨!>

김환기 전시 연계 특별강연
<수화(樹話) 김환기의 뉴욕시대>

A work experience program at an art
museum was conducted for adolescents
wishing to work in the field of art. They
were allowed to have job experiences at
Daegu Art Museum to listen to advice
of experts in each sector there, while
having simulated experiences of the
entire curating from the preparation of an
exhibition and promotion. Chief curator
LEE Jinmyung at Daegu Art Museum
also organized a tea time session for
parents of the students on the theme of
‘parental support and the environment
for career paths of children.’

11:00 am on Wed in the last week of each month, 3:00 pm on Sat in the
last week of each month, Education Room

김환기 전시연계 특별 강연 현장

<Tea Time with Docents> is conducted in the last week of each month amid
steady interest of the audience. The theme of the tea time session in August
was 「Masterpieces of Joseon Painting, Kansong Collection」 where ideas
were shared on the anecdotes and spirit of Kansong Chun Hyeong-Pil, and
the cultural exchanges in the contemporary world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aud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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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엄&피플 in summer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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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토) 오후 2시, 5전시실
박정기 작가의 작품세계를 한층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 마련
8월 11일(토) 오후 2시, 2018년 Y+ 아티스
트 프로젝트에 선정된 박정기 작가의 「걷다
쉬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작가와의
대화>를 진행했다. 2018년 작 <알바천국 II>
앞에서 진행해 신선함을 주었던 이번 작가
와의 대화에서는 작품세계, 전시 준비 과정,

김환기, 박정기, 간송특별전 기간 작년 대비
관람객 수 2.5배 증가
오랜 기대 속에 오픈한 「김환기」
와 「간송특별전」이 전국적인 관심

대구미술관

2:00 pm on August 11(Sat),
Exhibition Hall 5
Paving the way for the audience to
further understand PARK Chungki’s
world of artworks
<Dialogue with the Artist > was
organized as a program aligned with
「WALK and REST」 exhibition of PARK
Chungki, the artist selected for the Y+
Artist Project, at 2:00pm on August 11
(Sat). PARK shared with the audience
his oeuvre, how he prepared for the
exhibition and the story behind at the
talk made fresher as it was conducted
in front of <Part-time heaven II>(2018).

갤러리전

을 모았다. 5월 김환기 전시 오픈 이
후 미술관 입장객 수는 지난해 대비

「간송 조선회화명품전」

2.5배나 증가했고, 1일 최대 관람

김홍도, 신윤복, 정선 등 간송 전형필 선생이 수집한 조선회화
황금기 대작 100여 점을 만나 볼 수 있는 전시

객 수가 5,061명에 이르는 등 2018
년 대구미술관의 여름은 그 어느 때
보다 활기찼다. 전시 기간 중 아티스트 토크, 전시 연계 특별강좌, 오페라 토크 콘서트,
교육 프로그램 등 전시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했고 메이킹 필름, 작
가 인터뷰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Dialogue with Artist PARK
Chungki in the Y+ Artist Project 3

Exhibition Schedule

홈페이지에 홍보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람객이 미술관과 가까워지는 활동을 했다.

Skyrocketing number of visitors to
Daegu Art Museum from May
Three-fold increase in the number of visitors year on year during
the exhibitions of KIM Whanki and PARK Chungki and the special
exhibition of Kansong
The exhibition of 「KIM Whanki」 and 「Kansong Special Exhibition」 garnered
nationwide attention that were opened after long expectations. The number
of visitors after the opening of the exhibition of <KIM Whanki> in May
increased 2.5 times, and the number of daily visitors went to 5,061. The
summer of Daegu Art Museum in 2018 was full of energy more so than ever
before. During the exhibition periods, content for broader understanding of
exhibitions was provided through the artist talk, exhibition-aligned special
lectures, opera-talk concerts and education programs. Various video content
was produced including making films and artist interviews to be posted
on Instagram, Facebook, blogs, YouTube and the website for promotion.
As such, Daegu Art Museum continued to be engaged in activities for the
audience to feel close at heart with the art museum.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811 (우) 42260 T. 053-791-2131
황옥희 초대전 | 2018. 09. 04 ~ 09. 29
리우 초대전 | 2018. 10. 10 ~10. 27

리안갤러리

•전시기간 | 2018.06.16 ~ 2018.09.26
•전시장소 | 1전시실, 어미홀

대구광역시 중구 이천로 188-1 (우) 41956 T. 053-424-2203
빛으로 그리다(art works of light) | 2018. 09. 07 ~ 10. 13

「프레임 이후의 프레임 : 한국현대사진운동 1988-1999」
1990년대 사진의 다양한 쟁점과 현상들을 정리하고
한국현대사진의 방향성을 모색
•전시기간 | 2018. 10. 23 ~ 2019. 01. 13
•전시장소 | 1전시실

2018 어미홀 프로젝트 「나현, 바벨-서로 다른 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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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개의 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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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지혜 : 모든 관점 볼텍스」
Y Artist 프로젝트 10번째 선정작가 염지혜의 개인전으로
인류 문명사의 동시대 상황을 재해석한 작품들을 소개하는 전시
•전시기간 | 2018. 09. 04 ~ 2018. 12. 25
•전시장소 | 4, 5전시실

갤러리분도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36-15 (우) 41952 T. 053-426-5615
구본창展 | 2018. 09. 06 ~ 10. 16

우손갤러리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길 72 (우) 41959 T. 053-427-7736,7,9
최병소展 | 2018. 07. 12 ~ 09. 29

갤러리신라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00-29 (우) 41954 T. 053-422-1628
이교준 개인전 | 2018. 08. 31 ~ 09. 25
박창서 개인전 | 2018. 08. 31~ 09. 25
서용선 개인전 | 2018. 10. 11 ~ 11. 09

갤러리소헌&소헌컨템포러리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길 34 (우) 41959 T. 053-426-0621
사진2인전(김지혜, 박상호) | 2018. 09. 07 ~ 09. 29
박동수 개인전 | 2018. 10. 10 ~ 10. 31
이계원 개인전 | 2018. 11. 08 ~ 11. 30

갤러리 팔조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팔조길 17-17 (우) 38318
T. 054-373-6802
황인모 “WhiteRecords” | 2018. 08. 17 ~ 09. 16(ArtistTalk-08. 18)

인사소식
신규임용 2018. 5. 14 이진명(대구미술관 학예실장)
기관전입 2018. 8. 10 이유리(행정지원과 총무팀)

Appointment Updates

작가와의 대화 현장

New appointment: May 14, 2018 LEE Jinmyung(chief curator at Daegu Art
Museum)
New admission: August 10, 2018 LEE Yuri(General Affairs Team at the
Administrative Support Department)

EXHIBITION SCHEDULE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들어 보았다.

2018 하반기 전시 일정

대구미술관 5월부터 관람객 수 급증

d am̓s INDEX

Y+ 아티스트 프로젝트 3
박정기 작가와의 대화

(※ 대구화랑협회 자료제공 )

대구미술관 채널
작가 인터뷰, 메이킹 필름, 심포지엄 영상 등 대구미술관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 채널
•Web : artmuseum.daegu.go.kr        

•Facebook : damuseum

•Instagram : daeguartmuseum            •Youtube : goo.gl/znTdCD
•Blog : blog.naver.com/damuseum

42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