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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tings by a Fool for Fools 

남우선 대구MBC 편성부국장/작가/오디오 평론가

전 시 명 | 박생광

전시기간 | 2019. 5. 28.(화) ~ 10. 20.(일)

전시장소 | 2, 3전시실

참여작가 |  박생광

전시규모 | 회화, 드로잉 162점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자를 위한 그림

위대한 컬렉터란 자신이 구입한 작품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

는 사람이며, 선량한 감상자란 자신이 작품으로부터 받는 고

유한 느낌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미술관에 가서 오디오 가이드나 도슨트

의 해설을 듣는 것을 꺼리는 편이다. 천천히 내 마음속에 일

어나는 느낌을 존중해 속도를 조절해가며 말없이 작품을 보

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감상이 끝난 후 도

록이나 팸플릿을 보고 해설을 읽어 봐도 늦지 않다. 그 이유

는 작품감상 이전에 정제된 가이드나 해설을 읽거나 듣게 되

면, 작품에 가해지는 제 3자의 단정(斷定)적 견해가 내 안에

서 자유롭게 일어나는 감정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도 아무런 사전 공부 없이 찾았다. 대구미술관 전시

는 빠지지 않고 다녀오던 차, 박생광전은 무심코 들어갔다 인

쇄물에서 보던 것과 완전히 다른 원작의 거대한 아우라를 처

음 접하게 된 전시였다. 굳이 비유하자면 영화나 사진에서 휘

두르는 검(劍)을 볼 때와 달리 실제로 눈앞에 진검을 빼 들면 

누구든 삽시간에 오금이 저리는 것처럼 그 지독한 검기(劍

氣)를 느끼는 것과 같은 체험이었다고나 할까.

오방색을 기초로 한 화려한 우리 색의 펼침, 단순화된 선 속

에 살아있는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듯한 서릿발 같은 붓의 기

운, 도약하듯 너울거리는 이미지는 너무나 강렬했다. 거기다 

우리나라 땅에서 난 석채, 은박, 먹과 단청은 깊이를 알 수 없

는 얼룩을 그려내면서 선연한 컬러들을 종이 위로 추진해내

었다. 이는 현대미술에서 쟝 미셸 바스키아가 1982년에 그린 

이익 1(Profit 1)을 처음 보았던 느낌과 유사한데, 천진하게 

펼쳐나간 붓질 속에 강렬한 색채로 숨을 턱 막히게 하는 그것

「박생광」 전시전경

「박생광」 전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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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맥이 닿아있다. 

작가는 생전에 역사화와 함께 무속화를 자신의 종교와도 같다

고 말했다 한다. 그림 속 기이한 생생함은 단순한 우리 민족의 

형상과 재료를 그리거나 상징화한 것을 넘어 박생광 자신이 우

리 것의 정소(頂巢)에 접신하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인 듯하다.

접신하여 비로소 한국화, 중국화, 일본화를 초월한 개성적 자각

을 이룬 것일까?

더욱 놀라운 것은 나이 75세에 이를 때까지 화단에 이렇다 할 

족적을 남기지 못하다가 타계하기 전 7년 동안 불꽃 같은 작품

들을 쏟아내며 다른 화가들이 30년은 걸려도 될까 말까 할 일

을 삼사년 만에 해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 내적 에너지는 육체가 쇠락할수록 더 가열차게 불이 

붙었다. 나이 팔십에는 근원을 찾아 원색의 나라 인도를 여행하

였다. 돌아와서 언명하기를 “잘생긴 것은 내 나라 옛것에서 찾

고, 마음을 인도에서 보며, 그것들을 그린 나의 어리석은 그림

들”이라며 낙관을 “그대로”로 바꾸겠노라 하였다.

전시가 좋아서 몇 번이나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희한하게도 

해설지를 보지 않은 그야말로 초면에 그의 낙관에 시선이 꽂히

고 말았다. 그대로 쓱쓱 그려나간 선과 색채는 그의 낙관과 너

무나 닮아 있었다.

작곡가든 가수든 연주자든 대체로 초년기와 성숙기는 20대와 

30대를 이름이며, 40대 즈음 완숙기에 다다름을 자랑하며 빛나

는 작품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박생광은 ‘본질의 확인’이

라는 수업기를 나이 70까지 가져야 했다. 

남들이 희수(稀壽)라고 부르는 70하고도 7년이 더 지나서야 비

로소 빛나는 청춘기에 이르렀으니 그 오랜 시간 은근히 모인 천

재적 재능과 사유는 화산이 응축된 힘을 터뜨리듯 얼마 남지 않

은 시간을 다투며 분출하였을 것이다.

특히 그가 작고하기 직전에 남긴 <무당 2>에 이르러서는 그림 

앞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 마치 그림에 주술을 건 것처럼 

무당의 눈빛과 동작이 펄럭펄럭 살아 뛰쳐나오는 느낌을 받았

기 때문이다. 나는 몇 번이고 그림 앞을 왔다 갔다 하며 그 기이

한 생생함을 느껴보았다. 

미완성작이기에 오히려 더 완성에의 강한 상승감을 주는 <노적

도>를 보라. 걸어가는 모든 관람객이 한동안 걸음을 멈추고 들

리지 않는 피리 소리를 듣는 묘한 그림. 일찍이 영원으로 이어

지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한 노작가의 염원과 영혼에 대한 심상

이 그대로 드러난 대작이다.

느낌으로만 서술하자면 오천만 년 된 바위 동굴에 불로 지져 

그림을 그린 뒤 또 오천 만 년이 지나 나의 눈에 발견된 듯한 

“본시 어리석은 자가 그린 어리석은 자들을 위한 그림”이다. 또 무슨 말이 필요하랴. 마치 슈

베르트의 제8번 교향곡처럼 미완성만으로도 완전한 걸작으로 칭송받는 작품. <노적도>에 이

르면 유구무언이다.

평론가 21명이 20세기 최고의 한국 작가 1위로 꼽아 통계적 의미의 1위까지 획득한 그의 위

치는 사후 34년을 조명하는 이번 대구전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색, 선, 면, 그리고 빈 공간. 그의 그림에는 이 외에도 “한국전통의 살아서 펄펄 뛰는 기(氣)”가 

뿌려져 있으니 말없이 목도할 뿐이다. 

The exhibition of 「PARK Saeng Kwang」 was a grand experience per se as 
magnificent Korean traditional colors based on obangsaek (the color scheme of the 
five Korean traditional colors of white, black, blue, yellow and red) unfolded, the 
spirit of a brushstroke being as cold as ice as if a person being alive in simplified 
lines was looking down at me and the swaying images were excessively strong.  
Moreover, mineral pigment, silver foil, ink sticks and dancheong (traditional 
multicolored paintwork on wooden buildings) from the Korean soil create ruins and 
marks whose depth is unknown, and put forth vivid colors. I felt a peculiar sense 
of vividness by moving back and forth in front of his painting where the eyes and 
gestures of a shaman were dynamically vivid as if a curse was laid on it. 
The title was <Old Flute Player> (1985) which gave a strong sense of sublimation 
towards completion since it is an unfinished work. A painting where flute sounds are 
coming out – albeit inaudible – to induce the audience to stop and listen for a while. 
It is a masterpiece with imageries of the senior artist’s yearning and spirt who had 
been eager to paint paintings that are connected to eternity. Come and experience 
the time where the Korean traditional lines and colors come in like raging billows in 
「PARK Saeng Kwang」. 

무당2, 1985, ink & color on Korean paper,

132 x 132cm, ⓒ가나문화재단 소장

노적도,1985, ink& color on paper,

138.5 x 140cm

「박생광」 전시전경 「박생광」 전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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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ing at the Stars with Naked Eyes

배우리 월간미술 기자

전 시 명 | ~Kreuzen(순항)

전시기간 | 2019. 6. 4.(화) ~ 9. 15.(일)

전시장소 | 4, 5 전시실

참여작가 |  박종규

전시규모 | 회화, 설치, 영상 등 29점

맨 눈으로 별 보기

‘현대미술’을 보러 갈 때는 마음을 가다듬고 크게 심호흡을 한 뒤 그것이 일

어나고 있는 장소로 들어가야 한다. 전시장 앞에 약간의 설명이 있다면 그 아

이템을 꼭 장착하고 들어가야 어지간히 시간을 보내고 나올 수 있다. 미술전

공자에게도 어려운 미술, 때로는 도슨트의 설명을 듣거나 팸플릿 읽는 시간

을 작품을 보는 시간보다 더 할애하게 된다. 하지만 전시를 보기 전 주워든 단

어를 붙잡고 늘어지게 되면 작품을 있는 그대로 못 볼지도 모른다. 박종규 전

시도 마찬가지. 작품의 ‘키이미지’가 아닌 ‘키워드’를 먼저 보게 될 경우가 

그렇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그의 회화 작품에서는 두 가지 아이러니가 생긴

다. 먼저 이항대립을 해체한다고 말하면서 주류에서 배제된 것들의 상징인 

노이즈(잡음)를 데리고 와서, 주류를 배제하고 마치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

처럼 그려 넣는 것. 배제되었던 것은 다시 세상천지에 혼자가 되면서 그 화면

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배제한다. 거기에 색까지 주로 흑백을 사용함으로

써 화면은 다시 이분된 상태처럼 보인다.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그린’회화에

서 들였을 공은 사실 작가가 나머지 ‘잡’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필사적으

로 막으려 했던 것으로 느껴진다. 그러니까 작가가 아무리 배제된 것을 퍼다 

길어 와도 자신도 모르게 그 배제의 꼬리를 물게 된다는 것이다. 
~Kreuzen, 2019, 3채널비디오, LED 모니터, 2개의 프로젝터, 

소리, 철제거울, 4분 40초, 가변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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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2009년에 디지털 픽셀에서 추출한 점과 선으로 구현

한 노이즈 작업을 시작하여 〈암호(Encoding)〉, 〈미궁(Maze 

of Onlookers)〉, 〈구현(Embodiment)〉라는 단어로 묶어 소

개했다. 이번 전시 제목은 「~Kreuzen」. ‘순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해부하기에 따라 다양한 뜻을 아이템으로 장착할 

수 있겠으나 노이즈로 변주를 계속해 오는 작가의 작품은 사실 

어떤 단어에도 기대거나 연연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즐길 수 

있는 직관적인 전시다. ‘노이즈’라는 단어마저 없어도 ‘지지

직’거리는 화면 자체는 낯선 것이 아니다. 그가 벌여놓은 화면

들, 그것이 디지털 화면이든 아날로그 캔버스 화면이든 ‘무엇’

을 표현한 것인지 고민하지 않고 형태만 즐겨도 흡족함을 느낄 

수 있다. 맨 눈으로 봐도 되는 현대미술. 

깜깜한 전시장에 들어서면 지지직거리는 채널을 여럿 볼 수 있

다. 먼저 천장에서 바닥을 향한 무지갯빛 ‘지지직’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질문에 대답하는 인터뷰 영상인 것 같기는 

한데 소리와 영상은 제대로 인지할 수 없는 또 다른 지지직 화

면들이 있다. 화면이 “뭔 소린지 모르겠죠?”하면, “뭔 소린 줄 

알 게 뭐야.”라고 응수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화면과 그것을 

비추는 바닥의 거울을 바라보면 된다. 옆방은 거울 바닥을 3채

널 영상 벽으로 감싼 공간이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작가의 노

이즈 점과 선은 순식간에 우리가 서 있는 현실 공간을 구겨버

린다. 노이즈는 시간과 공간을 점령하면서 길게 늘어지고 관람

객을 쫓아와 덮친다. 현실 전복을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최소한 

그 안에서 뛰어노는 어린이 관람객들은 또 다른 현실을 즐기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 커다란 흰 방에는 선과 점의 노

이즈를 평면으로 옮긴 작품들, 시트지의 도움을 받았지만 여전

히 노동집약적인 그림을 볼 수 있다. 이쯤에서 작가에게 질문

할 수는 있다. “왜 노이즈를 그린 그림에 노이즈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지.”그는 배제당하는 현실을 그리면서 자신도 배제하

는 현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계속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안다. 

더 재미있는 건 작가의 노이즈가 애초에 특정한 영상이나 소리

에서 추출한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작가가 화면 안으로 들여

오고 싶어 했던 모더니즘에서 배제된 자글자글한 주름 같고 잡

음 같은 것들을 소재로 ‘선택’한 순간 어쩌면 증발해버린 것

인지도 모른다. 작가는 정형화된 노이즈의 이미지를 여기서 보

고 저기서 보고, 이리 늘리고 저리 늘리고 변주하면서 우리에

게 계속 던질 뿐이다. 그런 와중에 그 노이즈는 디지털 픽셀을 

넘어 유기적 이미지로 넘쳐흐르게 된다. 작가의 대표작 <폭

포(Embodiment)>는 여기서는 볼 수 없지만 그에 못지않은 

꿈틀대는 화면을 우리는 직접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만나

는 미술관 2층 복도의 달리는 노이즈 사이에 자리를 지키는 

빨노초의 진짜 노이즈와 처음에 만났던 무지갯빛 ‘지지직’, 

그리고 그 뒤에 하얀 별이 총총 박힌 까만 벽. 이것들은 우리

에게 시작과 끝이 없는 천만 광년 떨어진 은하계의 풍경, 혹

은 미세하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로 꽉 찬 옹스트롬

(angstrom)의 세계를 보여준다. 그리고 박종규의 회화 시리

즈 앞에서는 이런 아주 단순하고 뻔한 직관으로 남들에게는 

결코 설명하지 못할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영화 〈콘택트〉

(1997)에서 주인공이 우주로 향하는 구조물에서 떨어진 몇 

초 간이 사실 18시간의 특별한 경험인 것처럼(주인공의 경

험은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었다. 그녀가 찍은 건 오로지 ‘지

지직’거리는 화면이었다.) 그가 노이즈를 통해 이분법을 해

체한다는 건 이런 것이 아닐까. 무엇이 주류인지 배제된 것인

지 그걸 일깨워주기 위해 다시 둘을 갈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슬쩍 그 둘의 구분을 넘을 수 있는 풍경으로 데려다

줄 상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말이다. 노이즈를 끌어안을 수 

있는 건 무엇이든 가르고 정의하는 머리가 아니라 경계 없는 

상상이니까.

J. Park (Jong-kyu Park) has produced ‘noise’ works 
represented through dots and lines extracted from 
digital pixels since 2009 and made variations of the 
motif. His works have been intriguing because they 
can be intuitively relished as they are without having 
to refer to the contemporary art history. The noise-
generating screen is nothing unfamiliar. His canvases 
– be they digital or analogue – can be fully appreciated 
without thinking about mulling over ‘what’ was 
expressed, simply enjoying the form. They are of the 
contemporary art that can be appreciated with so-called 
naked eyes.

「~Kreuzen」 전시전경 ~Kreuzen, 2019, 알루미늄 복합판넬 위에 UV 프린트,

가변크기

「~Kreuzen」 전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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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ing the Korean Pop

윤진섭 미술평론가

한국 팝 구하기 

팝아트(Pop Art)는 말 그대로 ‘대중적인 미술’을 가리키는 용어다. ‘Popular 

Art’의 준말이면서 뻥튀기 기계 속에 든 옥수수가 ‘펑’하고 터질 때 나는 특유

의 소리를 연상시킨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우수 고객에게 주는 한 봉지의 

팝콘과 한 잔의 콜라. 이만큼 현대 대중 소비사회를 대표하는 물건이 있을까? 

앤디 워홀의 메릴린 먼로 초상화로 대변되는 미국의 팝아트는 60년대 미국 사

회의 산물이다. 미국 시민이면 누구나 향유할 수 있었던 대중소비사회의 상징, 

메릴린 먼로는 햄버거와 코카콜라, 팝콘과 함께 순식간에 대중적 이미지로 떠

올랐다. 이처럼 대중문화는 대중의 입과 눈, 귀를 통해 전파되며 손쉽게 접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부담 없는 저렴한 가격에 소비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대구미술관이 기획한 「팝/콘(POP/corn)」전은 팝아트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린 

전시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제3회 [인사미술제]의 주제를 한국의 팝아트

로 잡고 전시를 기획한 적이 있는 나로선 반갑기 그지없는 전시였다. 방탄소년

단(BTS)을 필두로 전 세계를 달구고 있는 K-POP의 열풍 속에서 사회는 점점 

더 정보화, 대중화돼 가고 있는데, 미술 쪽에서 그런 현상을 짚어보는 미술관

급 대형 전시가 나타나길 내심 기대했었기 때문이다.  

나의 그런 열망은 고작 국내의 아트페어에서나 소비되는 한국 팝의 초라한 오

늘의 모습에 기인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현재 한국 팝을 소재로 작업을 하

는 작가들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간 국내의 국공립미술관에서 한국 팝

을 정식으로 다룬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의 「메이드 인 팝랜드(Made in Pop 

Land)」(2010) 이후 지난 10여 년간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니, 

국현의 이 전시조차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개국의 팝아트를 다룬 전

「팝/콘」 전시전경

「팝/콘」 전시전경

전 시 명 | 팝/콘 

전시기간 | 2019. 6. 11.(화) ~ 9. 29.(일)

전시장소 | 어미홀, 1전시실

참여작가 |  김기라, 김승현, 김영진, 김채연, 남진우, 노상호, 

아트놈, 옥승철, 유의정, 이동기, 임지빈, 찰스장, 

한상윤, 275c 총 14명

전시규모 | 평면, 입체, 영상 작품 등 600여 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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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이고 보면 단독으로 한국 팝을 다룬 전시는 없었던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팝아트란 현상은 있되, 거기에 상응하는 전시기획과 비평적 분석을 통한 

조명은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팝아트는 고작 갤러리나 경매, 아트페어와 같은 미술시

장에서 지극히 대중적인 소비에 의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김동유

나 홍경택의 경우처럼 해외 아트페어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국제적으로 이름을 알린 작가들도 

없지는 않지만, 국제 미술계에서 한국 팝의 존재는 대체로 미약한 편이다.  

그렇다면 국제 미술계에서 한국 팝이 부진하게 된 원인은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전

략의 부재인가? 아니면 관심의 부족인가? 

결론은 애석하게도 둘 다이다. 10년이란 짧지 않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국 팝에 대한 미술계

의 관심은 너무나도 부족하였다. 한국의 ‘극사실주의’와 함께 짝을 이루는 이 ‘한국 팝’이 제대

로 된 비평과 전시기획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동안 이 둘은 고작 아트페어와 같은 미술시장에

서 꾸준히 ‘소비’돼 온 것이다. 

대구미술관의 이번 「팝/콘」전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전시이다. 김기라, 김승현, 김영진, 

김채연, 남진우, 노상호, 아트놈, 옥승철, 유의정, 이동기, 임지빈, 찰스장, 한상윤, 275c 등 14명

의 중견과 신진작가들이 참여한 이 전시는 비단 회화뿐만이 아니라, 도자, 설치, 영상, 개념미술 

등에 이르는 다양한 경향을 망라하여 한국팝의 현주소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 중에서 이동기, 김기라, 아트놈, 찰스장, 한상윤 등이 연륜이 있는 중견이라면, 그 외의 작가

들은 새로운 언술로 무장한 신진 세력이다. 따라서 이 두 집단의 서로 다른 작품 내용과 표현술

을 살펴보면 의식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일상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팝아트다. 일상과 팝은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니는 일란성 

쌍둥이와도 같다. 작가들은 일상 속에서 소재를 구하며 심지어는 재료조차 일상에서 온다. 주변

에 넘쳐나는 일상용품의 잔재들은 모두 소비자본주의의 산물들이다. 테이크아웃 커피 잔을 비

롯하여 다양한 음료 캔, 아이들의 장난감, 각종 인형에서부터 상표와 광고용 브로슈어에 이르기

까지 소비돼 버려지는 숱한 이미지와 물건들(objet)은 작가들의 상상력을 통해 예술의 문맥 속

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예술작품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관객들의 무뎌진 감

성과 나태해진 타성을 일깨워 준다. 

부대행사로 치러진 국제세미나에서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 팝의 내용과 질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우수하다. 그 실력을 증명한 것이 이번 대구미술관의 「팝/콘」

전이다. 일상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 사람이건 사물이건 공을 들이면 들인 만큼 보답을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The exhibition of 「POP/corn」 was designed to take a glimpse at the current status of 
the Korean pop by encompassing diverse trends ranging from painting to ceramics, 
installation, video and conceptual art with the participation of 14 experienced and 
emerging artists: KIM Kira, KIM Seunghyun, KIM Youngjin, KIM Chaeyeon, NAM 
Jinu, NOH Sangho, ARTNOM, OK Seungcheol, YOO Euijeong, LEE Dongi, IM Jibin, 
Charles JANG, HAN Sangyoon and 275c. Among them, LEE Donggi, KIM Kira, 
ARTNOM and HAN Sangyoon are seniors ones, and others are a new force armed with 
new caliber. Thus, a closer look at heterogeneous content and modes of expression of 
these two groups would lead the audience to trace the flow of their consciousness. 

「팝/콘」 전시전경 「팝/콘」 전시전경「팝/콘」 전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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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홍 - 솟는 해, 알 품은 나무」

대구미술관은 지역미술을 연구하고 지역에서 활동 중인 작가들을 소개하는 기획의 일환으로 「남 홍 

- 솟는 해, 알 품은 나무」 전시를 마련하였다. 이번 전시는 지난 30여년 동안 프랑스를 중심으로 활동

하고 귀국해서 치열하게 작업하고 있는 남 홍의 작품 세계를 한자리에서 살펴 볼 수 있는 자리이다.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제작된 회화 시리즈부터 대형 설치미술에 이르기까지 총 50여점이 선별되었

다. 작가의 작품세계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구성된 이번 전시는 각각의 주제를 갖고 있다. ‘해’, 

‘산’, ‘나무’, ‘나비’, ‘봄’이라는 테마가 작가의 일생을 대변해주고 있다. 각각의 주제는 특별하게 구

성된 공간 속에서 이야기를 더욱 심화시킨다. 여러 장르와 매체가 어울려 작가가 살아왔던 삶과 예술

의 문제를 울림 있게 드러낸다.

전시 제목 「솟는 해, 알 품은 나무」는 밝은 희망과 미래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모든 사람들이 행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염원하는 작가의 예술의지를 잘 드러내는 말이다. 작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작업

한다. 작가는 그림 그리는 특별한 시간 속에서, 그 의식 속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한다. 그림 그

리는 시간은 예술적 시간인 동시에 탈속(脫俗)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본인의 작업에 대해 스스

로 말한다. “내가 우울해지지 않고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이유는 내 그림 속에 답이 있다. 왜냐하면 내 

그림 안에는 모든 것이 희망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이다.”

대구미술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꾸밈없고 자유로운 한 작가의 열정을 살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회화에서 설치미술과 퍼포먼스까지 미술의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변환자재한 표현의 가능

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전 시 명 | 「남 홍 - 솟는 해, 알 품은 나무」 

전시기간 | 2019. 10 .1.(화) ~ 2020. 1. 5.(일)

전시장소 | 4, 5전시실

참여작가 |  남 홍 

전시규모 | 회화, 대형 설치 등 50여 점

유명진 대구미술관 전시2팀장

NAM Hong - The Rising Sun, the Tree with Hopes

Daegu Art Museum offers 「NAM Hong - The Rising Sun, the Tree with Hopes」 as a part of 
an effort to introduce artists that research the local art of Daegu and are active in the region. 
The exhibition will enable the audience to take a glimpse of her works as an artist that has 
been fully active in her hometown of Korea after her return from France where she spent 30 
years as an artist. The exhibition consists of 50 works ranging from paintings produced in the 
80s up to date to large-scale installation artworks on such themes as ‘sun’ and ‘trees’ in the 
installation space along with ‘mountains’, ‘butterflies’ and ‘spring.’ She appeals for the ‘truth 
in thoughtlessness’ while expressing the genuine facets of humans and their life – instead of a 
misanthropic attitude towards them – through her works. 

찬란한 아침, 2002, 캔버스에 혼합재료, 200 x 2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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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100주년 기념전: 곽인식

대구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과 공동주최로 「탄생 100주

년 기념전: 곽인식」을 10월 15일부터 12월 22일까지 1전시

실에서 개최한다. 이 전시는 6월 13일에서 9월 15일까지 국

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열린 「탄생 100주년 기념전: 곽인

식」의 순회전으로 공립미술관 협력망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된다.

 

곽인식(1919-1988)은 대구 달성군 출생으로, 일본에서 사

물(物)의 논리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이전부터 물질을 탐구

했으며 1970년대 최소한의 행위로 물질성을 드러내고자 했

던 한국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친 작가이다. 그의 선구적인 작

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가의 예술적 성과를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조명할 기회가 적었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탄

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국내와 일본에 소장돼 있는 작품과 

자료들을 대거 소개함으로써 아시아 개념미술의 선구자로서 

곽인식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한다.

전시는 곽인식의 작품세계를 193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말까지 세 시기로 나누어 조망한다. 첫 번째 ‘현실 인식과 모

색(1937년~1950년대 말)’에서는 곽인식의 초기작을 소개

한다. 두 번째 ‘균열과 봉합(1960년대~1975년)’에서는 곽

인식이 본격적으로 사물의 물성을 탐구한 다양한 작품들을, 

세 번째 ‘사물에서 표면으로(1976년~1988년)’에서는 돌, 

도기, 나무, 종이에 먹을 활용한 작업을 선보인다. 

이 전시는 현대미술의 주요한 특징인 ‘물성(物性)’에 대한 

탐구를 곽인식의 작품을 통해 고찰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대구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의 회고전을 개최함으로써 한국 

현대미술의 중요한 장(場)으로서의 대구를 자리매김하는 기

회가 될 것이다. 

전 시 명 | 탄생 100주년 기념전: 곽인식

전시기간 | 2019. 10. 15.(화) ~ 12. 22.(일)

전시장소 | 1전시실

참여작가 |  곽인식

전시규모 | 회화, 드로잉, 입체 등 200여 점, 자료 100여 점

이계영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

The 100th Anniversary of  Birth QUAC Insik

Daegu Art Museum co-organizes 「The 100th Anniversary 
of Birth QUAC Insik」 with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MMCA) from October 
15 to 22 in Exhibition Hall 1. The exhibition will be 
presented as a part of the cooperative network project 
among public art museums as a tour exhibition of the 
same title held in MMCA Gwacheon from June 13 
to September 15. QUAC Insik (1919-1988) born in 
Dalseong-gun in Daegu explored materials even prior 
to the advent of a full-fledged discussion on the logic 
of objects in Japan. This exhibition will introduce his 
works en masse along with relevant materials housed at 
home and in Japan, thereby establishing the prestige of 
KWAK as a pioneer of the conceptual art in Asia. 

긴머리 소녀, 1946, 캔버스에 유채, 90.0×72.7cm 

작품 80-M, 1980, 종이에 채색, 127×37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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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어미홀 프로젝트
「이상한 나라의 토끼」

대구미술관은 2019년도 어미홀 프로젝트로 소장품 오트마 

회얼의 <뒤러의 토끼> 12마리를 선보인다. 2014년에 제작

된 <뒤러의 토끼>는 2015년 대구미술관에 소장되었으며 같

은 해 미술관 야외 공원에서 「뒤러를 위한 오마주」라는 제목

으로 전시되기도 했다. 2015년 「뒤러를 위한 오마주」 전시가 

우리에게 작품의 ‘유일성(originality)’에 대한 질문을 던지

고 공공장소에서 작품과 관람객 사이의 소통의 기회가 얼마

나 중요한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2019년 전시인 「이상한 나

라의 토끼」는 어미홀과 소통하는 ‘토끼’를 통해 전시에 새로

운 의미를 부여 한다. 

주인공 앨리스는 토끼를 따라가다 ‘이상한 나라’속으로 가게 

되고 그 곳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체셔고양이, 항상 목

을 쳐라고 말하는 여왕, 장미정원사, 쐐기벌레 등 비현실적인 

캐릭터을 만난다. 이런 상황에서 토끼는 경이로운 세계로 진

입하는 창문이자 안내자 역할을 한다.  

대구미술관 어미홀은 닫힌 공간이자 자연 채광을 통해 바깥 

공간과 연결된 열린 공간이기도 하다. 다소 묘하면서 이상한 

느낌을 주는 어미홀을 영화 ‘이상한 나라’의 토끼처럼 뒤러

의 토끼가 안내자 역할을 한다. 토끼의 안내를 받으면 이상하

고 어렵게 느껴졌던 미술관이 친숙하고 쉽게 다가올 것이다. 

대구미술관은 토끼를 통해 시민들이 예술이라는 이상한 세계

를 친숙하게 접근하기를 바란다. 1년 6개월간 대여를 마치고 

돌아온 <뒤러의 토끼>는 모든 연령의 관람객에게 열린 해석의 

자유를 줄 것이다. 관람객 친화적인 이번 전시를 통해 미술 

감상이 어렵다는 생각을 넘어 미술을 자유롭게 해석하고 바

라보는 즐거움을 선사받을 것이다. 

전 시 명 | 어미홀 프로젝트 「이상한 나라의 토끼」

전시기간 | 2019. 10. 15.(화) ~ 12. 25.(수)

전시장소 | 어미홀

참여작가 |  오트마 회얼(Ottmar Hörl)

전시규모 | 조각 12점

김혜진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

UMI Hall Project 「Rabbits in Wonderland」

As the 2019 UMI Hall Project, 12 hares in Daegu Art 
Museum’s collection of <Dürer’s Hare> by Ottmar 
Hörl will be showcased. Ottmar Hörl’s <Dürer’s Hare> 
was produced in 2014, and housed at the art museum 
in 2015. It was exhibited in 2015 in the outdoor park of 
the art museum under the title of 「Hommage à Dürer」.
For this year’s exhibition of <Dürer’s Hare>, hares will 
be introduced in the UMI Hall that plays central roles at 
the art museum. ‘UMI’ in the UMI Hall means a place 
to foster and generate offspring as Mother Nature. The 
hall penetrates into all the spaces in the art museum 
whose height is tall is a space whose ripple effects 
are amplified when artworks that can interact with the 
place are installed. <Dürer’s Hare> that came back after 
being rented out for 1.5 years will offer the audience of 
all ages the freedom of open-ended interpretation. The 
audience-friendly exhibition helps them think that art is 
not so difficult to appreciate, offering the joy of freely 
interpreting and viewing art. 오트마 회얼 「뒤러를 위한 오마주」 2015년 전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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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이인성 특별전 「화가의 고향, 대구」

대구시는 대구 출신 천재 화가 이인성을 기리고자 부단히 노

력해왔다. 그 일환으로 국내에서 손꼽히는 이인성미술상을 

운영하고 있다. 이인성미술상은 현대미술의 다양한 장르 중

에서도 회화 발전을 독려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운영 중이

며, 수상자들은 대표적 한국 회화작가로 주목 받게 되었다. 

이 상은 회화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작품 활동을 펼치는 작가

들을 대상으로 매년 한 명의 수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다

음해에는 이인성의 기일에 맞추어 수상자의 작품세계를 조명

하는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다가오는 2020년 이인성미술상 운영 20주년을 

앞두고, 이인성 작품세계의 근간을 다루고 화가의 정신성을 

후세대에 계승시켜주고자 특별하게 마련하였다. 일제강점기 

어두운 터널을 거쳤던 화가 이인성에게 고향 대구는 유일한 

빛이었다. 그는 어두운 시대상황과 넉넉하지 않던 가정환경

에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의 전폭적인 도움과 격려를 받으

며 근대기 거장으로 성장했다. 화가의 천재성을 처음으로 발

견하고 믿음을 준 것은 대구 시민들이었다. 대구와 일본을 오

가며 작업에 매진하였던 193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의 작

품이 화가의 황금기였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 시기 대표적 

작품으로 손꼽히는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화가의 고향, 대구」전은 이인성의 화폭에 

있어 절정을 보여주었던 20년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특히 

고향이 화가에게 안겨주었던 의미와 맥락에 주목하고자 했

다. 출품작은 작품의 근원적 배경이 되었던 풍경화와 정신적 

근간이 되었던 인물화와 정물화로 세분한다. 화가가 사랑했

던 대구 풍경과 정신적 연원이라 할 수 있는 마음속 고향, 즉 

가족과 심미적 대상들이 바로 그것이다. 아울러 작가의 일생

이 시민들에게 보다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아카이브와 다큐멘

터리도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한 예술가에게 시

대상황과 고향이 지닌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볼 수 있

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전 시 명 | 2019 이인성 특별전 「화가의 고향, 대구」

전시기간 | 2019. 11. 5.(화) ~ 2020. 1. 12.(일) 

전시장소 | 2전시실 4섹션

참여작가 |  이인성

전시규모 | 평면 20점, 아카이브 및 다큐멘터리 영상 등

김나현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

2019 Special Exhibition of  LEE Insung 「Daegu, Home of  the Artist」 

사과나무, 1942, 캔버스에 유채, 91×116.5cm 

Daegu Art Museum presents 「Daegu, Home of the 
Artist」, the 2019 special exhibition of LEE Insung, in 
order to touch upon the foundation of his oeuvre and 
pass down on his spirit as an artist, ushering in the 20th 
anniversary of the upcoming 2020 LEEINSUNG Art 
Prize. Daegu as his hometown was the only light for 
him that underwent a dark tunnel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of Korea. Despite his impoverished family 
background as well as the then gloomy circumstances, 
he grew as a master of art in the modern period thanks 
to full support and encouragement of people in his 
hometown. It was Daegu citizens that discovered and 
trusted his genius talents in art. The period from the 30s 
to the 40s was a peak in his artistic career when he fully 
focused on works, moving back and forth in Daegu 
and Japan. This exhibition was intended to intensively 
introduce his iconic pieces during th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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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술관은 제19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자인 공성훈의 「사

건으로서의 풍경」전을 개최한다. 공성훈은 다양한 장르가 혼

재한 현대미술의 흐름 속에서 전통 매체의 회화에 집중하여 

특정한 장소의 재현적인 풍경이 아닌 ‘사건으로서의 풍경’을 

다룬다. 풍경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접근과 풍경 속에서 인간

의 길을 통찰해 나가는 작가의 태도와 관점이 시대성과 접점

을 이루고 있다. 이번 전시는 제주도 풍경을 소재로 한 신작

을 비롯하여 벽제의 밤 풍경, 지난 20여 년간 이어온 회화의 

본질 탐구와 내적 성찰이 내재된 작품 전반을 살펴보고자 하

며 작가의 작품 세계를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회화의 본질과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 시 명 | 제19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전

                「사건으로서의 풍경, 공성훈」

전시기간 | 2019. 11. 5.(화) ~ 2020. 1. 12.(일) 

전시장소 | 2, 3전시실, 선큰 가든

참여작가 |  공성훈

전시규모 | 회화 및 설치 작품 70여 점

Daegu Art Museum presents 「The Landscape as an 
Event」 of artist KONG, Sunghun, the winner of the 19th 
LEEINSUNG Art Prize. He focuses on painting as the 
conventional medium in the flow of the contemporary 
art where various genres are mixed, dealing with ‘the 
landscape as an event’ instead of a landscape that 
represents a specific place. His attitude and perspective 
of exploring the path of humans in a landscape as well 
as a new approach towards the landscape are aligned 
with the times. This exhibition was curated to examine 
his oeuvre manifesting his exploration of the essence of 
painting for the past 20 years and soul searching, and 
suggest the essence and a new horizon of painting while 
understanding his works multidimensionally. 

작가 소개    서울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후, 서울산업대 

전자공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하였다. 

작가는 서양화로 작업을 시작했지만 1990년대 초 멀티슬라이드 

프로젝션의 개념적인 설치작업으로 주목받은 바 있으며, 2000

년부터 현재까지 다시 회화를 통해 익숙한 일상을 다룬 풍경화에 

집중하여 작업하고 있다. 2013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

상’을 수상하였으며, 현재 성균관 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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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전
「사건으로서의 풍경, 공성훈」

유은경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

KONG Sunghun: The Landscape as an Event

파도, 2019, oil on canvas, 227.3 x 181.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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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Hyun-ki is an artist that left a legacy to represent the Korean media art in the 70s through 
the 90s. He embraced the video images as the byproduct of the Western civilization in the 
naturalistic point of view in the 70s, induced them to encounter such natural elements as stones, 
water and trees, and combined the worlds of materiality and non-materiality architecturally. He 
also visualized a city into the ‘matrix of desire’ generated by humans on top of the aesthetic 
background, which was expressed as ‘mandala.’ 

Dual Views towards Existence and Constructivism

존재를 향한 이중시선과 구성주의

가 서구 문명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예술가로서의 출발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구

로 귀향하여 인테리어사무소를 개업하고, 디자이너로서 그리고 현대미술 작가로서 활동하였다. 

박현기는 대구 근교의 시골을 돌아다니며 전통적인 문화유산들을 접하여 서구 문명에 오염되지 않은 문

화적 정체성을 탐색하였다. 또한 외국으로부터 온 자료들을 섭렵하면서 세계적 예술가로서의 감각을 키

워왔다. 1974년 여름 며칠 동안 그는 대구 미국문화원에 다니면서, 백남준 작품 <지구의 축>(1973)과 머

스 커닝햄의 춤을 편집한 싱글 채널 비디오를 보고 이에 매료되었다. 바보상자라고 경원했던 TV를 이용한 

새로운 예술에 대한 꿈이 생겼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첨단기술의 장벽 때문에 그는 백남준

이나 서양의 비디오아트를 추종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박현기로 하여금 비디오를 통한 독자적 표현의 길을 개척하도록 만들었다. 1970

년대 후반부터 그는 자연석이나 강물 등 자연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영상을 실제 세계와 결합하는 건축

적 방식으로 많은 비디오 설치작품을 남겼고, 다양한 형태의 퍼포먼스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1970~80

년대 한국의 현대미술, 특히 미디어아트의 역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의 전기(前期) 작품들은 돌, 물, 나무 등 유형의 자연과 비물질적인 영상을 결합한 정적이거나 미니멀한 

표현이 특징이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욕망과 정념이 투사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90년대에 이르러서 

발표한 새로운 작업에는 인간의 욕망으로 채워지고 그 때문에 역동성을 지니게 되는 도시의 리얼리티를 

표현하는 경향으로 변하게 된다. 

대구미술관에 소장된 이 작품들은 우연하게도 모두 1997년에 제작된 것들이지만, <낙수> <바다풍경> 등

은 전술한 70, 80년대에서부터 자주 보이던 경향의 작품이며, <만다라>, <도시의 지하철역에서> 등은 후기

의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특히 1996년에서 97년 사이에 제작된 <만다라>시리즈는 박현기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주로 천정에서 바닥으로 투사되는 방식으로 연출되는 이 작품의 영상은 원형으로 제작되어, 전시

장의 바닥이나 벽, 혹은 나무로 만든 일종의 접시(?)와 같은 용기에 투사된다. 약 50여 개의 모자이크로 나

누어진 영상에서는 포르노 비디오에서 잘라낸 수많은 조각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 중앙에는 인도 등지에

서 볼 수 있는 시바 여신상의 에로틱한 영상들이 겹쳐지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낸다. 화면 주위에는 포

르노 비디오에서 나오는 신음들이 낮게 깔리면서 빠른 속도로 변하는 만다라의 세계 속으로 관객을 빨아

들인다. ‘만다라’는 원래 움직임과 변화를 뜻한다고 한다. 또 그것은 고대의 종교적 의미에서 ‘세계’를 의

미하는 것이기도 하며, 욕망의 소용돌이가 움직이고 변화하는 ‘만다라’, 즉 현대의 도시이기도 하다. 영국 

시인 에즈라 파운드(Ezra Pound)의 ‘도시의 지하철에서(In a station of the Metro)’라는 시를 소재로 

한 <도시의 지하철역에서>는 박현기의 세계관이 투영된 또 다른 도시의 모습이며, 그의 전기(前期)의 작풍

으로 회귀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박현기는 자주 “한국의 토종 미디어아티스트”로 불리는 작가이다. 대구 출신인 그는 홍익대 회화과에 입

학한 후, 고학으로 공부하다가 건축과로 전과(轉科)하였고, 졸업 후에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생업을 이어

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현대미술작가로 활동하여 상파울루비엔날레(1979)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는 등, 

1970~90년대의 한국의 미디어아트를 대표하는 작가가 되었다. 그는 대학 졸업 후에 서울에서 활동하다

이원곤 단국대학교 교수(미디어아트전공)

바다풍경, 1997, single channel video, 55 x 66cm낙수, 1997, 2 channel video,

audio installation, 450 x 500 x 50cm

만다라, 1997, single channel video, 

93.5 x 45cm

도시의 지하철역에서, 1997, single channel video, 55 x 6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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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00th Anniversary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One Shiny Day

대구미술관 3·1운동 100주년 기념전,

인도 국립현대미술관 개최

이계영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

지난 8월 14일(수) 인도 뉴델리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대구

미술관 전시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One Shiny Day」의 개막식이 

열렸다. 이 전시는 대구미술관과 인도 국립현대미술관이 공

동주최하고 주인도 한국문화원이 후원하는 전시로, 올해 1월 

대구미술관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전 「1919년 3

월 1일 날씨 맑음」전을 해외교류전의 성격에 맞게 일부 재구

성하였다.

대구미술관에서 열린 「1919년 3월 1일 날씨 맑음」은 역사, 

사회, 그리고 예술을 두루 조망하면서 문화의 참된 의미를 되

새겼고,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3·1운동이 단순한 과거

「1919년 3월 1일 날씨 맑음」 인도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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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항운동 역사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가치를 세워준 토대였으며, 우리가 누리

는 모든 기쁨을 가능케 해준 원천이자 우리가 겪은 모든 슬픔을 극복시켜준 성찰의 거울이었다

는 사실을 현대미술을 통해 보여준 전시였다.  

이에 주인도 한국문화원은 인도 국립현대미술관에 교류 전시회를 제안했다. 3·1운동과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제창했던 비폭력 저항운동 ‘소금 행진’의 친연성 때문이었다. (두 나라 모두 8

월 15일에 나라를 되찾았다는 점도 아주 흥미롭다.) 3·1운동은 중국의 5·4운동뿐만 아니라 인

도의 ‘소금 행진’까지도 가능하게 해준 영감의 원천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도 뉴델리에 

100년 전 한국에서 펼쳐졌던 3·1운동이 정신이 다시 밝혀지고, 이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후 인

도에서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소금 행진’의 기억이 2020년 대구미술관에서 전시로 재연

된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예술을 통한 두 나라의 교류 증진의 의미를 넘어서, 과거 역사를 통해 

더 나은 미래 가치를 써가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는 ‘기록’, ‘기억’, ‘기념’이라는 주제를 통해 권하윤, 김보민, 김우조, 배성미, 손승현, 

안은미, 안창홍, 이상현, 이우성, 정재완, 조동환+조해준, 작가 12인(11팀)의 작품 16점을 선보인

다. 전시 제목의 “날씨 맑음”은 1919년 3월 1일 역사적 사건이 이후 100년을 지낼 수 있는 양분 

혹은 출발점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8월 14일 열린 개막식에서는 인도 학생들의 아리랑 합창, K-POP 컨테스트 우승자의 공연, 사

물놀이 공연으로 전시장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으며, 문화예술인을 비롯한 많은 인도 사람

들이 전시를 통해 한국의 예술이 어떻게 역사와 만나는지를 흥미롭게 바라

보았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의 총괄 관장 아드와이타 가다나약(Adwaita 

Gadanayak)은 개회사에서 인도 현지에서 설치기간 동안 보여준 대구미술관

의 열정적이고 전문가다운 태도를 높이 평가하며 문화교류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내년에는 인도의 3·1운동으로 알려진 간디의 ‘소금행진’을 주제로 한 전시

가 대구미술관에서 개최되어 문화를 통한 한국-인도 양국의 우호증진에 기여

할 예정이다. 이번 해외교류전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해외에 알린다는 

것뿐만 아니라 대구미술관 전시의 첫 해외 진출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전시는 9월 29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The exhibition of 「One Shiny Day」 was presented from August to 
September 29, 2019 at the National Gallery of Modern Art of India 
as a Korea-India exchange exhibition. This exhibition was curated 
to commemorate the most pivotal events throughout th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Centennial Anniversary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Korea's Independence Movement of March 1, 1919: One Shiny Day> 
held in January at Daegu Art Museum was reconfigured to befit an 
overseas exchange exhibition. A total of 12 artists took part including 
AHN Chang Hong, Ahn Eun-mi and Hayoun KWON took part based 
on such key words as ‘memory,’ ‘record’ and ‘commemoration.’ Next 
year, an exhibition on the theme of Gandhi’s ‘Salt March’ known 
will be held at Daegu Art Museum, whi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deepening Korea-India friendship through culture. The overseas 
exchange exhibition is significant in that it can promote the Korean 
history and culture abroad and it is Daegu Art Museum’s first overseas 
entry. 「1919년 3월 1일 날씨 맑음」 인도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전경 「1919년 3월 1일 날씨 맑음」 인도전 오픈식

「1919년 3월 1일 날씨 맑음」 인도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전경

「1919년 3월 1일 날씨 맑음」 인도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전경

(오른쪽 두번째부터) 인도 국립현대미술관 총괄 관장 아드 와이타 가다나약,

주인도한국문화원 원장 김금평, 랄릿 칼라 아카데미 이사장 우탐 파차르네,

대구미술관 관장 최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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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lobal Research of  the 2019 Cooperative Network of  Art Museums
‘2019 Venice Biennale’ 

2019 미술관 협력망 글로벌 리서치

‘2019 베니스 비엔날레’

2019년 국립현대미술관이 주최한 미술관 협력망 사업의 일환인 글로벌 역량증

진 리서치 프로그램은 전국 학예 인력 17명이 참여해, 58회를 맞은 베니스 비

엔날레와 주요 미술관을 방문해 조사·연구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동시

대의 주요 미술 경향과 국제적인 전시 이슈들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각 미술관

의 다양한 전시 내용에 있어서 대중성과 전문성의 비율과 조화, 전시 주제를 전

달하고 부각하기 위한 인쇄물이나 프로그램 조사, 그리고 공간 연출 방법에 포

커스를 두었다. 먼저 이번 장에서는 제58회 베니스 비엔날레를 중심으로 소개

하고자 한다. 1895년에 시작된 베니스 비엔날레는 휘트니 비엔날레와 카셀 도

큐멘타 등과 함께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대규모의 미술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념과 체제, 사상과 문화를 수용해오면서 세계 현대미술의 흐

름을 주도해오고 있다. 올해의 본전시는 헤이워드 갤러리의 관장인 랄프 루고

프(Ralph Rugoff)가 감독을 맡았으며 ‘흥미로운 시대를 살아가기를(May You 

Live in Interesting Times)’이라는 주제로 전쟁, 테러, 난민, 경제 격차, 불평

등의 복잡한 사회 난제 속에서 미술의 역할에 대한 참여 작가들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역설적인 의미로 풀어내었다. 또한 베니스 비엔날레는 국가별 파빌리온

이 있어 각 나라의 독립된 기획 전시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아르세

날레, 자르디니 그리고 베니스 곳곳의 독립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90개

국의 전시는 나라별 주요한 문화 예술적 역량과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

회·정치·경제적인 다양한 이슈와 쟁점들을 주제로 하여 각각 메시지를 발언

하는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다. 

유은경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

베니스 비엔날레 본전시 전경 베니스 비엔날레 본전시 전경 베니스 비엔날레 본전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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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화연, 제인 진 카이젠, 정은영 작가의 작품들을 소개하는 한

국관의 전시는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라는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김현진 전시 감독은 지난 세기의 역

사를 규정해왔던 서구 중심, 남성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젠더 

다양성을 강조했다. 우선 남화연의 작품은 근대 여성 예술가 최

승희의 삶과 국가주의, 오리엔탈리즘 사이의 갈등과 파격적 삶

의 궤적을 담고 있다. 정은영은 여성 국극 남역 배우의 이미지

를 통해 현대 퀴어 계보를 잇는 4인의 퍼포머를 보여준다. 한국

계 덴마크인인 제인 진 카이젠(Jane Jin Kaisen)은 한국 고대의 

바리 설화를 동시대 여성 디아스포라 신화로 해석해나간다. 한

국관의 작품을 살펴보는 동안에 많은 외국 관람객들이 진지하

게 장시간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는 점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으

며, 한국의 역사와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의 완성도는 좋았지만 다소 복잡한 공간 분할과 전시 동

선, 영상 작품의 감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불편한 계단식 구

조는 아쉬운 부분이었다. 

이번 비엔날레에서 본전시의 황금사자상은 아서 자파(Authur 

Jafa)에게 돌아갔다. 인종 우월주의를 담은 영화와 함께 <큰 바

퀴(Big Wheel)>라는 거대한 입체 작품을 선보였는데, 흑인의 

시선으로 풀어낸 인종 문제를 시사하고 있다. 또한 국가관 대

상의 황금사자상은 미술가, 영화감독, 음악가로 구성된 세 명

의 작가가 협업을 통해 만든 리투아니아의 <태양과 바다 Sun & 

Sea(Marina)>작품이 수상했으며, 젊은 작가에게 수여되는 은

사자상은 키프로스 출신으로 베를린에서 활동 중인 하리스 에

파미논다(Haris Epaminonda)가 수상하였다. 이번 베니스비

엔날레에서 가장 이슈가 된 파빌리온은 단연 황금사자상을 수

상한 리투아니아관의 <태양과 바다 Sun & Sea(Marina)>이다. 

‘환경오염에 따른 기후 변화에 대한 경고’라는 주제로 오페라 

형식을 차용한 이 퍼포먼스 작품은 20여 명의 배우가 인공으로 

만들어진 해변에서 일광욕이나 독서, 음식을 먹기도 하면서 여

유롭게 해변을 즐기는 휴양객을 연기한다. 그리고 배우들은 번

갈아 가면서 기후변화에 관한 노래를 부른다. 관람객은 오페라 

극을 관람하듯 2층 난간에 기대어 1층을 내려다보며 해변의 휴양객을 감상하

게 된다. 역설적으로 이 작품은 환경 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예고하며 앞으

로도 이렇게 휴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 세계의 이슈인 환경오

염이라는 주제를 해변이라는 창의적인 공간을 연출한 점과 라이브로 전해지는 

오페라의 감동, 그리고 이러한 연출을 위해 베니스 지역 주민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하는 등, 국가관이 베니스 지역 주민과 관계 맺는 방식에서 새로운 자극을 

받았다. 더불어 이번 리서치에서 인도의 실파 굽타(Shilpa Gupta)의 대형 사운

드 설치 작품과 함께 사운드, 음악적 요소가 혼합된 작품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

았기에 앞으로의 전시 기획에 있어 주목해서 연구할 대상으로 남았다.

The research program for global competency buildup as a part of the 
project for the cooperative network among art museums organized by 
the MMCA in 2019 was participated by 17 curators nationwide. The 
program was conducted with a focus on local research and study of 
major art museums as well as the 58th Venice Biennale. The purpose of 
the preplanned overseas field trip in this program was to examine the 
major contemporary art trends and international issues on exhibitions 
in multiple angles. The focus was on the portion and balance of 
commerciality and professionalism in various content for exhibitions 
in each art museum, and printouts, programs research and spatial 
arrangement to better communicate exhibition themes.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경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경

베니스 비엔날레 리투아니아관 전경 베니스 비엔날레 리투아니아관 전경 베니스 비엔날레 리투아니아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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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관련 분야 예비전문인 대상 특강

우선 8월 한 달 동안 미술관 관련 전문직을 희망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및 관련 분야 종사자들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초

청, ‘미술관 관련 분야 예비 전문인 특강’을 진행하였다. 8월 

1일부터 23일까지 매주 목,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7

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특강에서는 동덕여대 양지연 교수의 

‘미술관 경영’에 관한 강의를 시작으로 전시 디자인(김용주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운영·디자인 기획관), 작품 보존(김주

삼 Art C&R 대표), 소장품 관리(황규성 한국문화산업연구소 

대표), 미술관 교육(조장은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관), 미

술과 법(캐슬린 킴 변호사), 미술 아카이브(이지은 국립현대

미술관 아키비스트)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미술관 관련 강

의를 통해 미술관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

다. 대구미술관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이번 예비전문인 대상 

강의에는 매회 50~60여 명의 수강생이 참석, 강의를 경청하

였으며 이중 전체 강의를 수강한 23명의 수강생에게는 대구

미술관이 발급하는 수료증이 주어졌다.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 ‘악동 뮤지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하

는 2019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도 지난 7월 27일부터 

시작해 9월 28일까지 총 14차례 실시되었다. ‘악동뮤지엄’

을 제목으로 하는 대구미술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지난 

2015년 대구미술관 Y Artist 7 작가로 선정된 류현민과 함

께 하였다. 악동뮤지엄은 대구·경북 소재 초등학교 2~5학

년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실시되었으

며, 대상자들은 예술가와 함께 다양한 미술 활동을 경험하고, 

내면세계를 마음껏 표현할 기회를 가졌다. 주체적 참여 활동

을 끌어내는 ‘악동 뮤지엄’의 과정과 결과물은 10월 16일부

터 12월 29일까지 미술관 3층에서 교육전시로 선보인다.

대구미술관은 사회교육 기관으로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올 하반기 더욱 전문화, 다양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Easily accessible culture, lower the barrier to art museum

문화 접근성은 높게, 미술관 문턱은 낮게

미술관 관련분야 예비전문인 대상 특강

악동뮤지엄

미술관 관련분야 예비전문인 대상 특강

이정희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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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Art Museum has further specialized and diversified training programs in the latter half 
of the year in order to expand its roles as an institution for social education. It provides special 
lectures for would-be art professions by inviting specialists in each sector targeting university 
and graduate school students that wish to work in the field of art, and those currently involved 
in the field. Ggumdarak Saturday Culture School - ‘Akdong Museum’ - was held with the 
target audience of 16 students in second through fifth grade in elementary schools in Daegu 
and Gyeongbuk, enabling them to experience various art activities with artists. The art museum 
opened Mr. d am’s Education Store as a pop up-type educational event, while providing art 
museum education to middle school teachers in order to expand career experience programs 
for adolescents, and provided question cards and worksheets for all ages for them to better 
understand the exhibition, coming up with new ways of appreciating art. The art museum signed 
an MOU with Daegu Center for Dementia, and plans to hold the ‘Dementia Healing Program’ 
from November this year, which will help dementia patients and their families with exhibition 
tours. Daegu Art Museum will growth into a cultural hub of the region by launching new 
educational programs that would enable citizen engagement. 

담씨네 교육상점

이와 더불어 팝업형 교육 이벤트도 운영한다. 관람객이 많은 오후 2~5시 게릴라 형식으로 운영하는 담(d 

am = daegu art museum 약자)씨네 교육상점은 정해진 주제, 내용으로 고정 시간대에 운영하는 기존 프

로그램들과 달리 전시장 곳곳에서 관람자들의 전시 이해를 돕는다. 질문카드 및 아이들을 위한 워크시트 

제공 등 나만의 새로운 감상법을 제시해 관람객들이 가진 전시, 작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한다.

대구미술관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신한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지역의 문화 허브로 성

장해 나갈 예정이다.

중등교사 교육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진로체험교육’을 중등교사에게도 확장하여 실시

하였다. 대구미술관은 8월 10일 현직 중등교사들과 체험 중심의 학생 참여형 교

육에 함께 대해 고민하고, 교사들이 미술관 교육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

하였다. 

치매 힐링 프로그램

지난 7월 24일 대구미술관은 대구광역시 치매 센터(센터장 김병수)와 업무협약

을 체결하고, ‘치매 힐링 프로그램’을 위한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하

였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대구미술관의 미술교육과 치매 센터의 임상 비

결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고, 올 11월부터 치매 

환우 20명을 대상으로 주 1회 4차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

에서는 치매 환우와 가족이 미술관의 전시를 관람하고, ‘가족, 행복, 장수’를 키

워드로 가족의 정서적 교감을 높이는 시간을 가진다. 

치매 힐링 프로그램

담씨네 교육상점 담씨네 교육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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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기관 간 상호교류 및 예술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 대

구오페라하우스와 지난 2015년부터 5년째 함께 하는 토

크 콘서트 <미술이 된 오페라, 오페라가 된 미술>. 올해는 

전시「박생광」과 베르디 오페라「운명의 힘」을 주제로 최

은주 대구미술관 관장, 최상무 대구오페라하우스 예술감

독이 패널로 참여했다. 또한 소프라노 이화영, 테너 이병

삼 등 대구오페라축제의 주역 성악가들이 출연해 ‘신이

여 평화를 주소서’, ‘천사의 품에 안긴 그대여’등 주옥같

은 아리아를 연주했다.

<Art-turned Opera, Opera-turned Art> is a talk concert that 
has been staged for five years since 2015 in conjunction 
with Daegu Opera House in a bid to facilitate mutual 
exchanges among art institutions and raise opportunities 
for the audience to relish art. This year, artistic director 
CHOI Sangmu (Daegu Opera House and director CHOI 
Eunju (Daegu Art Museum) took part as panelists on the 
theme of ‘The Force of Destiny,’ an opera by Verdi as well 
as the exhibition of <PARK Saeng Kwang>. Cherished 
arias including ‘Pace, Pace, mio Dio’ and ‘La Forza Del 
Destino’ were sung by major vocalists in Daegu Opera 
Festival including soprano LEE Hwayeong and tenor LEE 
Byeongsam.

박생광 전시 연계 공연
<미술이 된 오페라, 오페라가 된 미술>

예술을 통해 웅변하다 - ‘운명의 힘’

7월 6일(토) 오후 3시, 2, 3전시실

박생광 전시 연계 교육으로 <어른을 위한 dam’s 워크숍>을 실

시했다. 「박생광」 전시 기획자인 김혜진 큐레이터의 전시소개

와 대구가톨릭대학교 김미아 교수의 ‘우리 회화 ‘민화’란 무

엇인가, ‘민화’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 의미에 대해 알아보기’

라는 주제로 한국화의 전통 도구를 활용해 민화를 그려보는 등 

전시를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dam’s workshop for adults> was conducted as a training session aligned with <PARK Saeng Kwang>. Introduction of the exhibition by its curator KIM Hyejin was 
explained along with professor KIM Mia of Daegu Catholic University’s lecture on the ‘minhwa (folk painting) – the Korean traditional painting,’ recurring themes 
in minhwa and their meanings’ for the audience to understand the exhibition in multiple dimensions by drawing minhwa using traditional tools for Korean 
traditional paintings. 

박생광 전시 연계 교육 

어른을 위한 dam’s 워크숍  

8월 3일(토) 오후 2시-5시, 교육실 
A performance aligned with the exhibition 

of  <PARK Saeng Kwang>
<Art-turned Opera, Opera-turned Art>

Eloquence through Art – ‘The Force of  Destiny’
3:00 pm on July 6 (Sat), Exhibition Halls 2&3

Training Aligned with the Exhibition of  <PARK Saeng Kwang>
dam’s workshop for adults  

Training Room at Daegu Art Museum, 2:00-5:00pm on August 3(Sat)

대구광역시 치매 센터(센터장 김병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치매 힐링 프로그램’을 위한 미술 교육 프

로그램을 실시했다. 양 기관은 미술교육 노하우와 임

상 비결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인 협력

을 약속하고, 올 11월부터 치매환자 20명 대상으로 

주 1회 4차례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프로그램에

서는 치매환자와 가족이 현재 진행 중인 「팝/콘」, 「박

생광」 전시를 관람하고, ‘가족, 행복, 장수’를 키워드

로 가족의 정서적 교감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Daegu Art Museum signed an MOU with the 
Alzheimer's Disease Center of Daegu (Director KIM 
Byeongsu), and conducted an art education program 
for ‘healing the Alzheimer’s.’ Both institutions agreed 
on program development and continued cooperation 
based on their know-how in art education and clinical 
practices, and operate the weekly program for four 
times on a pilot scale for 20 Alzheimer’s disease 
patients, starting from this September. Alzheimer’s 
disease patients and families had an exhibition tour 
of the current exhibitions of 「POP/Corn」 and 「PARK 
Saeng Kwang」, and had a time to enhance emotional 
boding of family with such keywords as ‘family, 
happiness and longevity.’

대구미술관 치매노인센터 MOU 체결

치매 환자를 위한 교육 실시 등

7월 24일(수) 대구미술관 교육실 

Daegu Art Museum, Signing an 
MOU with the Alzheimer's Disease 

Center

Conducting training for Alzheimer’s patients 
Training Room at Daegu Art Museum

on July 24 (Wed)  

동서양 팝아트의 정체성과 최근 경향을 토론하기 위해 국제 토론 학

술행사 ‘글로벌 팝아트의 현재’를 실시했다. 크리스 이만 어컴스(미

국, 스펜서 미술관 큐레이터), 올리비에 드라발라드(프랑스, 도멘느 

드 케르케넥 미술관장), 후미히코 스미토모(일본, 아트 마에바시 미

술관장), 윤진섭(한국, 미술평론)이 나라별 팝아트의 현재에 대해 기

조 발제하고, 이진명(대구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의 진행으로 「팝/콘」 

전시 기획자인 대구미술관 유은경, 김나현 큐레이터와 발제자들이 

토론, 질의응답을 나누었다. 

An international academic discussion was held under the title of ‘A Contemporary Global Pop Art’ to discuss the identity of Eastern and Western 
pop art and the latest trends. Kris Imants Ercums (U.S., curator at Spencer Museum of Art), Olivier Delavallade (France, director of (Domaine de 
Kerguehennec), Sumitomo Fumihiko (Japan, director of Arts Maebashi) and YOON Jinsup (Korea, art critic). They presented a presentation on the 
current pop art in each country, and LEE Jinmyung (chief curator at Daegu Art Museum) moderated a panel discussion with the participation of 
curators for 「POP/Corn」 - YU Eungyeong and KIM Nahyeon – along with presenters for a discussion and a Q&A. 

2019 대구미술관 글로벌 프로젝트

국제 토론 학술행사 <글로벌 팝아트의 현재>

7월 27일(토) 오후 2~5시, 대구미술관 강당 

2019 Global Project of  Daegu Art Museum 
<A Contemporary Global Pop Art Today>, an international academic discussion

Auditorium of  Daegu Art Museum, 2:00~5:00pm on July 27(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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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이 된 오페라, 오페라가 된 미술> 현장

치매환자를 위한 교육 현장

국제 토론 학술행사 <글로벌 팝아트의 현재> 현장

어른들을 위한 dam's 워크숍 현장



「~Kreuzen」 (크루젠)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작가의 정체성, 작품 

제작과정, 작품세계 등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작가와의 대화’를 실

시했다. 독일 뒤셀도르프 쿤스트할레 관장인 그레고어 얀젠(Gregor 

Jansen), 박종규 참여작가, 이동민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가 함께해 

박종규 작가의  작품세계를 심도 있게 연구한 내용과 생생한 현대미

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Dialogue with the Artist’ was conducted to take a direct glimpse of the artist’s identity, process of making and oeuvre as an aligned program with 
「~Kreuzen」. Gregor Jansen, director of the Kunsthalle Düsseldorf in Germany, participating artist J. Park and curator LEE Dongmin at Daegu Art 
Museum discussed in depth on J. Park’s works and vivid stories of the contemporary art. 

박종규 작가와의 대화

8월 15일(목), 오후 2-4시, 대구미술관 강당  

Dialogue with Artist J. Park 
2:00-4:00pm on August 15 (Thur), Auditorium of  Daegu Art Museum 

미국 서부 대표적인 공립미술관인 LA카

운티미술관(LACMA) 한국미술 담당 큐

레이터인 버지니아 문(Virginia Moon)

을 초청하여 국외에서 바라보는 한국미

술의 위상과 전망에 대해 Q&A 시간을 

가졌다.

대구미술관은 이인성 1940년대作 <붉은 장미>를 비

롯하여 미술사적 가치가 높고 현대미술의 흐름을 주

도하는 27점(구입 18점, 기증 9점)의 작품을 2019

년 수집하였다. 대구미술관은 2019년 9월 16일 기준 

총1,307점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

존·관리하고 있다.

Virginia Moon, Assistant Curator of 

Korean Art at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LACMA) as a public art 

museum on the Western part of the U.S. 

was invited to talk about the prestige 

and outlook of the Korean art seen from 

an outsider’s point of view along with a 

Q&A.

Daegu Art Museum added 27 pieces (18 purchased and 9 donated) in 2019 that are with high 

art historical values and lead the trend of the contemporary art including <The Red Rose> of 

LEE Insung’s produced in the 40s. Daegu Art Museum possess a total of 1,307 pieces in its 

collections as of September 16, 2019, which are systematically preserved and managed. 

국외미술관 관계자 초청특강

9월 7일(토) 오후 3시-5시,

대구미술관 강당

이인성 <붉은 장미> 등 
대구미술관 2019년 27점 작품 수집

2019년 기준 소장품 1,307점 보유

대구 작가 697점(53%) / 국내 작가 567점(44%) / 

국외 작가 43점(3%)  

Special Lecture of  an Expert 
in an Overseas Art Museum 

3:00-5:00pm on September (Sat), 
Auditorium of  Daegu Art Museum 

LEE Insung’s <The Red Rose>, etc. 
Daegu Art Museum added 27 artworks as of  2019

Collections of  1,307 pieces as of  2019
697 works of  Daegu artists (53%) / 567 works of  Korean artists (44%) / 43 works of  

overseas artists (3%) 

Personnel Updates
Newly joined on July 25, 2019.
KIM Byeongjo (Manager at the Administrative Department)
LEE Sangcheon (General Affairs Team of the Administrative 
Department (facility))
LEE Sangcheon (General Affairs Team of the Administrative 
Department (administration))
PARK Jiyeong (Curatorial Team 1 at the Curatorial 
Department) 

인사소식

기관전입 2019. 7. 25.

김병조 (행정지원과 과장)

이상천 (행정지원과 총무팀(시설))

이상천 (행정지원과 총무팀(행정))

박지영 (학예연구실 전시1팀)

2019년 전시일정
Exhibition ScheduleExhibition Schedule

(※ 대구화랑협회 자료제공 )

 대구미술관

「남 홍 – 솟는 해, 알 품은 나무」

대구미술의 세계화를 위해 지역 작가를 조명·연구하는 전시로 

30여 년간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최근 귀향한 여류작가 남 홍의 

개인전

•전시기간 | 2019. 10. 1. ~ 2020. 1. 5.

•전시장소 | 4, 5전시장

2019 어미홀 프로젝트 「이상한 나라의 토끼」

대구미술관 소장품 오트마 회얼의 <뒤러의 토끼>를 대구미술관 

어미홀의 공간적 특성을 살려 설치

•전시기간 | 2019. 10. 15. ~ 12. 25. 

•전시장소 | 어미홀 

「탄생 100주년 기념전: 곽인식」

국공립 미술관 협력망 사업으로 곽인식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 

작가의 생애와 작품을 조명하는 국립현대미술관 순회전 

•전시기간 | 2019. 10. 15. ~ 12. 22. 

•전시장소 | 1전시장

이인성 특별전 「화가의 고향, 대구」

제20회 이인성 미술상 수상자 발표를 기념하여 마련한 이인성 

작가 특별기획전

•전시기간 | 2019. 10. 8. ~ 2020. 1. 12. 

•전시장소 | 2전시장 4섹션

제19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전 「사건으로서의 풍경, 공성훈」

2018년 이인성미술상 수상자 공성훈 작가의 개인전

•전시기간 | 2019. 10. 8. ~ 2020. 1. 12. 

•전시장소 | 2, 3전시장

 동원화랑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길 42 (우) 41959

T. 053-423-1300 

장경국 ‘온스테이지(Onstage)’ | 2019. 10. 4. ~ 10. 25. 

 리안갤러리

대구광역시 중구 이천로 188-1 (우) 41956

T.053-424-2203

하태범 ‘화이트-파사드(White-façade)’ | 2019. 9. 6. ~ 10. 19.

 갤러리분도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36-15 (우) 41952

T. 053-426-5615

이진용 ‘메타 콜렉션(Meta collection)’ | 2019. 10. 7. ~ 11. 9.

 갤러리 신라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00-29 (우) 41954

T. 053-422-1628

곽인식 판화전 | 2019. 10. 10. ~ 10. 31.

 갤러리 전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811 (우) 42260

T. 053-791-2131

백남준 초대전 | 2019. 10. 8. ~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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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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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규 작가와의 대화 현장

이인성, 붉은장미, 캔버스에 유채, 

45.5×38cm, 1940년대 초

국외미술관 관계자 초청특장 버지니아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