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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am’s EXHIBITION REVIEW

곽인식(1919-1988)의 100주기전이 과천의 국립현대미술관
에 이어 대구미술관에서 열렸다. 곽인식은 대구 출신의 현대미
술 작가다. 그는 일본에서 미술 공부를 한 후 경기도 수원에서

여 그곳에서 줄곧 살았다. 본격적인 작가 활동도 일본에서 하였
다. 미술수첩 등 일본의 미술언론과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미술
인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그의 명성은 국내의 화단에도 이미 잘
알려져 있었지만 그의 작품의 실체는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
았다. 그의 국내 전시는 1982년이 되어서야 현대화랑에 의해
성사되었다. 정치적 이유로 금지되었던 국내 입국이 풀리자 서

「탄생 100주년 기념전: 곽인식」

교사 생활을 하다가 해방을 맞았다. 1949년 일본으로 재입국하

울, 대구(수화랑, 1985년) 등지를 차례로 방문하며 국내에 자신
의 작품세계를 적극 알렸다.
곽인식은 한국 현대미술 작가들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이지적
「탄생 100주년 기념전: 곽인식」 전시전경

인 작가다. 우리 미술계가 그의 이지적인 작품세계를 제대로 이
해할 정도의 섬세한 이론적 기반을 여전히 갖추지 못했다는 반
성을 이번 100주기전에 와서야 비로소 하게 되었다. 한국과 일

신외무물(身外無物), 격물치지(格物致知)의
물성작가 곽인식

본, 두 개의 나라를 의식하고 살았던 경계인의 처지, 식민지와
남북분단이라는 굴곡진 역사적 환경에만 집중하다 보니 정작
전 시 명 | 국립현대미술관 순회전
「탄생 100주년 기념전: 곽인식」
전시기간 | 2019. 10. 15.(화) ~ 12. 22.(일)
전시장소 | 1전시실

QUAC Insik, the artist of materiality believing in the body being the most precious of
all and thorough reasoning of things into truth
황 인 미술평론가

참여작가 | 곽
 인식
전시규모 | 회화, 드로잉, 입체 등 190점,
아카이브 약 200점

그의 작품세계 자체에 대한 엄정한 이론적 연구를 도외시했던
점도 반성하게 되었다. 곽인식의 실험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나
는 물성 작업들이 이번 전시에서 대거 등장함으로써, 그의 작품
세계의 실체와 본령에 대한 본격적이고 심층적인 이해의 접근
이 새삼 촉구되고 있다.
곽인식은 일찍부터 흙, 자연석, 유리, 철판, 동판 등을 재료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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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물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던 작가다. 일본 현대미술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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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간인식과는 다르나 아시아의 여러 철학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공간인식의 철학이 있다. 그
러한 공간인식의 끈질긴 유전자는 ‘일시적인 현상’(모노하)을 넘어서서 영원한 본질로 향하려
는 자의 결기를 이끈다. 물론 곽인식이 추구하는 본질이 기거하는 곳은 서양의 균질공간적 공백
공간(Space of blankness)이 아니다. 그가 추구하는 본질이 다다르는 곳은 몸(身)과 인격이 적
재(積載)되어 도달하는 적재공간(Space of loadedness)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그의 물(物)에 대한 탐구를 서구의 물질이나 일본의 모노가 아닌 격물치지(格物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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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리학적 공간인식이 유전적으로 강하게 남아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성리학에서는 서양의 절대

知), 신외무물(身外無物)의 물(物)에서 조심스럽게 출발해보자. 성리학적 세계관의 중요한 키
워드인 수신(修身)에서 신(身, Metaphysical body)은 체(體, Physical body)와는 달리, 부단
한 수양(修養)을 통해 장소를 떠나 공간으로 향할 수 있는 자격을 지녔다. 즉 체를 무화시켜 신
이 공간으로 나아가는 방식이다. 신(身)이 물(物)에 동등한 레이어에서 대응한다는 점을 암시하
는 신외무물(身外無物)의 물(物), 또 물(物)이 깨침의 지경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격물
치지(格物致知)의 물(物)에서 곽인식의 물성 작업의 이해로 이어지는 또 다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작가 곽인식을 형성케 한 사유의 본향인 대구에서 열린 100주기전의 의미가
더욱 심장할 수밖에 없다.
서 누구보다 빨랐던 곽인식의 물성 작업은 이보다 몇 년 늦은 1960년대 후반에 출발한, 연령적
으로는 20년 이상 후배인 1940년대 생이 주축인, 물성의 또 다른 국면의 탐구자들이었던 일본
의 모노하(物派)의 작업와 비견되기도 한다. 그가 구사했던 물성은 표층적으로는 서양의 물질,
일본 모노하의 모노(物)와 일면의 공통점을 가진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아시아의 미술에는 서양의 솔리드 모더니티를 가능케 한 정신과 물질이 완전히 분리되는 데카
르트 이래 균질공간(Universal space)적 바탕 위의 사유적 전통이 없다. 그의 작품세계는 서양

QUAC Insik(1919-1988) is an ethnic Korean artist that mostly worked in Japan.
He had worked from early on with materiality-oriented works with earth, natural
stones, glass, metal plates and copper plates. His works are genetically embedded
with Neo-Confucius spatial-cognitive reasoning in pursuit of the essence unlike other
monoha artists that were immersed in phenomenological Nāgārjuna’s Madhyamika
(intermediate) thinking and Nishida Kitaro’s philosophy of the topos(Place).

「탄생 100주년 기념전: 곽인식」

작품 80-M, 1980, 종이에 채색, 127x376cm, 대구미술관 소장

의 균질공간 기반의 솔리드 모더니티와는 달리 물질과 정신의 경계가 불명확한 장소(Place)의
기반 위에서 성립하는 리퀴드 모더니티의 견지에서 접근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인다.
예컨대 그의 유리 작업의 경우, 물질성이 소거된 투명함과 평평함의 균질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서구의 솔리드 모더니티를, 망치로 힘을 가한 후 발생한 균열에 의한 불균질의 국부적 도메인
(Domain)의 발생 후 일어난 장소성과 사건성의 측면에서 반모더니즘적 미학의 리퀴드 모더니
티를 보여주고 있다. 솔리드 모더니티를 ‘인식’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리퀴드 모더니티로 귀착
된다.

이 지점에서 모노하의 작가들이 열중했던 나가르주나(Nāgārjuna, 용수龍樹)의 중관(中觀)사상
즉, ‘어떤 사물도 진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음’의 가르침이나 니
시다 기타로(西田幾多郞)의 장소의 철학과는 차별되는 곽인식의 사유적 기질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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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눈앞에 전개되는 곽인식 작품의 표층적인 세계를 벗어나 그의 작품의 근간을 이루는 체
질과 의식의 심층적 세계로 들어가 보면 대구 지역이 유독 강세를 보였던 성리학적 세계관 혹은

「탄생 100주년 기념전: 곽인식」 전시전경

무제, 1960년대 초, 거울, 유리, 30.5x27.1cm, 유족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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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 Hong, the Artist of Fire and Ash
박원수 조선일보 대구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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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재의 시인’ 남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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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인간 지능을 뛰어넘는 기점’을, 일반상
대론에서는 ‘부피가 0이고 밀도가 무한대가 되어 블랙홀이 되
는 질량체가 붕괴하게 된다는 이론적인 점’을 뜻한다.
대구출신 작가 남 홍의 대구미술관 전시는 내용과 형식, 소재와

「남 홍 - 솟는 해, 알 품은 나무」

‘특이점’이라는 용어가 있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인공지

주제를 능수능란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일치시켜 예술적 성
취가 ‘특이점’에 다다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불과 재의 시인’으로 불리는 남 홍. 프랑스 전시 오프닝에서
한지 태우는 소지(燒紙) 퍼포먼스가 알려지면서, 관람객들이
앞다투어 참석하려고 한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고국 사
랑’의 한 방편이라고 한다. 그 때문에 고국인 한국에서보다 프
랑스에서 더 알려진 작가이기도 하다.
대구미술관 ‘남 홍-솟는 해, 알 품은 나무’는 전시입구가 유독
눈에 띄었다. 오브제로 붙은 장미꽃과 소형화분, 활달한 필치로
그려낸 푸른 구름과 둥근 형태의 원, 가위로 오려낸 부분을 불
로 그을리고 묶어 나비처럼 표현한 흔적들… 전시입구가 마치
거대한 작품처럼 느껴졌다.
이후 전시장에 설치된 영상을 통해 이 또한 작품이라는 것을 알
게 됐다. 개막식 당일 작가가 퍼포먼스를 통해 작품을 만들어
「남 홍 - 솟는 해, 알 품은 나무」 전시전경

내는 마법을 부린 것이다. 또는 신을 맞이하는 접신(接神)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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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홍 - 솟는 해, 알 품은 나무」 전시전경

섯 점의 달항아리를 보았다. 붉은색 위주로 자유분방하고 거
침없이 붓질한 그림은 바로 남 홍의 솜씨다. 달항아리를 제작
한 작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달항아리와 남홍의 그림은 그
보다 더 어울릴 수 없었다. 유백색 달항아리에 익숙해져 온 도
같이 디오니소스적인 경지를 선보인 것일지도 모른다. 입구에

두꺼운 마티에르도 남 홍 특징 중 하나다. 두꺼운 마티에르가 관

자기 애호가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 전

설치된 이 작품은 남 홍이 왜 ‘불과 재의 시인’으로 불리는지를

객에게는 물성의 사실감을 전달하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했다.

시는 이처럼 감동적인 충격으로 마무리됐다. 하루도 쉬지 않고

잘 보여주고 있었다.

2000년도 제작한 ‘산’시리즈를 보면 산이라는 소재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작업하고 있다는 남 홍의 다음 전시가 기다려진다.

이처럼 남 홍 작품에서 일관되게 볼 수 있는 것은 불에 태운 종

다양한 색채와 표현을 달리할 수 있는지 감탄하게 된다. 대형

이, 즉 소지(燒紙)한 한지를 작품에 붙여 오브제로 사용하는 것

캔버스를 채우는 두터운 물감의 물성이 ‘산’이라는 실체에 다

이다. 소지 행위는 그의 할머니가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

가가도록 하는 것이다.

기 위해 행했던 것으로 할머니의 소지행위가 작가 내면에 체화

전시에서 본 작품들은 밝음과 어둠, 희망과 절망이라는 상호 접

되고 유전자에 새겨졌을 것이다.

점이 없는 부분을 묘사한다. 이에 대해 남 홍은 “내가 우울해지

소지와 더불어 작품 속에 나타나는 또 하나는 ‘나비’다. 나비는

지 않고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이유는 내 그림 속에 답이 있다.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는 자유와 일탈을 상징한다. 장자의 ‘호접

왜냐하면 내 그림 안에는 모든 것이 희망이고 기쁨이고 행복이

몽(胡蝶夢)’과 일맥상통하는 게 아닐까.

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작가는 밝음과 어둠을 동시에 표현하

전시에서는 남 홍의 ‘해’, ‘산’, ‘나무’, ‘나비’, ‘봄’이라는 주

고 있지만 궁극은 “삶의 마지막 순간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이 대

제로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작품 50여 점을 전시하고 있

자연이 안겨주는 느낌”이라고 말했듯이 나비가, 산이, 나무가

다. 작품들 속에는 변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공존했다.

상징하는 희망과 밝은 내일을 그리고 있다.

소지한 흔적이 남아 있는 종이를 오브제로 사용하고 있는 점,

프랑스에서 30여 년을 작업을 하면서 시도한 동양과 서양, 그

나비가 주요 소재로 활용되는 점은 최근작에서까지 볼 수 있었

리고 한국과 프랑스적인 요소와의 융합, 평면과 입체와의 융합.

다. 남 홍에게 주요한 주제와 소재가 된 소지와 나비는 도식적

남 홍의 이러한 시도는 마침내 특이점을 통과하면서 풍성한 결

이지 않고 자유자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다행스러

실을 맺었다.

운 일이다.

그리고 마지막 작품. 전시를 감상하고 출입구로 나오는 순간 다

NAM Hong is an artist that unified the content, forms,
objects and themes. This exhibition was a manifestation
of the aspects. The artist uses burnt paper and butterflies
as objects and subjects. The thick matière conveys the
realistic sense of materiality. Her works suggest an
optimistic and hopeful vision at the end despite their
expression of brightness vs. darkness and hopes and
despair.

「남 홍 - 솟는 해, 알 품은 나무」

「남 홍 - 솟는 해, 알 품은 나무」 전시전경

나비, 2013, 캔버스에 혼합재료, 200x18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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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홍 - 솟는 해, 알 품은 나무」 전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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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ites’ fear about the seascape of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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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다 풍경에서 느끼는
도시인의 공포

전 시 명 | 제19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전
「공성훈, 사건으로서의 풍경」
전시기간 | 2019. 11. 5.(화) ~ 2020. 1. 12.(일)
전시장소 | 2, 3전시실, 선큰 가든
참여작가 | 공
 성훈
전시규모 | 회화 및 설치 작품 58점

손영옥 국민일보 미술·문화재 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흐린 날, 한 남자가 홀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이 절반 넘게 차 있는 캔버스. 날이 흐려 실루엣도 분명하
지 않은 남자의 뒷모습에서 주변부로 밀려나는 것 같은 도시인
의 공포감이 읽힌다니.
대구미술관에서 제19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전 「공성훈: 사건으
로서의 풍경」전이 열리고 있다. 겨울 초입, 그곳을 찾아 전시를

작품 <바닷가의 남자>처럼 바다, 폭포, 기암괴석, 곶자왈 등 대
자연을 소재로 삼는데, 그런 풍광에서 도시인의 상처가 느껴져
서다. 그 미스매치로 인해 삶의 슬픔과 비극성이 도드라져 마치
비극(悲劇) 영화 한 편을 본 뒤의 위안마저 느끼게 했다.
공성훈은 그렇게 풍경 그림을 통해 도시인을 어루만진다. 회고

「공성훈, 사건으로서의 풍경」

둘러봤을 때 얼른 드는 감정은 당혹감이었다. 그의 회화는 이

전 성격이라 회화 작가로 돌아선 초기의 1990년대 후반 작업부
터 신작까지 변천사를 일별할 수 있는 60여 점이 나왔다.
그는 서울대 미대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막 작가 생활을 시작한
90년대 초반에는 당시의 유행처럼 설치미술을 했다. 키네틱아
트를 하다가 기술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 서울산업
대(현 서울과학기술대) 전자공학과에 편입하기까지 했다. 추상
미술(단색화)과 민중미술이 대결하던 80년대가 저물고 90년대
가 시작된 즈음, 그는 자연과학적이고 공학적인 새로운 미술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10여 년 설치미술과 미디어아트까지 탐닉
하던 그가 회화로 돌아선 건 순전히 ‘개’때문이었다.
98년 초, 경기도 고양시 벽제로 이사를 갔다. 비닐하우스를 개
조해 살림집을 겸해 작업실로 쓰던 그 시절, 직장이 있던 용인
에서 퇴근하던 어느 밤이었다. 비닐하우스 앞에 묶여 있던 개가
눈에 들어왔다. 농장 주인이 키우던 보신탕용 개. 문득, “저 개
를 형상화해야겠다. 그건 회화 말곤 다른 것으론 안 돼”라는 생
「공성훈, 사건으로서의 풍경」 전시전경

각이 들었다. 개와 밤 풍경에서 외환위기 직후 실직자가 양산되

12
13

자신의 처지도 투영됐을 것이다.

심연처럼 어두운 블루까지 폭넓은 색의 변주를 통해 시대적 정

그것은 말하자면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하던 ‘형상 회화’인 셈

서를 표현한다. 말하자면 표현주의적인 색이다. 초기 개 그림에

이다. 단순히 현실의 재현(모사)이 아니라 그 속에 개인적이거

서부터 주로 썼던 블루를 극한까지 밀어간 것은 2008년 이후

나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는 회화 말이다. 설득력을 높이기 위

그린 제주도 풍경에서다. 제주 아리리오갤러리 전시를 계기로

해 빛을 강조하고, 과장하고, 왜곡하기까지 했다. 일부러 사진처

그곳 풍경을 담기 시작했다. 바다와 주상절리, 곶자왈 등 절경

럼 그렸다. 사진 작품인 줄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사람

들이 화폭에 들어왔다. 사진처럼 아름다운 대자연 풍경을 가지

들이 사진은 진짜라고 믿는 심리를 이용한 것인데, 그래서 그의

고 그는 블루를 주조색으로 해서 도시인들의 절망과 공포를 담

회화에서는 삶의 비극성이 더 강하게 느껴져 오래 보고 있노라

는다.

면 슬픔이 차오른다.

그런 감정을 고조시키는 장치는 인물이다. 풍경 속에 바다에 돌

흰 눈 쌓인 겨울밤, 창백한 푸른 가로등 아래 잠들지 못하고 서

을 던지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뒷모습으로만 나오는 사람이 있

있는 개 한 마리가 주는 슬픔은 거대하다. 그렇게 개를 통해 시

다. 이를테면 제주의 주상절리를 그린 <절벽(담배 피는 남자)>을

대를 담아내고자 하던 그는 시야를 자택인 비닐하우스를 넘어

보면 깎아지른 절벽 꼭대기에 한 남자가 등을 돌리고 쪼그리고

인근 벽제와 장흥, 일산으로 넓혀갔다. 작품들을 관통하는 정서

앉아 담배를 핀다. 일견 거대한 자연 앞에 선 인간의 왜소함을

는 이렇게 밀리다가 벼랑까지 갈 수 있겠다는 도시 변두리 인생

깨닫게 하는 19세기 프랑스 낭만주의 회화가 연상되지만 공성

이 느끼는 불안과 고독, 공포 같은 것이다. 붉고 푸른빛이 대조

훈의 회화에서는 그보다는 거대한 자본주의 앞에 선 인간의 왜

를 이루는 장흥의 야간 유흥가 풍경은 물론이고 가족들이 산책

소함을 자각하게 한다. 자연 풍광을 보는데도 희한하게도 자본

나온 저녁노을 진 호수공원의 풍경에서도 그런 정서가 흐른다.

주의의 그림자가 연상이 되는 것이 공성훈 회화가 갖는 맛이다.

절벽(담배피는 남자), 2013, 캔버스에 유채, 181.8x227.3cm

개, 2004, 캔버스에 유채, 227.3x181.8cm

작가는 말했다.
“2008년 이후 신자유주의 물결이 한국에서도 거세지면서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구
나,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절망감을 느꼈다.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모르는 그런

「공성훈, 사건으로서의 풍경」

그의 회화를 인상 짓는 색은 블루다. 창백하게 밝은 블루에서

d am’s EXHIBITION REVIEW

고 자살자가 속출하던 시대의 절망감을 읽었던 것이다. 어쩌면

절망감…. 담배를 피우거나 돌을 던지는 사람은 저항해보는 행위의 표현이다. 곰곰이 보는
자체도 저항이 아니겠냐.”

작가는 회화로 돌아선 이후 그 많던 전시 초대가 뚝 끊겼다고 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자신
이 회화를 하는 이유가 있었기에 끝까지 밀어갔다. 그 회화 작업으로 2013년 국립현대미
술관이 수여하는 올해의 작가상을 받았다. 지난해는 대구시가 대구 출신 서양화가 이인성
(1912-1950)을 기려 중견작가에게 주는 이인성미술상까지 받았다.

「공성훈, 사건으로서의 풍경」 전시전경

This text is a review of 「KONG Sunghun: The Landscape as an Event」 of artist
KONG Sunghun as the winner of the 19th LEEINSUNG Art Prize in 2018. KONG
portrayed the anxiety and fear felt by urbanites that are pushed aside to not live a
mainstream life anymore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He expresses a sense of
desperation of urban ‘losers’ while painting the natural landscape including the sea
and Jusangjeolli Cliff in Jeju by broadening his view. The charm of his paintings
is the mismatch of accusing the unfairness of the neo-liberalistic system even with
natural scen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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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성 특별전
「화가의 고향, 대구」
2019 Special Exhibition of LEE Insung
「Daegu, Home of the Artist」
이진명 대구미술관 학예실장

전시기간 | 2019. 11. 5.(화) ~ 2020. 1. 12.(일)
전시장소 | 2전시실 4섹션
참여작가 | 이
 인성
전시규모 | 평면 20점, 아카이브 및 다큐멘터리 영상 등

2019 이인성특별전 「화가의 고향, 대구」

전 시 명 | 2019 이인성 특별전 「화가의 고향, 대구」

2012년 대구에서 이인성 특별전을 기획한 이래로 7년 만에
다시 이인성 특별전을 마련했다. 2012년 전시는 이인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였다. 이번 전시는 스무 돌을 맞은
이인성 미술상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전이다. 전시 제목이 「화
가의 고향, 대구」로 매우 직접적으로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
다. 이 전시에서 화가의 고향은 세 개로 나뉜다.
계산동 성당, 1930년대 중반, 종이에 수채, 35.5x45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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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기 형식에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형식을 찾아나가
면서 스스로를 넘으려 했다. 비록 스무 점이라는 작은 숫
자에 머물지만 수백 점을 모은 전시보다 힘이 느껴지는
것은 전설 같은 화가의 정신이 전시회에서 고스란히 살
아났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신(日新)의 정신이다.

이인성, 경주 풍경, 1938, 종이에 수채, 22.5x48.5cm, 대구미술관 소장

노란 옷을 입은 여인, 1934, 종이에 수채, 75x60cm, 개인소장

하나는 화가가 태어나서 자란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고향이

는 첫째 딸 애향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작품들이 있

다. 화가를 키워준 대구를 가리킨다. 화가는 실제로 계산동

다. 화가는 이름 없는 풀과 꽃, 과실 열매, 나뭇잎을 보면 그

성당, 사과 과수원, 팔공산 등 대구의 풍경을 자주 그렸다. 특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삶의 여유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

히 <계산동 성당>은 풍경화의 걸작으로 손꼽힌다. 성당의 육

리고 마음에 담아 그림에 표현했다. 잘 그리는 그림을 넘어서

중함을 강조하는 붉은 벽돌과 푸른 창공으로 치솟는 첨탑이

언제나 새로운 형식으로 나아가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

대비를 이루는 것이 드라마틱하다.

래서 우리는 이인성을 천재라고 한다.

둘째로 화가가 정신적으로 의지하던 고향이 있다. 경주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1930년부터 1940년대까지 화가의 전성기

화가는 경주에서 우리 민족의 정신적 원류를 바라보았고 조

시절의 작품이 다수 출품되었다. 우리나라 정물화 역사의 금

선에만 있는 향토색의 회화형식을 찾고자 했다. 이인성의 대

자탑을 이루는 <카이유>를 비롯해서 <노란 옷을 입은 여인>,

표작이자 우리나라 근대 회화의 최정상에 자리하는 걸작 <경

<온일(溫日)>, <여름 실내에서> 등 최고 그림들이 소개되었다.

주의 산곡에서>가 그렇게 태어났다. 이번 전시에서 경주에 관

우리는 이인성을 천재라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어째서 천재

련된 작품은 두 점이다. 남산을 바라보는 풍경화로 유화로 그

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이는 적을 것이다. 이인성은 매

린 작품 <경주 풍경>이 있고 수묵화로 그린 <첨성대>가 있다.

사에 남들이 가지 않은 전인미답의 경지에 다가가고자 노력

셋째로 화가 내면의 고향을 다룬 작품들이 다수를 이룬다. 사

했다. 당시 서구 유럽에서 주도되었던 형식들을 심도 있게 연

랑하는 아내 김옥순 여사를 그린 그림이나 사랑하는 아내에

구해서 조선만의 향토색이 배어 있는 형식을 찾아냈다. 이인

게 애정을 표하려 정성스럽게 그린 정물화가 있다. 또 사랑하

성이 제시해주고 닦았던 길을 따라 후학들은 용기를 얻었고

2019 이인성특별전 「화가의 고향, 대구」

Daegu Art Museum presented 「Special Exhibition
of LEE In-sung: Daegu, Home of the Artist」 to
celebrate the 20th anniversary of the LEEINSUNG
Art Prize in seven years since its curating of the
100th anniversary of LEE In-sung's birth in Daegu
in 2012. This exhibition introduces 20 artworks
of LEE during his heydays from the 1930s to the
1940s in three parts of his hometown: a physical
hometown where he was born and raised, a
hometown he psychologically depended on and his
inner hometown.

d am’s EXHIBITION REVIEW

우리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다. 이인성

18
2019 이인성 특별전 「화가의 고향, 대구」 전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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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am’s EXHIBITION PREVIEW

하지훈, gemstone isle #39, 2019, 캔버스에 아크릴채색, 105x150cm

예술의 정의는 ‘메타포’이며 작가들의 조형언어는 직접적이

조명하는 전시 「당신 속의 마법(You have witchcraft in

기보다는 간접적이고, 직설적이기보다는 직관적이다. 이는

your lips.)」을 개최한다. 젊은 작가(Y)와 중견작가(Y+)를 지

동시대 미술에서 다양한 층위로 확대되었다. 작가들은 매체

원하는 이 프로젝트는 2013년부터 운영해 12명의 작가를

를 통해 시대와 사회현상을 드러내 질문을 던진다. 12명 작

선정했고, 미술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개편 준비 중이다.

가의 활약상은 30, 40대 작가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더 나
아가 우리 사회가 마주한 현실의 여러 풍경을 깊이 있게 보

「당신 속의 마법(You have witchcraft in your lips.)」은

여준다. 대구미술관은 이번 전시를 더욱 갈고닦아 국내 외의

1599년경에 쓴 셰익스피어의 『헨리 5세』의 마지막 대사다.

평가를 기다릴 것이며 이 전시를 빛내준 작가들과 앞으로도

프랑스를 정복하고 왕권을 지켜주는 대가로 공주 캐서린에

길을 함께할 것이다.

Y, Y+ 아티스트 프로젝트 「당신 속의 마법」

대구미술관은 ‘Y, Y+아티스트 프로젝트’선정 작가를 재

게 결혼을 요구하는 달콤한 사랑고백의 대사지만 단순한 사
랑고백을 넘어 정치적 상황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시작을 알
리는 의미심장한 메타포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러한 ‘메타
포’를 키워드로 12명의 작가를 살펴본다.

배종헌, 미장제색 美匠霽色_미장이의 흙손질, 2017-2019, 캔버스에 유채, 고안된 기계장치, 290.9x218.2cm, Max.363.6cm

전 시 명 | Y, Y+ 아티스트 프로젝트 「당신 속의 마법」
전시기간 | 2020. 1. 14.(화) ~ 4. 19.(일)

당신 속의 마법

전시장소 | 1전시실
참여작가 | 류
 현민, 박정기, 배종헌, 안동일, 안유진, 염지혜,
윤동희, 이완, 이혜인, 정재훈, 하지훈, 한무창

You have witchcraft in your lips.

(12명)
전시규모 | 회화·영상 및 설치 작품 120여점

이동민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

Since 2013, Daegu Art Museum has been holding the
exhibition entitled 「You have witchcraft in your lips」
shedding new light on artists selected by “Y, Y+ Artists
Project” aiming at supporting competent young artists
(Y) and experienced artists(Y+). Art, in fact, can be
defined as a ‘metaphor’ and the figurative language of
artists is indirect and intuitive, instead of being direct and
straightforward. Works of the 12 artists are to delve into a
flurry of sceneries in the reality confronted by the artists
in their 30s and 40s and the reality faced by the society in
today’s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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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품 100선
100 Collective Signatures of Daegu Art Museum
고재령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

대구미술관은 오는 1월 24일(금)부터 5월 17일(일)까지 「소
장품 100선」전을 개최한다. 개관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한다는 의미를 지닌 전시이다. 대구미술관은 개관 준비기간
인 2007년부터 대구 근·현대미술 주요 작가 작품을 비롯한
국제 현대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는 작가의 작품을 소

전시기간 | 2020. 1. 24.(금) ~ 5. 17.(일)
전시장소 | 어미홀, 2, 3전시실
참여작가 | 곽
 인식 외 99명

「소장품 100선」

사전 전시로, 대구미술관의 향후 10년을 소장품을 통해 전망

전 시 명 | 소장품 100선

전시규모 | 회화 및 사진, 설치, 영상 등 소장품 100점

장하려고 노력해왔다. 이번 전시는 대구미술관이 그동안 수
집한 1,307점의 소장품 가운데 100점의 최고의 컬렉션을 선
별하여 선보인다.

전시는 기획 단계부터 최고의 컬렉션을 목표로 해왔으며, 우
수한 작품을 소개하는 동시에 그동안의 대구미술관 소장품
수집 방향과 주요성과를 보여 주는 전시가 될 것이다. 전시의
구성은 대구미술관이 수집한 작품 1,307점 중 국내·외 대표
적인 작가의 이미 소개된 작품과 더불어 전시에서 소개되지
않았던 신소장품을 포함한 100점을 선보인다. 지금까지의
소장품 중 가장 많은 작품들을 한번에 소개하는 전시이며, 선
집발간을 통해 소장품 연구를 발전시키고, 기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그동안의 심혈을 기울여왔던 미
술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인 소장품의 수집과 보존의 결실
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원, 맨드라미, 2006, 리넨 위에 유채, 228×182cm

An exhibition titled 「100 Collective Signatures of Daegu
Art Museum」 will be held to showcase 100 pieces of
works out of a total of 1,307 works housed at Daegu
Art Museum. It is the largest exhibition of collections
since its opening in 2011. It will serve as a significant
opportunity to share with citizens the performance of
research on the collections that hint at the research
capacity of the curatorial department at Daegu Art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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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이 떴다고
「When the Moon Has Risen」,
an Exchange Exhibition of the Moon Light Union of Daegu and Gwangju

d am’s EXHIBITION PREVIEW

대구·광주 달빛동맹 교류전

이정희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

대구미술관은 오는 2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광주시립미
술관과 공동 기획으로 「달이 떴다고」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

전시기간 | 2020. 2. 11.(화) ~ 3. 22.(일)

구미술관과 광주시립미술관이 소장품을 활용하여 공동 기획,

전시장소 | 대구미술관 4, 5전시실

순회 개최하는 전시로, 전시의 제목은 ‘섬진강 시인’으로 불

참여작가 | 강
 우문, 허백련 외 50여 명

리는 시인 김용택의 시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에서

전시규모 | 회화, 사진 등 70여 점

차용하였다.

공동기획 | 대구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이번 전시는 두 미술관의 소장품 가운데 자연, 혹은 심상(心
象) 풍경을 담아 낸 작품들을 선별하여 소개하는 전시로, 광
주시립미술관에서는 소치 허련을 필두로 의재 허백련, 남농

대구·광주 달빛동맹 교류전 「달이 떴다고」

시는 대구·광주 달빛동맹의 문화 교류를 진작하기 위해 대

전 시 명 | 대구·광주 달빛동맹 교류전 「달이 떴다고」

허건 등 호남지역 남종화단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수작(秀作)
을 비롯해 호남 추상화단의 선구자로 불리는 양수아의 초기
구상회화와 오지호, 오승우 부자 화가의 풍경화 등을 출품한
다. 대구미술관에서는 김수명, 배명학, 최근배 등 대구 근대화
최근배, 겨울강가, 연도미상, 종이에 채색, 46x68cm

단의 주요작가들의 풍경화를 비롯하여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지역 중견 작가는 물론 이마동, 김태, 하인두 등 한국 근
현대 화단 주요 작가의 작품을 선별, 출품한다.

소장품을 일컬어 흔히 미술관의 정체성과 수준을 보여 주는
바로미터라고 칭한다. 이번 전시가 ‘풍경’이라는 주제로 묶
인 대구미술관과 광주시립미술관의 소장품을 한 자리에서 감
상하는 기회가 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달빛동맹뿐만 아니라
각 지역 미술관들이 전시를 비롯하여 다방면의 교류를 이어
나가는 의미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Daegu Art Museum presents 「When the Moon Has Risen」
jointly with Gwangju Museum of Art from February
11 to March. This exhibition has been jointly curated
and circulated by showcasing collections of Daegu Art
Museum and Gwangju Museum of Art in order to boost
cultural exchanges in the moon light union of Daegu
and Gwangju. Works that convey the nature or the inner
sceneries are selectively introduced among the two’s
collections.

24
25

전시기간 | 2020. 4. 7.(화) ~ 5. 17.(일)
전시장소 | 4, 5전시실
전시기획 | 인도국립현대미술관
주최주관 | 대
 구미술관, 인도국립현대미술관
후

원|주
 인도 한국문화원

전시규모 | 조각, 설치작품, 사진, 스케치 등 100여 점

d am’s EXHIBITION PREVIEW

전 시 명 | 단디 야트라(Dandi Yatra)

대구미술관은 인도 뉴델리에 있는 인도국립현대미술관(National Gallery of Modern Art,
1949년 개관)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전 「1919년 3월 1일 날씨 맑음」을 지난 8월 14일
부터 9월 29일까지 개최하였다. 이는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식민지를 극복한 양국 국민의 역사
적 공감대 위에서 3·1운동 100주년과 마하트마 간디 탄생 150주년을 상호 기념하며 한·인
도 간 문화교류협약을 통해 이루어진 전시였다. 이에 따라 대구미술관에서는 마하트마 간디 탄
생 150주년 기념전인 「단디 야트라(Dandi Yatra)」전을 개최한다.

식민지 정부의 소금에 대한 과도한 과세에 저항해 6만여 명의 인도인을 이끌고 인도 남서부 자
라트 주의 코츠랍(Kochrab)에서 출발하여 단디(Dandi) 해안까지 390km를 걸어가 직접 소금

「단디 야트라」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 1869 ~1948)는 1930년 3월 12일부터 4월 6일에 걸쳐 영국

을 채취한바가 있다. 이를 일컬어 “소금 행진(Salt March)”이라고 하는데, ‘단디 야트라(Dandi
Yatra)’는 바로 이 역사적인 사건을 가리킨다. ‘야트라(Yatra)’는 인도말로 ‘행진’을 뜻한다.
이번 전시에는 마하트마 간디의 조각상을 비롯하여 “소금 행진”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사진과 영상자료, 스케치, 영상설치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전시의 형식적 틀 안에서 역사적 감
동의 순간을 더욱 새로운 방식으로 나누고자 한다. 한·인도 간 문화교류에는 주인도 한국문화
원 등 양국 간 우호친선을 위한 여러 기관의 후원과 상호 협력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인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예술이 대구시민에게 더 가깝게 전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진제공 NGMA 인도 국립현대미술관, Video Courtesy Film GANDHI directed by Richard Attenborough

단디 야트라
Dandi Yatra
권미옥 대구미술관 전시1팀장

Daegu Art Museum held an exhibition titled 「100th Anniversary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One Shiny Day」 at the National Gallery of Modern Art
(opened in 1949) in New Delhi, India. The exhibition resulted from Korea-India cultural
exchange agreement to mutually commemorate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15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Mahatma Gandhi,
being driven by the historical consensus of people of the two countries that overcame
colonization through their non-violent resistance movement. Accordingly, Daegu Art
Museum is to present the commemorative exhibition of 「Dandi Yatra」 for the 15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Mahatma Gand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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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통해 다양한 소재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작가의식을

진 서양화가들은 조선미술전람회를 통해 수채화의 실력을 유

통해 궁극적으로 “그림은 작가 자신뿐만 아니라 감상하는 모

감없이 표출해 내었다. 해방과 함께 미술인들의 새로운 등용

든 사람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 자신의 마음가짐과 더

문으로 창설된 ‘제1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이하 ‘국전’이라

불어 모두가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작품을 남기는 것이

칭함)에서 수채화로 특선을 수상한 이경희는 대구 근대 수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작품의 뿌리와 과정을 중시한

화의 계보를 잇는 인물로 새롭게 부각되었다.

다.”라는 창작 의지로 귀결된다.

d am’s COLLECTION

종진, 박명조, 배명학, 손일봉을 비롯해 이인성, 김용조로 이어

1949년 국전 입상 이후 81년까지 무감사, 추천작가, 초대작
이경희에게 있어 회화(繪畵)란 표현의 기술이나 재료 매체에

투명수채화의 경쾌함과 밑그림 없이 즉흥적으로 제작하는 기

있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개성에 의한 창의력과 그 창의력의

법은 이경희 화풍의 독창성을 구축하기에 충분했다. 작가 노

소산으로 독창적 양식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는 재료에 근

트에서 그는 “나의 회화 정신은 조형이나 색조에서 일종의 신

원을 둔 표현 방법으로 유채나 수채의 재료적 차이에서 벗어

들린 듯 나를 잊는 경지에서 화면을 대하고 있다. 그림의 종류

나 시대적 양식을 만들어내는 활동으로 이어졌다. 현재 유족

나 장르를 가리지 않고 창작에 임하며 이경희 양식을 도출하

에 의해 보관 중인 1천여 점의 유작을 통해 재료적 한계를 뛰

기 위해 정력을 쏟으며 밝고 맑은 다양한 색채와 현대적 감각,

어넘어 독창적 회화 정신을 찾아볼 수 있다.

강렬한 색감을 화면에 구사하고 있다. 끊임없는 투지가 작품

소장품_이경희

가, 심사위원으로 이어진 그의 활동은 수채화와 함께했으며,

속에 나타나야 비로소 감동을 줄 수 있다.”라는 일관되고 강인
한 창작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잔잔한 호수풍경을 그려 낸 <무제>(1970)와 바다 풍경인 <무
제>(1975) 역시 밑그림 없이 즉흥적으로 종이 위에 그려내는
우시장, 1973, 캔버스에 수채, 130.3x162cm

이경희

제작 방법을 통해 수채의 까다로운 제작 방법에서 벗어나 자
유로움을 더해준다. 수채화는 순간적이고 직감적인 것을 매체
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화보다는 작업의 체취를 더욱 직접적
으로 느끼게 할 수 있다. 위의 두 작품 모두 그러한 수채화의

LEE Kyunghee

담백함을 더해주고 있다. 1973년 제작된 <우시장>은 당시로
는 좀처럼 구하기 힘든 롤(Roll) 화지를 이용한 대형작품으로

김태곤 대백갤러리 큐레이터

완성했다. 세밀하면서도 짜임새 있는 구성은 일반인들의 수채
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에 충분했다고 본다. 더불어 동촌 인

우리나라의 서양미술 도입기인 1920년대 대구의 신 미술 운동

은 지역의 문화·예술적 환경이 주요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근의 과수원을 그린 <사과나무>는 제1회 국전 심사위원으로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수채화’의 활발한 전개

수채화는 수묵의 표현과 재질상의 유사한 특성 때문에 산수화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이인성에 대한 오마주의 의미가 담겨있

를 꼽을 수 있다. 서울, 평양과 함께 서양화가들의 활동이 두드러

에 친숙한 지역의 정서와 문화에 더 쉽게 다가왔을지 모른다. 이

다. 철저한 현장 사생에 바탕을 둔 아름다운 색채의 구성은 오

진 대구에서 유독 수채화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일찍부

러한 이유로 서양화 도입기에 유화가 아닌 수채화로 시작된 대

랜 경험에서 얻어진 감각적 발상이기도 하다. 이경희는 “그림

터 전통 서화가의 활동에서 온 재료적 특징을 고스란히 이어받

구는 수채화의 본고장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이다. 서

을 통해 삶의 세계를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LEE Kyunghee was newly spotlighted as a figure
that carried on the lineage of watercolor paintings of
Korea after winning a special prize with her watercolor
painting at the 1st National Art Exhibition of Korea that
was opened as a new channel to explore artists after
Korea liberated from Japan in 1945. In her artist note,
she wrote, “My painterly spirit confronts the canvas in
a point where I forget about myself as if I am possessed
in figures and colors. I pour in my passion to come
up with LEE Kyunghee’s own style by focusing on
creation regardless of the type or genre of paintings,
and puts on bright, clear and diverse color tones, a
modern sense and strong color tones on the canvas. A
work can touched the heart of its audience only after its
artist’s unwavering passion and commitment are poured
in,” which hints at her consistent and strong creative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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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터: 핑크〉, 즉 핑크색 괴물이니 말이다. 우리의 눈앞에 놓

내가 소풍 나온 강아지 새끼인 줄 알아?(Sorry for Suffering:

인 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핑크색 촉수 덩어리이니 정직한 제

You think I'm a Puppy on a Picnic?)〉를 선보였다. 불쾌감

목이다. 〈몬스터: 핑크〉를 제작한 이불은 한국 동시대 미술을

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와 다소 도발적인 제목은 그가 만들어

대표하는 여성 미술가를 꼽으라면 거의 모든 리스트에 올라갈

내고 수행하는 괴물이 사회에 순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

작가다. 1964년 강원도 영월에서 태어난 그는 1987년 홍익

여준다. 그는 가부장제 질서, 백인 남성 중심으로 이뤄진 세계,

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1987년 2월 관훈미술관에서의 창

그 자신을 둘러싼 관습적인 여성상에 저항한다.

립전 「뮤지엄」을 시작으로 홍대 출신의 최정화, 고낙범 등과

사실 ‘여성괴물’에는 유구한 전통이 있다. 남성을 ‘정상’으

‘뮤지엄’을 조직하고 활동하며 모더니즘계열과 민중미술 계

로 사고하는 방식에 따르면 여성의 남성과 다른 요소들은 이

열로 양분되었던 미술계에 새로운 작풍을 선보이는 ‘신세대’

해 불가능한 것, 모자란 것으로 여겨지곤 했으며, 때로는 위협

미술가로 불리며 1990년대의 주목받는 작가로 떠오른다.

적인 것, 괴물적인 것으로 여겨졌으니 말이다. 그런데 여성에

이불의 작업은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1997년 뉴

게 ‘부정적인 것’이라는 의미를 덮어씌우고자 탄생한 이 괴물

욕현대미술관(MoMA) 초대로 개최된 개인전은 하나의 상징

은 동시에 일상의 시선을 넘어 괴물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을 주

적인 사건으로 남았다. 동시대 미술을 상징하는 뉴욕 현대미

었다. 그리고 기존 질서에서 억압된 것, 가려진 것을 드러내고

술관에서의 첫 한국인 개인전으로서 개최 이전부터 주목받았

자 하는 이불 작가는 괴물을 끌어안았다. 대구미술관이 소장

는데, 날생선을 재료로 이용한 〈화엄(Majestic Splendor)〉

중인 〈몬스터: 핑크〉는 〈사이보그〉 연작과 함께 1997년 시작

이 악취를 문제로 철거되는 ‘사건’은 전 세계 미술계에서 그

되어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불 작가의 대표적 작업 〈몬스터〉에

의 이름을 각인시키기 충분했다. 1998년에는 구겐하임 미술

속한다. 〈사이보그〉가 일본 로봇 애니메이션에서 보이는 기계

관이 수여하는 휴고 보스(Hugo Boss) 대상 최종 7인에 선정

이미지를 사용했다면, 〈몬스터〉 연작은 초기 작업부터 작가와

되었으며, 1999년에는 「1999 베니스 비엔날레」의 주제전

함께해온 부드러운 촉수 형상을 하고 있다. 뼈대는 스테인리

과 한국관에 참여하여 특별상(Honorable Mention)을 받았

스 스틸이지만 피부는 직물과 솜으로 이뤄진 〈몬스터: 핑크〉

다. 2014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중견작가 지원프로

도 마찬가지다. 어딘지 모르게 살이나 고기를 연상케 하는 핑

그램 ‘현대차 시리즈’의 첫 번째 작가로 선정되었으며, 2019

크빛의 촉수들이 뭉쳐 만들어진, 인체의 크기를 넘어서는 덩

년에는 아시아 최대의 미술시장인 「2019 아트바젤 홍콩」에

어리 〈몬스터: 핑크〉를 전시장에서 마주한다면 불쾌감을 느끼

12m에 달하는 대형 설치 작업 〈취약할 의향(Willing to be

거나, 심지어는 위협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어쩌겠는

Vulnerable-Metalized Ballon)〉을 선보이며 명실공히 한국

가. 그 괴상함이 괴물이 괴물인 이유이며, 그 강렬한 경험이 이

을 대표하는 작가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불을 오늘날의 이불로 만든 것을.

소장품_이불

포공항, 나리타 공항, 도쿄 시내 등에서 퍼포먼스 〈수난유감 -

d am’s COLLECTION

괴물이다. 과한 해석이 아니다. 이불 작가의 작품은 제목부터

이불 작가에게 괴물은 어떤 의미일까? 이불 작가는 여성으로
서 자신의 정체성과 괴물을 연결 짓는다. 특히 〈몬스터: 핑크〉
이불, 몬스터: 핑크, 1998~2011,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에 직풀, 솜, 아크릴 물감, 180x210x210cm

에서 만날 수 있는 ‘촉수괴물’의 형태는 작가의 초기 퍼포먼
스 〈크레이빙(Craving)〉(1989)에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분홍색 괴물이 나타났다

이어지는 작가를 대표하는 형상이다. 천, 합성고무 등의 재료
를 이용하여 제작한 촉수형태의 ‘부드러운 조각’을 입고 퍼포
먼스를 진행한 〈크레이빙〉을 통해 신체, 조각, 퍼포먼스 사이

There comes a pink monster

를 넘나들었다. 1990년에는 〈크레이빙〉에서 선보인 것과 유
사한 부드러운 조각을 입고 국립현대미술관, 장흥의 논밭, 김

백지홍 미술평론가

LEE Bul’s <Monster: Pink> is a work in extension of
her soft sculpture that has been with her since her early
performances. Her works like 〈Craving〉(1989) and 〈Sorry
for Suffering: You think I̓m a Puppy on a Picnic? 〉(1990)
staged as she wore a costume affixed with appendages
broke down the boundary between her body, sculpture and
performance. Her works being felt as somewhat shocking
and sometimes offensive visualize the femininity being
oppressed and alienated in the existing order, especially, the
patriarchal one.

30
31

앙티브 피카소미술관

제르멘느 리시에와
안나 에바 베르그만

Picasso d'Antibes)’으로 불리는 미술관이 있다. 이곳에

프랑스 지중해 연안의 작은 도시 앙티브는 니스에서 차로

d am’s GLOBAL

앙티브 피카소미술관과
아르퉁 베르그만
재단에서 만난

30여 분 걸리는 곳으로 모나코와 깐느 사이에 있는 인구 7
만여 명의 휴양도시이다. 이곳에 가면 12세기에 지어진 그
리말디 성이 있는데 그리말디 미술관(Musée Grimaldi)으
로 명명되어 사용되다 1966년부터 ‘피카소미술관(Musée

리시에(Germaine Richier, 1902~1959)의 회고전이 열
렸다.

Germaine Richier and Germaine
Richier I met at Musée Picasso
d'Antibes and Fondation Hartung
Bergman

제르멘느 리시에는 그랑에서 태어나 몽펠리에 미술학교에서

권미옥 대구미술관 전시1팀장

까지 스위스 취리히에서 작업하며, <두꺼비(Le Crapaud)>

수학하였고, 1926년 파리에서 부르델 (Antoine Bordelle,
1861~1929)에게 사사(師事)하였다. 1939년부터 1945년

(1940)를 시작으로 인간과 동물의 혼성적ㆍ형태적 결합을
앙티브 피카소미술관 앞 종탑과 제르멘느 리시에 전시 홍보판

통해 인간의 불안과 공포를 표현하고 있다. 전후에도 <거미
(L’Araignée)>(1946), <개미(La Fourmi)>(1953) 등 왜곡
된 형태와 비정형의 형상으로 초현실주의적 성향을 띄는 리
시에의 작품은 제24회 베네치아 비엔날레(1948)와 제25회
베네치아 비엔날레 프랑스관에 초청되었다. 1956년 파리근
대미술관(Musée d'Art Moderne de la Ville de Paris)은
제르멘느 리시에의 회고전을 여는데, 이는 미술관 개관 이
래 처음으로 개최된 여성 작가의 전시였다.
1957년 건강상의 이유로 그녀는 앙티브에 체류하게 되고,

앙티브 피카소미술관과 아르퉁 베르그만 재단에서 만난 제르멘느 리시에와 안나 에바 베르그만

서 지난 10월 프랑스의 대표적인 여류 조각가인 제르멘느

이때 그리말디미술관의 창립자이자 큐레이터인 로뮤알드
지난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런던의 테이트미술관, 파

도르 드 라 수셰르와 친분을 맺는다. 리시에는 독일의 베른

리의 퐁피두센터 그리고 니스의 매그 재단과 아르퉁 베르

미술관, 미국 미네아폴리스의 워커 아트 센터에서 개인전을

그만 재단을 방문하고 「백남준」, 「프란시스 베이컨」, 「호

개최하였으며, 제2회 카셀 도큐멘타에 참여하였다. 1959년

안 미로」展을 관람하였다. 특히 니스 인근의 앙티브에는

뉴욕 근대미술관(MoMA)에서 「New Images of Man」전에

피카소미술관과 아르퉁 베르그만 재단이 있다. 이번 방문

참여하는 등 전후 프랑스를 대표하는 조각가로 평가받았다.

은 두 기관의 역사와 특성을 살펴보고, 대구미술관과의 앞

그녀의 마지막 전시는 그리말디 미술관에서 1959년 7월부

으로의 협력 방안을 도모하는 소중한 기회였다.

터 9월까지였으며, 제르멘느 리시에는 1959년 7월 31일 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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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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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르멘느 리시에

바 베르그만은 노르웨이 출신의 화가이어서 이곳의 켜켜이 쌓이고 또 흐트러지는 빛의 성
질에 세심하게 반응하였을 것이다. 안나 에바 베르그만은 오슬로미술학교를 다니다가, 비
엔나, 파리 등에서 미술을 공부하였고, 독일 드레스덴에서 한스 아르퉁을 만난다. 그녀는

d am’s GLOBAL

양은 베르그만의 작업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안나 에

일생에 두 번 1929년과 1957년에 모두 아르퉁과 결혼하였다. 두 사람은 1970년부터 앙
티브에 체류하며 작업하였으며, 안나 에바 베르그만은 1987년 세상을 떠났고, 아르퉁은
2년 후 그녀를 따랐다. 1994년에 한스 아르퉁과 안나 에바 베르그만 재단은 설립되었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아르퉁 베르그만 재단
제르멘느 리시에의 <팽이(La Toupie)>(1952)는 한스 아르퉁(Hans Hartung, 1904~1989)
이 청동 조각상의 받침대 부분에 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르퉁이 노년을 아내
인 안나 에바 베르그만(Anna-Eva Bergman, 1909~1987)과 생애의 마지막 시기를 보
낸 곳이 또한 앙티브이다. 한스 아르퉁과 안나 에바 베르그만이 살았던 저택은 현재 아르

한스 아르퉁의 작업실

그리말디 미술관에서 있었던
제르멘느 리시에의 1959년 전시 포스터

퉁 베르그만 재단으로 두 작가의 작품과 아카이브를 소장하며 보존ㆍ관리하고 있다.

올리브 나무 사이에 지어진 흰색 외벽의 저택은 스페인 이비자 섬의 버네큘러 양식으로
지어졌다. 주택의 중심부에 수영장과 주방이 있고, 이곳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모이고 흩
어진다. 그들이 직접 설계한 집에서 가장 돋보인 것은 바로 창의 위치와 크기이다. 한 폭의
그림처럼 각각의 공간은 크기가 다른 창들이 나 있고, 창은 내부와 외부를 잇는 중요한 건
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베르그만의 작품은 금박, 은박, 동박 등 빛을 받아 민감하게
표면이 변화하며 극치의 절제된 세련미를 표현하는데, 그의 작업실은 해가 비추는 방향에
따라 미세한 변화를 인지할 수 있도록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큰 유리 창문을 통해 외부의
풍경은 작업실 내부로 한 폭의 그림처럼 들어온다. 아침과 저녁으로 달라지는 빛의 각도와

I visited a retrospective exhibition of Germaine Richier(1902~1959), a representative
female sculptor of France, at Musée Picasso d'Antibes last October. She expressed
the post-war anxiety and fear of humans through the hybridized combination of
humans and animals, and the asymmetrical geometry of distorted forms in such
works as <Le Crapaud>(1940), <L’Araignée>(1946) and <La Fourmi>(1953).
Fondation Hartung Bergman is where Hans Hartung(1904~1989) and Anna-Eva
Bergman(1909~1987) spent their last moments in life, which is also located in
Antibes. The house designed and constructed by the two artists is used for Fondation
Hartung Bergman, which houses the works and archives of Hans Hartung and AnnaEva Bergman to preserve and manage them.

앙티브 피카소미술관과 아르퉁 베르그만 재단에서 만난 제르멘느 리시에와 안나 에바 베르그만

안나 에바 베르그만의 작업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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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동 뮤지엄

악동뮤지엄에 참여한 예술가들

악동뮤지엄

지난 여름, 열 명 남짓 초딩들과 나는 대구미술관에서 꽤나

들과 나는 일상의 잡동사니들을 끌어 모아 실없이 이것 저

고 비밀스러운 메시지가 적힌 우리만의 블록으로 바꾸어 끼

재미있는 경험을 나누었다. 10번이 넘는 만남 동안 우리는

것 조합하고 만들어 자신을 소개하는 데 활용해 보았다. 불을

워 놓고는 알 수 없는 뿌듯함도 느껴 보았으며, 내가 하고 싶

만약 미술이라는 공인된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꺼 놓고 교육실 벽에 설치된 천에다가 주변이 더러워지는 줄

은 이야기를 피켓에 적어 굳이 관람객이 아주 많은 주말을 골

Akdong(Prankster) Museum

면 어른들이 싫어할 만한 것들을 몇몇 골라서 폼 나는 미술

도 모르고 까만 칠도 해보고, 진흙도 묻혀 보면서 ‘저지레’를

라 전시장을 가로지르며 단체 행진도 해보았다. 지금도 미술

류현민 작가

관에서 그것들을 하나씩 실행해 보았다. 그 녀석들과 선생님

하였다. 또 어떤 날은 멀쩡한 미술관 앞 ‘보도 블록’을 파내

관 정문 자동문 사이에 우유를 놓고 릴레이 달리기를 하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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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라는 뻔한 것을 제외하고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는 경제활동의 가치가 별
의미 없을지 모르는, 아니 그 의미는 알겠지만 그것의 무게가 어른과는 다를
순수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나의 고민을 더
욱 치열하게 해준 계기가 된다는 사실에 이번 ‘알바’를 할 수 있었다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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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어려웠던 것이다. 지금도 그 고민은 유효하다. 내가 하는 이 짓이 경제활

감사함을 느낀다.

악동뮤지엄은 ‘2019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사
업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하
며 대구미술관이 운영하였다. 대구미술관은 지난 해 6월 참여예술가 류
현민 외 보조예술가 3명을 선정, 7~9월까지 초등학교 2-5학년 어린이예
술가 16명을 14회차 만났다. 14회를 만나는 동안 예술가 류현민은 ‘악동
대장’, 어린이예술가들은 ‘악동’이라 불렸으며 그 결과를 보여주는 전시
를 개최하였다.

「악동뮤지엄」 전시전경

「악동뮤지엄」 전시전경

주신 분들과 온갖 위험부담에 대한 책임을 껴안으면서도 그 녀석들과 나의 의도를 지켜주
려고 하신 실무자의 이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글을 통해 그 분들에게 고마움
을 전하고 싶다.) 아주 좋은 추억이었다!
지금은 추억은 추억으로 남게 되고 내가 이 일을 처음 제안받았을 때의 불편함이 생각난다.

악동뮤지엄

을 석연치 않게 바라보시던 아주머니의 눈빛이 기억난다.(이 모든 일은 프로그램을 지지해

I had quite fun experiences with a doze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t Daegu Art Museum. Throughout our encounters of over 10 times,
I chose some of the stuffs not likely to be welcomed by adults if they
were to take place in the accredited domain of art, and put each into
action at the art museum. The whole idea was not for art professions or
adults but for children that were not so familiar with artistic customs
and systems, undergoing the process of socialization. It triggered me
to think more deeply about the fundamental values of art I pursue

추위가 걷힐 때 즈음 미술관 교육팀에서 연락이 와 함께 일해 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을
때 그것을 수락하는 데 나름대로 용기가 필요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미술교육을 해 보
지 않겠냐는 제안은 그 또래 아이들과 교류할 기회가 없었던, 또한 학교를 졸업하고 교육이
라는 문제를 오랫동안 생각해 보지 않았던 나에게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미술 작업을 해오는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문제 삼고 있는 쟁점이 과연 자라나
는 아이들에게 적용할 만큼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적어도 재미있게 받
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더 크게 작용했던 것 같다.
예술체계는 분야적, 직업적 전문화를 거치면서 그것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내가, 내가 속한 영역을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해오던 생각이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이야기를 자주 내 작업에서 표현해 오고 있
다. 이렇게 내가 속한 시스템의 생리(生理)를 욕망의 덩어리 내지는 의미 없는 것들의 반복
으로 보면서 교육에는 절대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교훈적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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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내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나의 예술이 가지는 가치에 대한 소중함을 ‘교육’하는
것이(내가 했던 것은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이다.)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내 안에서 접점을

「악동뮤지엄」 프로그램 참여 모습

「악동뮤지엄」 프로그램 참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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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바로, 함께, 한국미술’ 프로젝트
- 대구미술 다시보기 세미나

11월 8일(금) 오후 1시 30분 ~ 5시, 천안 독립기념관 강당

11월 16일(토), 오후 2시, 대구미술관 강당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개최된 《오늘의 3·1운동》 전시 콘퍼런스에 대구미술관 권미옥 전시1
팀장, 이계영 학예연구사가 참여하여 「1919년 3월 1일 날씨 맑음」 전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관련된 전시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구미술관 전시 사례 발표와 함께 <국내외 3·1운동 100주년
기념 전시의 현황과 의의>(박걸순 충북대학교 교수), <독립기념관 제3관 ‘겨레의 함성’전시교
체 사례>(조은경 독립기념관 전시부장), <서울역사박물관 ‘서울과 평양의 3·1운동’전시기획
사례>(이진현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발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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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술관 뉴스

독립기념관 <오늘의 3·1운동> 콘퍼런스
「1919년 3월 1일 날씨 맑음」전 사례 발표

‘한국미술 다시보기 프로젝트’의 일환인 ‘다시, 바
로, 함께, 한국미술 – 대구미술 다시보기 세미나’를
16일(토) 2시 대구미술관 강당에서 실시했다. 대구

대구미술 다시보기 세미나

공동주최한 이 세미나는 1970년부터 동시대를 아

‘Again, Right and Together for the Korean Art’Project
– Seminar on Daegu Art in a New Angle

우른 대구미술계의 경향과 미술운동, 전시 등에 대

2:00pm on November 16 (Sat), Auditorium at Daegu Art Museum

미술관과 문화관광체육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해 참여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울 중심의
미술사에서 벗어나 지역 미술의 궤적을 깊이 있게
다루는 시간을 가졌다.
황인(미술평론가), 김영동(미술평론가), 남인숙(미술
평론가), 박민영(대구문화예술회관 학예연구사), 정
문화회관 학예연구사)가 발제하고 대구미술계 흐름
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탄생 100주년 기념: 곽인식」
전시 연계 강연

DAEGU ART MUSEUM NEWS

재한(사진가), 고충환(미술평론가), 정종구(대구봉산

A seminar on ‘Daegu Art in a New Angle - Again, Right and Together for the Korean
Art’was held as a part of the project of ‘The Korean Art in a New Angle’at the
Auditorium of Daegu Art Museum at 2:00 pm on November 16 (Sat). The seminar coorganized by Daegu Art Museum,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offered a time to delve into the trajectory of the local
art beyond Seoul-oriented art history while discussing with participants on the trends
in Daegu art from 1970 to the contemporary period, its art movement and exhibitions.
Presenters included Hwang In (art critic), Kim Yeongdong (art critic), Nam Insuk (art
critic), Park Minyeong (curator, Daegu Arts Center), Jeong Jaehan (photographer), Go
Chunghwan (art critic) and Jeong Jonggu (curator, Bongsan Art Center). They shared
diverse thoughts on the flow of Daegu art.

11월 23일(토), 12월 14일(토), 오후 2-5시,
대구미술관 강당
오늘의 3.1운동 콘퍼런스

Independence Memorial, <March 1stMovementofToday> Conference
Presenting on the exhibition of 「One Shiny Day」
1:30~5:00 on November 8 (Fri), Auditorium at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Cheonan

국립현대미술관 순회전 「탄생 100주년 기념: 곽인식」 전시 연계 프
로그램으로 11월 23일(토), 12월 14(토) 두 차례에 걸쳐 곽인식 작
가의 작품 세계를 살펴보는 강연을 개최했다. 우에다 유조(갤러리Q
대표), 황인(미술평론가), 박두영(작가), 김복영(미술평론가, 前 홍익
대학교 교수)등이 참여하여 곽인식의 생애와 그의 작품에 드러나는

The <March 1stMovementofToday> Conference held at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Cheonan
was attended by chief curator Kwon Miok and curator Lee Gyeyoung from Daegu Art Museum to
present on the exhibition of 「One Shiny Day」.
It was prepared to share the current status and cases on holding exhibitions in commemoration of
the 100thanniversary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Along with presentations on the exhibition at Daegu Art Museum were other presentations
including <The current status and significance of the exhibitions to commemorate the 100th
anniversary of Independence Movement at home and abroad> (professor Park Geolsu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case of replacing the exhibition of ‘The Outcry of the People’at the 3rd
Hall of the Independence Hall> (chief curator at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and The case of
curating the exhibition of the <Seoul Museum of History and the March 1st Movement of Seoul and
Pyongyang>(curator Lee Jinhyeon at Seoul Museum of History).

물성의 의미, 상징, 미술사적 가치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전시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탄생 100주년 기념: 곽인식」 전시 연계 강연

A lecture aligned with the exhibition of 「Celebrating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QUAC Insik」
2:00-5:00 pm on November 23 (Sat) and December 14 (Sat), Auditorium at Daegu Art Museum
A lecture was held to examine the world of QUAC Insik’s world of art twice on November 23 (Sat) and December 14 (Sat) as a program aligned with
the exhibition of 「Celebrating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QUAC Insik」 as a traveling exhibi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It was an opportunity to broadly understand the exhibition, while discussing the meanings and symbols of materials and their
art historical values found in works of QUAC Insik as well as his life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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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Y+ 아티스트 프로젝트 워크숍

Exhibition Schedule

2013년부터 진행해 온 Y, Y+ 아티스트 프로젝트 선정 작가 12인의 작품 연구 및 작가와 미
술관의 지속적인 교류 활성을 도모하기 위해 11월 26일, 27일 이틀간 워크숍을 실시했다.
문혜진(미술평론가,『90년대 한국미술과 포스트모더니즘』 저자), 강성은(화이트블럭 미술

Y, Y+ 아티스트 프로젝트 워크숍

Y, Y+ 아티스트 프로젝트 「당신 속의 마법」

지역작가 연구전 「정재규」

관 학예실장), 고충환(미술평론가), Y 아티스트 11명(이완, 이혜인, 박정현, 정재훈, 류현

2013년부터 진행해 온 Y, Y+ 아티스트 12명의 작품을 한자리에

대구 출신으로 40여 년 프랑스 파리에서 작업 활동을 해온 정재

민, 하지훈, 윤동희, 안동일, 배종헌, 한무창, 박정기), 대구미술관 이동민 학예연구사와 함

소개하고 그동안 변화된 작품의 경향과 내용을 분석하는 전시

규 작가의 회고전

께 프로젝트의 지난 성과,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전시기간 | 2020. 1. 14. ~ 4. 19.

•전시기간 | 2020. 6. 2. ~ 10. 4.

•전시장소 | 1전시실

•전시장소 | 4, 5 전시실

「소장품 100선」

「헬무트 뉴튼(Helmut Newton)」

2011년 대구미술관 개관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소장품 전시로

현대 사진의 거장 헬무트 뉴튼의 개인전(대구사진비엔날레 연계)

미술관이 소장한 1,307점 중 100점을 선별하여 소개하는 전시

으로 작가의 작품을 패션, 누드, 초상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전시기간 | 2020. 1. 24. ~ 5. 17.

소개하는 전시

•전시장소 | 어미홀, 2, 3전시실

•전시기간 | 2020. 9. 15. ~ 2021. 1. 3.

Y, Y+ Artist Project Workshop

November 26 (Tue) ~ 27 (Wed), Auditorium at Daegu Art Museum
A two-day workshop was held for two days on November 26 and 27 to facilitate continued exchanges between artists and art museums as well as
research works of 12 artists selected for Y, Y+ Artist Project that has been carried on since 2013.
Moon Hyejin (art critic and author of 「The Korean Art in the 90s and Post-modernism」), Kang Seongeun (chief curator, Art Center White Block), Ko
Chunghwan (art critic), 11 Y artists (Lee Wan, Lee Hyein, Park Jeonghyeon, Jeong Jaehun, Ryu Hyeonmin, Ha Jihun, Yun Donghi, Ahn Dongil, Bae
Jongheon, Han Moochang and Park Jeonggi) and curator Lee Dongmin from Daegu Art Museum discussed the past performance and directions of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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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시일정

11월 26일(화) ~ 27일(수), 대구미술관 강당

•전시장소 | 1전시실
대구·광주 달빛동맹 「달이 떴다고」

공성훈 작가와의 대화

12월 25일 ~ 2020년 1월 1일

제19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전 「사건으로서의 풍경, 공성훈」의

대구·광주 달빛동맹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풍경’을 주제로 대구

제20회 이인성 미술상 수상자전 「조덕현」

미술관과 광주시립미술관의 소장품을 순차 교류하는 전시

제20회 이인성 미술상 수상자인 조덕현 작가의 작품세계를 볼

•전시기간 | 2020. 2. 11. ~ 3. 22.

수 있는 대규모 개인전

•전시장소 | 4, 5전시실

•전시기간 | 2020. 10. 20. ~ 2021. 1. 17.
•전시장소 | 2, 3전시실

연계 프로그램으로 공성훈을 초청해 작가로서의 정체성, 작품

대구미술관은 12월, 1월 전시

한-인도 전시교류 「단디 야트라(Dandi Yatra)」

세계 등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작가와의 대화>를 진행했다.

연계 콘서트인 발레 갈라 콘

2019년 주인도한국문화원의 초청으로 인도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인성 미술상 20주년 기념 특별전」

안소연 미술평론가와 함께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공성훈과

서트, 크리스마스 클래식 콘

개최된 「3·1운동 100주년 기념전」의 교류전으로 비폭력 저항

이인성 미술상 20주년을 기념하여 현재까지 수상한 작가 18명의

의 대담을 통해 작업철학과 회화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

서트, 2020 달력, 스케줄러 등

운동을 이끈 마하트마 간디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

작품을 한자리에 소개하는 전시

누고 작가의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살펴보며 전시에 대해 이

기념품 증정 이벤트, 무료입장

•전시기간 | 2020. 4. 7. ~ 5. 17.

•전시기간 | 2020. 10. 20. ~ 2021. 1. 17.

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등 다채로운 행사를 실시해

•전시장소 | 4, 5전시실

•전시장소 | 4, 5전시실

2019년 따뜻한 연말연시 분
연말연시 발레 공연

위기를 조성했다.

<Goodbye 2019, Happy 2020> with year-end and
New Year events
Ballet performance, Christmas classical concert and
charity events
December 25, 2019 ~ January 1, 2020

공성훈 작가와의 대화

Dialogue with Artist KONG, Sunghun
2:00 on December 21 (Sat), Sunken Garden at
Daegu Art Museum
As an annex program of <KONG, Sunghun: The Landscape
as an Event>, the exhibition of the 19th LEEINSUNG Art Prize
Winner, <Dialogue with the Artist> was held to delve into the
identity and artworks of the artist. The program joined by art
critic Ahn Soyeon offered a time to talk heart to heart about his
work philosophy and paintings through a dialogue with him, and
understand the exhibition, while examining his early to recent
works.

Daegu Art Museum created an affectionate year-end and New Year
atmosphere in 2019 and early 2020 with a diversity of events including
the ballet gala concert – an exhibition-annexed concert in December and
January, Christmas classical concert, freebie giving-out events e.g. 2020
Calendar and schedulers and free admission.

어미홀 프로젝트 「어린아이의 놀이처럼」
어미홀의 공간적 특성을 살린 대형 설치 프로젝트로 프랑스 현대
미술의 거장 다니엘 뷔렌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
•전시기간 | 2020. 5. 5. ~ 2021. 1.3.
•전시장소 | 어미홀
「다니엘 뷔렌(Daniel Buren)」
프랑스 현대미술의 거장 다니엘 뷔렌의 생애와 작품을 소개하고
교육형 전시를 통해 작가의 ‘빛과 색채’를 체험하는 전시
•전시기간 | 2020. 5. 5. ~ 8. 30.
•전시장소 | 1전시실
「팀 아이텔(Tim Eitel)」
현대 회화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독일의 신라이프치히 화파의 대

인사소식

HR Updates

기관전입 2019. 11. 4.
배준형 (행정지원과 총무팀)

Newly joined on November 4, 2019.
BAE Junhyeong (General Affairs Team
under the Administrative Department)

EXHIBITION SCHEDULE

12월 21일(토), 오후 2시, 대구미술관 선큰가든

연말연시 이벤트 <Goodbye 2019, Happy 2020>
발레 공연, 크리스마스 클래식 콘서트, 기념품 나눔 이벤트

표작가인 팀 아이텔의 유화 작품 70여점을 선보이는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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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기간 | 2020. 6. 2. ~ 10. 4.

•Youtube : goo.gl/znTdCD

•전시장소 | 2, 3 전시실

•Blog : blog.naver.com/da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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