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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 명 | 「소장품 100선」

전시규모 | 회화 및 사진, 설치, 영상 등 작품 100점

「소장품 100선」

대구미술관은 1월 24일부터 6월 14일까지 「소장품
100선」을 개최하였다. 2011년 5월 개관 이래 최대 규
모의 소장품 전시로 국내외 작가 100명의 작품 100점
「소장품 100선」 전시전경

을 어미홀, 2전시실, 3전시실, 로비 등 총 2,500여㎡에
펼쳐 보였다.

이번 전시는 대구미술관 소장품 1,307점(2019년 12월

100점이 만드는 하나의 시그니처
100 Collective Signatures of Daegu Art Museum

기준) 중에서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100점을 선별하여
구성하였다. 시대 구분과 장르의 한계를 넘어 최고의 작
품 100점을 고르는 일이었으며, 소장작가 한분 한분의
작품 세계를 보여 줄 수 있는 대표작품을 엄선하였다.
놀랍게도 이렇게 모인 100점은 대구를 포함한 한국 근

권미옥 I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실장

현대미술사의 주요한 맥을 짚을 수 있을 만큼 미술사적
인 가치와 의미를 담아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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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등의 작품과 대구 현대미술의 전개에 주요한 작가인 이우
환, 권오봉, 김호득 등의 작품을 같은 공간에서 조우하는 남
다른 시각적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대구미술관은 대구와 국
내 현대미술의 전개와 더불어 세계적 거장의 작품을 수집하

워홀, 세키네 노부오, 키키 스미스, 키시오 스가, 데미언 허스
트, 데니스 오펜하임, 토니 크랙, 수보드 굽타, 야니스 쿠넬리
스 그리고 이불 등의 작품을 통해 대구미술관 소장품 수집의
지평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HIBITION REVIEW

고 있다. 댄 플래빈, 크리스티앙 볼탕스키, 도널드 저드, 앤디

2020년 「소장품 100선」의 주요한 의미 중 하나는 학예연
구실의 연구 역량을 보여 준 점이다. 작품 연구는 학예연구
사들이 나누어 맡았으며, 그 성과로서 충실한 해제를 수록한
선집을 발간한 일이다. 300여 쪽에 이르는 도록은 묵직한
중량감만큼이나 학예연구실의 노력과 정성을 담았다.

「소장품 100선」 전시전경

「소장품 100선」

대구 근현대미술의 역사를 가늠하기에 모자람이 없었던 서

권오상, 김승영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고, 백남준을 비롯하여

병오, 서동균, 이여성, 김수명, 최근배, 최화수, 서동진, 주경,

김혜민, 정정주, 임창민, 김창겸, 정은영, 이이남과 박현기의

이인성, 이복, 정점식, 김우조, 백락종, 김종복, 서창환, 신석

비디오 필름, 설치 작업을 통해 한국 비디오아트의 면면을 되

필 등의 작품이 2전시실 도입을 메웠다. 이인성 미술상 수

짚어 볼 수 있었다. 사진에서도 차용부를 비롯하여 김주연, 권

상자로 또는 높은 미술사적 가치로 인정받은 김지원, 홍순

부문, 박영숙, 정연두, 원성원, 이명호, 임택, 황규태, 구성연,

명, 최민화를 비롯하여 송현숙, 서용선, 정병국, 임동식, 권순

변순철의 작품이 전시되어, 대구는 물론 우리나라 현대사진사

철, 박생광의 작품이 다음 발걸음을 맞이하였다. 곽훈과 박기

의 주요 작가를 살펴볼 수 있는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원의 작품은 전시 동안 ‘단색화의 방’이라 회자하곤 했던 황
호섭, 김기린, 윤형근, 이교준, 박서보, 류경채, 서세옥, 곽인

대구미술관은 그동안 지속적인 기획전시를 통해 국내외 작가

식, 김창렬의 작품으로 시선을 이끌었다. 평면의 단조로움을

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이 점은 소장품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

극복하는 유병수, 신성희와 감각의 확장성을 모색하는 박두영

난다. 리처드 롱, 최정화, 최우람, 카와마타 타다시, 쟝 샤오강,

과 안성금은 회화적 모색을 넘어 실험적인 활동으로 회화의 영

쿠사마 야요이, 잉카 쇼니바레, 최병소, 남춘모, 이배, 이수경

역을 넓혔다. 조각 분야에서는 홍성문, 류인, 박석원, 임옥상,

이 그러하다. 또한 대구현대미술제를 견인했던 이강소,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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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며 좀 더 면밀하게 다루어야 할 분야가 어디인지 등
작품 수집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었다는 점이 큰 도움이 되었다. 단적으로 대구 근대를 조명하기
에 꼭 필요한 이쾌대의 작품은 대구미술관에 없다. 분명 이것만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 대구 근현대미술과 한
국 근현대미술의 주요 작가와 작품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수집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도 냉철하게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 우리 미술관에서는 소장품 상설전이 계획되어 있다. 꾸준한
소장품 수집과 연구,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전시 등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공립미술관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EXHIBITION REVIEW

또한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국제적인 미술 흐름을 꾸준히 연구하고 수집하여 세계 속 한국미술의 자리매김

Daegu Art Museum presented 「100 Collective Signatures of Daegu Art
Museum」 from January 24 to June 14. As the largest collection exhibition
since its opening in May 2011, it introduced 100 works of 100 artists of
home and abroad in UMI Hall, Exhibition Hall 2, Exhibition Hall 3 and
the lobby covering a total of 2,500 square meters.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exerted the research capacity of the Curatorial Department, and suggested
policy directions of piece collection. This exhibition is evaluated to be the
first step in setting in place a virtuous structure of steady collection, research
and exhibition of artworks.

「소장품 1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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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유의 힘

전 시 명 | Y, Y+ 아티스트 프로젝트 「당신 속의 마법」

“당신의 입술 속에는 마법이 있군요.

올해 초 갑작스런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사회가 큰 혼

전시기간 | 2020. 1. 14.(화) ~ 5. 31.(일)

(You have witchcraft in your lips.)”

란에 빠지자 그는 매일 현황 브리핑을 이어나가기 시작

You have witchcraft in your lips

전시장소 | 1전시실

이선욱 I 시인, 전 월간 대구문화 기자

참여작가 | 류현민, 박정기, 배종헌, 안동일, 안유진, 염지혜,
윤동희, 이완, 이혜인, 정재훈, 하지훈, 한무창
(12명)
전시규모 | 회화ㆍ영상 및 설치 작품 120여 점

Y, Y+ 아티스트 프로젝트 「당신 속의 마법」

「당신 속의 마법」 전시전경

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날마다 그의 ‘입술’에 주목했
이 말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헨리 5세』에 등장하는 대

고, 그때마다 그는 늘 침착한 어조로 우리가 직면한 상

사다. 그런데 얼마 전 이 말에 꼭 어울리는 한 사람이

황들을 설명했다. 그리고 예의 그 침착함이 놀랍게도 사

TV 앞에 등장했다. 바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다.

람들의 불안감을 서서히 안정시켜 나갔다. 일종의 ‘마
법’이라 불러도 좋을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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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아닌 현실이었다. 그 속에서 제2, 제3의 정 본부장이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번 전시는 2013년부터 시작된

보여줄 마법이란 이처럼 멀어진 우리의 간극을 다시 연

이 프로그램의 역대 선정 작가들을 한데 초청한 자리였

결시키는 일이 아닐까. 이번 전시에 은유로 활용된 연결

다. 서로 다른 장르와 성향, 그리고 세대까지도 자연스

고리들은 어쩌면 그러한 마법까지 은유하고 있었는지

럽게 이어 간 이들의 미술적 연결고리는 그래서 지난 7

모른다. 이 전시가 보여준 은유의 진짜 힘도 바로 여기

년간 이 프로그램이 이어 온 기본적 가치에 대한 은유이

에 있었다.

기도 했다.

「당신 속의 마법」 전시전경

그러나 이러한 ‘은유’는 그 자체만으로 마법이 될 수 없
었다. 그것은 은유를 활용한 이러한 전시나, 그것이 은
유하는 프로그램의 가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전
시의 마지막을 장식한 배종헌의 거대한 회화는 그리하
여 스스로의 틀을 회전시키며 그것들을 본래의 방향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 영국에서 쓰인 이 대사

아니었다. 전시가 이러한 시의성까지 담보할 수 있었던 데는

로 되돌려놓고 있었다. 되돌아간 그곳에선 코로나19가

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또 다른 주인공을 만나게 된 셈이다.

무엇보다 ‘은유’ 자체가 지닌 힘이 컸다. 그것은 소위 ‘원관

여전히 우리들 간의 간극을 만들고 있고, 동시에 앞으로

물론 정 본부장의 마법과 원작의 마법 사이에는 상황과 시대

념’과 ‘보조관념’의 관계이자, 그처럼 세상 모든 맥락을 우리

전혀 다르게 변화할 미래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곳은 다

에 따른 간극도 자리하고 있다. 원작에서의 그것은 영국의 왕

의 현실과 밀접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심지어 ‘마법’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는―힘이기도 했다. 이번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은

때문이다. 그럼에도 흥미로운 것은 이 두 가지 마법이 지닌 공

이러한 은유의 힘을 전시 전반에 걸쳐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통점이다. 모두 마법을 지칭하고 있지만, 이들의 마법은 실제

있었다. 전시는 이를 통해 작가 12인의 작품 세계뿐만 아니라,

적인 주술 행위와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이 점이 바로 세월을

그로부터 은유할 수 있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었다.

Y, Y+ 아티스트 프로젝트 「당신 속의 마법」

이 프랑스 공주에게 키스하며 전하는 정략적인 구애에 가깝기

The exhibition titled 「You have witchcraft in
your lips」 is the last line from 『Henry V』 of
Shakespeare, seeking for the ‘metaphor’ of the
secrets for ‘witchcraft’ essential in today’s world.
A lot more stories embedded by leveraging the
power of the metaphor throughout the exhibition.
It sheds new light on artists selected in Y, Y+
Artists Project by Daegu Art Museum aiming
at supporting competent young artists (Y) and
experienced artists (Y+), discovering even the
metaphorical meanings of the program.

거슬러 21세기에도 ‘마법’이 통용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예컨대 류현민, 박정기, 이완, 염지혜, 윤동희, 이혜인 순으로
이어진 전시 전반부 구성에서도 이러한 특징은 잘 드러난다.

「당신 속의 마법」은 그것이 다름 아닌 예술의 본질과 맞닿아

장르도, 성향도 서로 다른 이들의 작품을 자연스럽게 관람할

있다고 말하는 전시다. 『헨리 5세』의 위 대사를 그대로 제목에

수 있었던 까닭은 이번 전시가 이들 간의 거리를 풍자, 메시지,

인용한 이 전시는 그 이유를 ‘메타포(Metaphor)’, 즉 ‘은유’

이미지, 편집, 회화 등 미술의 기본적인 속성으로 연결하고 있

에서 찾는다. 이러한 해석은 우리가 오래도록 일컬어 온 마법

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간극을 연결하는 이 같은 방식을 통

이 왜 실제적인 ‘주술’과는 거리가 먼지를 설명해준다. 동시

해 전시는 이어 선보인 안유진, 안동일, 하지훈, 배종헌, 정재

에 그러한 마법의 비밀이 결국 은유라는 ‘예술’ 속에 있다는

훈, 한무창의 작품에서도 관람객들에게 같은 방식의 연결고리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코로나19의 격변과 함께 한 이번 전시

들을 발견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EXHIBITION REVIEW

견(Y+) 작가를 지원하는 대구미술관의 대표적인 작가

는 그래서 전시 자체만으로도 이러한 은유의 의미를 띄고 있
었다. 전례 없이 우리 사회에도 많은 마법이 필요한 시점이었

이러한 고리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번 전시가 그동안 진

기 때문이다.

행된 대구미술관의 작가 지원 사업을 재조명하는 자리였다는
점은 이 고리들 역시 일종의 은유라는 사실을 짐작하게 한다.

물론 이번 전시가 은유하는 것이 이와 같은 최근의 국면만은

12

‘Y, Y+아티스트 프로젝트’로 불리는 이 사업은 신진(Y) 및 중
「당신 속의 마법」 전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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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늘 부재중
When the Moon Has Risen

전 시 명 | 대구ㆍ광주 달빛동맹 교류전 「달이 떴다고」
전시기간 | 2020. 2. 11.(화) ~ 6. 14.(일)

EXHIBITION REVIEW

오경묵 I 한국경제신문 기자

전시장소 | 4, 5전시실
참여작가 | 강우문, 허백련 외 50여 명
전시규모 | 회화, 사진 등 70여 점
공동기획 | 대구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올해 2월 18일은 대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날이다. 대구
의 시가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변해갔다. 외부로 오가는 사람들이 끊
기면서 공항도 시외버스터미널도 고립돼갔다. 대구는 그 날 이후 마치 큰

두 도시의 문화예술교류를 위해 대구미술관과 광주시립미술관이 공동 기
획한 「달이 떴다고」 전시가 대구서 문을 연지 일주일 되던 날이기도 했다.

「달이 떴다고」

전쟁을 치른 도시처럼 변했다. 2월 18일은 대구와 광주의 우의를 다지고

확진환자가 20일 34명으로 늘어나면서 대구미술관도 폐쇄됐다. 「달이 떴
다고」 전도 언제 다시 문을 연다는 기약없이 중단됐다.

석 달 후인 5월 20일. 대구가 코로나19를 훌륭하게 극복하며 대구미술관
은 감격스런 재개관을 맞이했다. 전시 관람이라는 소박한 일상으로의 복귀
였지만 다시 만난 미술관과 전시, 관객은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했다.
감염을 막기위해 두 시간에 50명씩 하루 200명에게만 허락된 관람이었지
만 주말과 휴일에는 만원일 정도로 인기를 모았다. 어떤 관람객은 다시 줄을
서 재관람을 했다. 필자도 취미나 어느 정도의 의무감으로 예술을 대했지만
예술 작품과의 교류가 봉쇄된 후 예술작품을 갈구한 적은 처음이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다줬을까. 코로나19는 예술이 주는 위안과 미술
관 큐레이팅의 존재를 다시금 생각케했다.
지난 4개월간 대구시민들이 놀람과 낭패감, 당혹, 슬픔, 분노, 답답함을 느낄
「달이 떴다고」 전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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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시 주제도 풍경이었다.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을 미술작품은 표현할 수 있으며 그런 작

안에 갇혀 살면서 가장 동경한 것이 자연과 풍경이다. 어쩌면

품이 묘하게도 우리에게 위안으로 다가왔다.

두 미술관의 큐레이터들이 이런 상황을 예측이나 한 걸까.

그동안 대구는 크게 아팠다. 그러나 대구시민들은 울지 않았

전시 관람객들은 광주와 대구의 풍경과 삶을 그린 작품 속에

다. 그 감정의 변화 속에서 예술작품과 미술관이 새롭게 다가

서 그동안 겪은 슬픔과 답답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온 것이다.

삭이고 위안을 얻었다. 관람객들은 1946년 김형수와 1960

확진환자 10명에 놀랐던 당혹감은 하루 확진환자가 741명

년 배동신의 무등산, 그리고 1992년 박상섭과 1994년 김영

에 이른 2월 29일에는 공포로 변했다. 하지만 대구시민들은

태의 무등산의 다른 채색이 무엇을 표현했는지 그전보다 더

의연하게 대처했다.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어떻게든 이

잘 이해할 수 있다.

겨내야 한다는 의지를 모았다. 자신들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제한된 관람의 아쉬움은 광주시립미술관 전시 때 달랠 수 있

이웃과 의료진을 도왔다. ‘대구에서 바이러스를 막아 대한민

다. 한국적 인상주의 회화의 거목 오지호가 그린 목포항이나

국을 지키겠다’는 낙동강 전선의 의지를 70년 만에 다시 불

김용조의 항구풍경,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지정된 선암사의

태웠다.

부엌(손동)의 현장도 찾아보고 싶다. 무엇보다 광주시립미술

이런 대구의 아픔과 의지에 가장 먼저 연대의 신호를 보낸 곳

관에 귀중한 작품을 기증한 동강 하정웅 미술관의 컬렉션도

이 광주다. 병상부족으로 발을 동동 구르는 대구를 위해 이용섭

궁금하다.

광주시장은 3월 1일 광주공동체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달빛

코로나19와의 마지막 전투에서 이긴 날 대구와 광주시민들

동맹 형제도시 대구의 환자 32명을 전남대병원에 수용했다.

은 강우문의 춤이나 양수아의 강강수월래처럼 한데 어울려

광주시의사회는 달빛 의료단을 구성해 대구를 찾았다. 대구

덩실덩실 춤이라도 한번 실컷 추면 좋겠다.

와 광주는 2013년부터 달빛동맹 협약을 맺고 어려울 땐 앞

사랑은 늘 부재중이다. 힘들 때 기대는 어머니처럼 우리 옆에

장서 도왔다.

늘 있을 것 같던 존재의 소중함을 우리는 그들이 떠나간 뒤

작품, 미술관, 큐레이팅에 대한 발견이자 깨우침이다.

「달이 떴다고」 전시전경

It was May 20 when Daegu Art Museum was heart-touchingly reopened as Daegu
amazingly overcame the COVID-19 crisis. It was a return to a modest routine for
the audience to watch exhibitions, yet was such a precious experience mutually
for the art museum, exhibitions and audience. The maximum quota of visitors per
day was 200 to prevent the infection, and the quota was all full on weekends and
holidays. Some visitors even went back to the line to watch the exhibitions again.
The COVID-19 pandemic was a sheer reminder of the comfort we get from art and
the invaluable presence of curating. Only later do people discover their love for the
precious. The preciousness of those that might be next to you at all times – just like
a mother you depend on in times of trouble is felt only after they are gone.

「달이 떴다고」

에, 부재중에야 깨닫는다.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미술과 미술
3월 22일까지 열릴 예정이던 전시가 6월 14일까지 재개됐

EXHIBITION REVIEW

때 음악과 미술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존재였다. 말과 글로 다

16
허백련,하경산수,1952, 한지에 수묵담채, 43 x 48cm

오지호, 목포항, 1966, 캔버스에 유채, 24 x 33cm

「달이 떴다고」 전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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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연대
New Communion

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생명과 생계를 위협받는 가운데, 평범한 일상에 찾아

전시기간 | 2020. 6. 16.(화) ~ 9. 13.(일)

온 위기는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적 연대와 존엄, 안전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한다. 그러나

전시장소 | 1전시실

일상의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다른 한편으로는 당연하게 누려온 삶의 많은 부분에 대해

참여작가 | 권세진, 김성수, 김안나, 김영섭, 김종희, 심윤,
이지영, 오정향, 장미, 장용근, 정재범, 황인숙 총 12명

생각하게 만들었다. 평범한 하루가 소중했던 이 시점에, 전시는 일상의 가치와 자유, 개

전시규모 | 회화, 조각, 사진, 설치, 영상 등 작품 410여 점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인과 공동체적 삶의 의미를 조명함으로써 지친 나와 당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듯

「새로운 연대」는 코로나19와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좀 더 확장된 차원
에서 연대의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 출발은 전시의 영문 제목 ‘뉴 커뮤니온 New
Communion’에서 시작한다. Communion의 어원 Commune은 함께(Com) 나눈다

EXHIBITION PREVIEW

이정민 I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

대구미술관은 6월 16일(화)부터 9월 13일(일)까지 「새로운 연대」를 개최한다. 최근 코로
전 시 명 | 「새로운 연대」

(Mun)는 의미로, 이는 결속(Solidarity)의 차원을 넘어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하
며, 나아가 자연과 교감한다는 의미를 담는다. 그런 의미에서 전시는 포스트 코로나에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과 환경이 어떻게 공존하고 관계를 이어갈지에 주목한다. 이는
코로나19가 결국 인간의 문제를 넘어 환경에 관한 인류 공동의 화두이기 때문이다. 참여
작가 12명은 코로나19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을 기록과 관찰, 경험과 상상을
통해 재난 속에서 발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대의 모습을 담는다. 코로나19는 지역을 넘
어 전 세계가 겪은 공동의 경험인 만큼, 이번 전시가 공동체의 시공간에서 연대의 가치와
의미를 기억하고, 미술을 통해 동시대를 함께 호흡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새로운 연대」

장용근, 37.5도, 2020, 피그먼트 프린트, 105 x 145cm

The Daegu Art Museum presents an exhibition 「New Communion」 from June 16th through September 13th.
Amidst lives and livelihoods being threatened around the world due to the recent influence of COVID-19,
the crisis arising in ordinary daily life raises issues transcending individual lives to concern human
solidarity, dignity, and safety. However, the numerous changes and difficulties of daily routines have also
caused us to reflect on many aspects of life we had been taking for granted. At this point, when an ordinary
day has been precious, this exhibition seeks to deliver a message of comfort and hope as if to offer warm
words to the exhaustion that we experience, by illuminating the meanings of the value of daily life, freedom,
and individual and communal life.
「New Communion」 seeks to record stories about COVID-19 and our lives and present the meaning of
solidarity in a more expanded sense. The exhibition title is the starting point for this. The word commune
means to collectively (com) share (mun). The solidarity we seek to speak of through this exhibition
transcends its usual meaning to include the significance of sharing thoughts and feelings, sympathizing,
and, further, communing with nature. In that sense, the exhibition pays attention to how people, society,
nature, and the environment will coexist and continue their relationships after COVID-19. This is because
COVID-19 is ultimately humanity's shared environmental issue transcending human problems. In the
disaster, the 12 exhibiting artists find contents directly and indirectly connected to COVID-19 through
records, observation, experiences, and imagination; and they present our era's aspects one could respond to.
Inasmuch as COVID-19 is a collective experience the entire world shares, it is hoped that this exhibition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remember the value and significance of solidarity in a community's spacetime, and to harmoniously work with the current times through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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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PREVIEW

팀 아이텔, 멕시코 정원(장면Ⅰ), 2020, 캔버스에 유채, 210 x 190cm

Tim Eitel
유명진 I 대구미술관 전시기획팀장

전 시 명 | 「팀 아이텔(Tim Eitel)_
무제(2001-2020)」

대구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팀 아이텔」전의 그림들을 보면 지난

되며 우리 모두는 이를 통해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지

20년 동안의 그의 작품들이 공통적인 주요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공감대라고 지칭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쉽게 방치된 공간, 그곳에 존재하

한다. 다양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공감이란 바로 이런 의

는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이 작품들의 양식은 그의

미이다.

작품의 시공간적 조건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일관성을 가

대구미술관은 팀 아이텔의 작품을 통해 사회적 상황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이텔은 자신의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

과 인간 심리적 주제를 연구하고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중 하나로 예술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고도의 관점을 표현하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 반영 되고 있는 현대미술에서의 회

기 위해 다차원적인 표현 수단을 사용하며, 전통적인 기술, 시각적 구

화적 의미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자 한다.

성, 분석적 화면 구성에 기초한 기법으로 인간의 내면세계를 렌더링
한다. 다시 말해 아이텔의 작품은 회화의 장르를 통해 기술과 매체에

전시기간 | 2020. 7. 7.(화) ~ 10. 18.(일)

접근하는 지렛대로 시각 기법을 사용하며 오늘날 현대 미술의 가능성

전시장소 | 2, 3전시실, 선큰가든

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참여작가 | 팀 아이텔

그는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숨겨져 있는 특이하고 독특한 측면을 발견

전시규모 | 회화, 영상 등 70점

해 내고,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새롭게 구성하여 캔버스에 옮겨 놓
는다. 이러한 요소들을 바라보는 관객들은 다양한 해석을 불러오게

When we look at the paintings in this exhibition
at the Daegu Art Museum, we find that Tim
Eitel’s works of the past two decades have a
common major motif: their stories play out in
easily neglected spaces, in the daily life of the
humans that exist there. In this his painting style

has been consistent despite the changes depending
on the tempo-spatial conditions of his works.
Eitel maintains the point of view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in his art, and to express
his highly personal viewpoint he uses multidimensional means of expression, rendering
the inner world of the humans he depicts with a
technique based on traditional skills, perspectival
constructions, and analytical compositions. Thus
Eitel’s work poses a question on the possibilities
of contemporary art today, using visual techniques
as a leverage to approach technologies and media
through the genre of painting.
Daegu Art Museum seeks opportunities to
reflect on the people of the modern world and on
painterly meanings in contemporary art by delving
into the social circumstances and psychological
themes that Tim Eitel’s works explore.

「팀 아이텔_무제(2001-2020)」

팀 아이텔

팀 아이텔, 멕시코 정원(장면Ⅱ), 2020, 캔버스에 유채, 210 x 19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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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규_빛의 숨쉬기
CHONG Jae-Kyoo_Breathing of Light

까지 개최한다. 정재규 작가는 1978년에 도불하여 현재까지 40여 년간 프

전시기간 | 2020. 7. 7.(화) ~ 10. 18.(일)

랑스에서 작업을 이어나고 있다. 작가는 1991년부터 사진이 갖는 기록의 속

전시장소 | 4, 5전시실

성을 확장한다. 사진 이미지에 내재되어 있는 장소성이라는 문제에 천착하고

참여작가 | 정재규

빛의 체험을 강조하는 작품 시리즈를 선보였고, 이 시리즈를 ‘조형사진’이라

전시규모 | 사진 및 설치 작품 53점

명명했다. 정재규의 ‘조형사진’은 간단히 말해 사진의 1차원적 재현성을 해
체하여 지각으로서의 사진 언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작가는 사진
이미지를 이용하여 자르기, 붙이기, 올 오버(All-over), 올짜기, 운필기법 등
다양한 기법을 사용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진이미지는 오브제로 변모하고
자신만의 표현과 깊이를 가지게 되어 새로운 시지각의 체험으로 이끈다.

EXHIBITION PREVIEW

이동민 I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

대구미술관은 대구 출신 재불작가 정재규의 전시를 7월 7일부터 10월 18일
전 시 명 | 「정재규_빛의 숨쉬기」

조형사진은 특히 사진의 재현적인 성격을 지각적인 성격으로 탈바꿈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래 사진은 인간이 체험했던 현장을 기계를 이용하
여 순간 포착했던, 재현적이고 기록적 성격이 강했다면 이에 더해 정재규의
조형사진은 조형 과정을 거쳐 신체를 통해 감각적 지각이 가능하도록 했고
더 나아가 빛의 지각과 숨쉬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4, 5전시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 작가의 조형사진 근간을 이룬 <생트
빅투아르 산 후경>시리즈와 <아치 아뜰리에>, 도시 경주에서 담아낸 조형사
진 시리즈를 중점적으로 보여준다. 지속적으로 한국 분단 상황에 주목해 온

극복하고 보다 높은 차원으로의 가능성을 나타내 보였다. ‘빛’은 사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다. 이러한 ‘빛’이 정재규에 의해서 그 의미가 재배치
된다. 즉 정재규의 ‘조형사진’은 빛의 상징 이미지를 지각적으로 기술한 것
으로 신체를 개입시켜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의 동시성을 체험하게 하

「정재규_빛의 숨쉬기」

작가는 이를 차이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차이의 문제를 빛이라는 개념으로

며 이를 통해 빛의 의미를 몸소 느끼게 해준다. 우리는 정재규 작가를 통해
빛의 숨쉬기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Daegu Art Museum organized an exhibition of CHONG Jae-Kyoo,
an artist native to Daegu and living in France, from July 7 to October
18. He has steadily introduced the world of ‘Plastic photography’ that
emphasizes the ‘experience of light’ by forming a new spaciousness
and perspective within photo images beyond the recording features
in photography since 1991. The exhibition at Exhibition Halls 4
& 5 will showcase his early works along with <The Rear view
of Mountain Sainte-Victoire> series which has been the basis of
Plastic photography and <The Arches Ateliers> as well as Plastic
photography series depicting urban sceneries of Gyeongju.
정재규, 생트 빅투아르 산 후경(1989-07-22), 1994, 사진, 폼보드 커팅, 70 x 1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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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어미홀 프로젝트

「카발라」
EXHIBITION PREVIEW

Kabbala
박보람 I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

대구미술관은 어미홀프로젝트 2020으로 7월 7일(화)부터 2021년 1월 3일(일)까지 어미홀 프로젝트 두 번째로
최정화 「카발라(Kabbala)」를 개최한다. <카발라(Kabbala)>는 ‘눈이 부시게 하찮은 것’, 한국인 어느 집에나 있을
법한 소쿠리 약 5,000개를 쌓아 마치 거대한 숲, 기념비가 연상되는 현대미술 작품이다.

최정화의 작품세계에는 다양한 사물들이 등장한다. 예를 들면 냄비, 바구니, 빗자루, 실내화, 타이어 등 우리 삶의 주
변에 있는 오브제들이 모여 완결된 작품으로 탄생한다. 이러한 일상 오브제들이 하나의 현대미술로 탈바꿈되는 최정
화의 작품세계는 ‘연금술’로 은유되어 2013년 2월 26일부터 6월 23일까지 대구미술관 어미홀에서 개최된 바 있다.

2020 어미홀 프로젝트 「카발라(Kabbala)」

연금술이라는 용어와 맞닿아 있는 ‘카발라(Kabbala)’의 어원은 유대교 신비주의의 근본을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
스의 ‘4원소 변환설’을 바탕으로 값싼 물질을 금으로 바꾸려고 노력했던 연금술은 실제로 금을 만드는 것에 실패했
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용한 물질들을 발견하기도 했다. 최정화 작가는 인간의 생활에 쉽게 접할 수 있는 ‘플
라스틱’이 하찮고 무용하게 여겨지는 것을 역이용하여 일상의 재료가 멋진 현대미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일상의 사물들을 조합하여 현대미술로 전환시키면서 ‘생활과 예술의 구분이 나누어져 있는 것인가?’,‘예술
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대구미술관 어미홀에서 공개되는 소장품 <카발라(Kabbala)>는 2020년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대구 시민들을 위한 작품이다. 일상의 소중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때, 시민들이 이 작품을 통해 일상
과 예술의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By combining quotidian objects, he successfully transform them into
contemporary art and asks fundamental questions like ‘Is there division
between everyday life and art?’ and ‘what is the essence of art?’
<Kabbala>(2013), the collection of Daegu Art Museum, which
will be unveiled at Umi Hall, is a work for citizens of Daegu who
demonstrated mature citizenship overcoming COVID-19 of 2020.
Preciousness of everyday life is highly valued than ever in times of
pandemic, and we hope that this exhibition can provide all citizens
with an opportunity of enjoying delight of everydayness and art.

전 시 명 | 2020 어미홀 프로젝트
「카발라(Kabbala)」
전시기간 | 2020. 7. 7.(화) ~ 2021. 1. 3.(일)
전시장소 | 어미홀
참여작가 | 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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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규모 | 설치 1점(대구미술관 소장품)
최정화, 카발라, 2020, 플라스틱 바구니, 철프레임, 1600 x 10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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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드 굽타 〈무제〉
Subodh Gupta_Untitled

수보드 굽타(Subodh Gupta)는 인도 비하르(Bihar)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가장 범죄율이 높고 가
난한 동네에서 태어난 굽타는 철도원 아버지와 불교를 지극히 신봉하는 어머니와 함께 어린 시절을

COLLECTION

권미옥 I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실장

보냈다. 굽타는 파트나미술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하였고, 인도 뉴델리에서 거주하며 조각, 설치, 그
림, 사진, 비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활동하는 인도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굽타의
작품은 인도인의 삶과 애환, 일상과 문화 속에 녹아있는 역사와 종교적 흔적과 함께 급속한 경제성
장과 빠른 서구화라는 인도의 현주소를 보여주며 독창적이고 세련된 조형언어로 현대미술계의 찬
사를 끌어내고 있다. 마실 물조차 계급에 따라 결정된 사회에 사는 수보드 굽타의 작품 속에는 물과
음식이 계속해서 등장한다. 굽타가 다루는 음식문화에 녹아있는 정치, 종교, 사회적 이데올로기 등
은 계급사회에 대한 서글픈 은유이자 희망의 상징물이다.

굽타의 〈무제〉(2013)는 흰색 대리석 받침대 위에 은제 숟가락이 놓여 있고 그 안에 해골이 가득 담
겨있다. 어둡고 무거운 주제이지만 매우 간결하고 세련된 형태로 표현하여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메
시지를 전달하려는 작가의 표현방식이 잘 드러난다. 굽타는 “숟가락은 일종의 안전지대이고, 우리
가 살아가는 무대다. 먼 나라 일이라고 치부하지만, 우리는 안전지대에 있으면서 이렇게 수많은 해

끊이지 않지만, 우리는 재난 뉴스에 너무 익숙해져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Subodh Gupta was born and raised in Bihar, India. Born in the poor area with the highest
crime rate in India, he spent his childhood with his father, a railroad worker and his
mother, a devoted Buddhist. He majored in painting at the College of Arts & Crafts in
Patna, India. and currently lives in New Delhi as a representative contemporary Indian
artist utilizing various media – sculpture, installation, painting, photography and video
works. His work <Untitled> (2013) has a silver spoon placed on the white marble pedestal
full of skeletons. The dark and heavy theme is expressed in a succinct and sophisticated
form, revealing his mode of expression to convey implicit and symbolic messages. Gupta
states, “A spoon is a safety zone, and a stage on which we live. It is often neglected as
incidents happening in remote countries but we, living in the safety zone, watch and live
on with disaster-related news symbolizing these numerous skeletons.” He adds, “A series
of deaths caused by disasters in different corners of the world never stop, but we are
extremely used to such disaster news and we carry on with our carefree lives.”
수보드 굽타, <무제>, 2013, 청동에 채색, 은수저, 대리석, 유리상자, 33.5 x 36 x 22.5cm

소장품_수보드 굽타

골로 상징된 재난 뉴스를 듣고 먹고살고 있다.”라고 말하며, 세계 곳곳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죽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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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묵의 〈구성〉(1967)은 정방형의 캔버스에 유화로 그
린 하드 에지 색면추상회화다. 청색과 암적색 그리고 노
랑 세 가지 색채를 수직 수평의 직선으로만 구획한 사각
면들에 긴장감 있게 배치했는데 색채 간의 경계를 테이
핑 기법으로 엄정하게 한정해 놓았다.

추상미술은 칸딘스키와 몬드리안에 기원을 두고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누기도 한다. 흔히 뜨거운 추상과
차가운 추상이라고 부르는 구분에 따르자면 한묵의 작
품은 후자에 해당하겠다. 전자는 표현주의적 충동이 강
한 것이 특징이고 후자는 객관적이고 이지적인 듯한 분
위기가 지배적인데 일반적으로 기하학적 추상이 여기

은 표현주의적 추상으로 시작해 1960년대 중반부터는
기하학적 추상으로 추이를 보였다. 이 시기에 제작된 한
묵의 작품 역시 격정적인 감정의 유출을 배제하고 절대
적이고 완전한 비대상 회화를 추구했다. 단순한 그림에
서 비례와 리듬, 색의 조화나 균형감각이 돋보여 감동적
인 울림을 듣는 듯하다.
한묵, <구성>, 1967, 캔버스 위에 유채, 52×52cm

한묵은 1914년 서울에서 출생한 한국 추상미술의 1세
대 화가다. 1940년 일본 가와바타 미술학교서 수학하
고 홍익대 교수를 지낸 바 있다. 1950년대 후반부터 본

한묵 <구성>
HAN Mook_Composition
김영동 I 미술평론가

격적인 추상미술을 탐구하기 시작했는데 1957년 ‘모던
아트협회’를 결성했다. 1961년 프랑스로 가 주로 파리
에서 활동했고 2016년 작고했다.

소장품_한묵

에 속한다. 1950년대 말 시작된 한국의 앵포르멜 미술

Composition (1967) of HAN Mook a hard-edge
color-field abstract painting with oil on canvas
(square-formed). Three colors – blue, dark red
(burgundy) and yellow – are arranged with tension
on square planes zoned only with vertical and
straight line, and the cross-color boundary has been
strictly limited with the taping technique.
Abstract art originating from Kandinsky and
Mondrian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wo
tendencies. According to the commonly called
classification of hot abstraction vs. cold abstraction,
HAN’s works would correspond to the latter. The
former tends to have a strong expressionist impulse,
while the latter is dominated by an objective and
intellectual atmosphere, and geometrical abstraction
would normally belong to this category. informel
art of Korea that began in the late 1950s started
from expressionist abstraction, and shifted towards
geometrical abstraction from the mid-1960s. HAN’s
works created during this period excluded effusion
of explosive emotions, and pursued absolute and
complete non-figurative painting. The simple
painting stands out in sense of chromatic balance
in company with proportions and rhythms as if to
touch and inspire the hearts of the audience.
HAN Mook born in Seoul in 1914 is one of the firstgeneration abstract artists of Korea. He graduated
from Kawabata Painting School in Japan in 1940,
and worked as a professor at Hongik University.
He formed ‘the Modern Art Association’ in 1957
followed by his exploration into abstract art from
the late 1950s. He carried out his art career mostly
in Paris after moving to France in 1961, and passed
away 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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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술관 유튜브

대구미술관, 시공간 장벽을 넘어
Daegu Art Museum, Beyond the Barrier of Time and Space
INSIDE

문현주 I 대구미술관 홍보마케팅팀장

대구 첫 확진자 발생 하루 뒤인 2월 19일 아침, 차갑고 긴박한

를 기획해야 하고, 촬영해야 하며, 작가 인터뷰 경우에는 작가

긴장감이 대구를 감쌌다. 분야별 코로나19 대책회의가 화상

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이후 편집 과정에서는 영상을 덜어

으로 진행되었고 대구 문화 관계자들의 관련 회의도 신속하게

내고 붙이는 작업을 수없이 반복해야 하고, 적절한 CG와 분위

돌아갔다. 하루 뒤 대구미술관은 바이러스로 휴관하게 된 대

기에 맞는 배경음악 선정, 자막 작업까지 공들인 만큼 좋은 콘

한민국 최초 미술관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고 이후 90일

텐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외주 제작 시 많은 예산이 수반된

간 정적과 함께했다.

다. 지방의 많은 미술관이 이번 상황에 신속하게 온라인 전시

공조 시스템은 돌아가지만 조명은 꺼진 전시장, 작품은 있지

를 선보일 수 없었던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비용 장벽 때문일

만 관람객이 없는 미술관은 마치 거대한 수장고 같았다. 대유

지 모르겠다.

최은주 대구미술관장이 들려주는 「소장품 100선」

행 초반기 미술관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생명이 오가는 전

미술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기도 잠시, 미술관이 사회에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일들이

대구미술관 유튜브에는 현재 200개 넘는 영상 콘텐츠

텐츠를 벤치마킹하겠지만 머지않은 미래 해외 유수미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전시를 현장에서 볼 수

가 게재되어있다. 미술관 콘텐츠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

술관에서 대구미술관 유튜브를 벤치마킹하는 날이 오

없다면 온라인으로 보게 하면 어떨까.’, ‘직관의 감동을 전해

하며 중요도가 높아질 온라인 영상 콘텐츠는 앞으로 우

길 고대해본다.

줄 수 없다면 친절한 설명으로 미술관에 대한 흥미를 높여보

후죽순 세계 곳곳에서 제작되고 업로드될 것이다. 그

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시도는 전염병으로 문화생활이 어

속에서 작품, 미술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많은

려운 사람들과 힘든 시기를 겪는 이들에게 더욱 풍성한 온라

이들에게 사랑받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다양

인 콘텐츠를 제공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 제작 사례들을 살피고 도전하고 연구해야 한다.

대구미술관 영상 콘텐츠 제작은 2013년부터 시작되었다. 공

10년 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한 한 심포지엄에서

연 백스테이지 투어와 같이 미술도 전시 준비 과정을 보여주

모마의 온라인 PR 디렉터는 온라인 PR 중요성을 강조

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메이킹 필름 제작을 계기로,

하며 온라인 전담 부서를 만들어 미래변화에 준비하고

작가 인터뷰, 교육, 심포지엄, 아티스트 토크, 공연 등 다양한

있다고 말했다. 당시 미술관에 온라인 전담부서가 따로

콘텐츠를 영상으로 담아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유튜브가 홍보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작가와 작품, 미술에 대해 다양

채널로 각광받기 시작한 지난 3년 전부터 대구미술관 영상 콘

한 방법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식이 놀라웠다.

텐츠를 유튜브에 올려 각종 SNS 채널에 활용 중이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당분간은 해

영상 제작은 생각 이상으로 많은 에너지를 요구한다. 콘텐츠

외 여러 미술관 유튜브나 비메오를 찾아다니며 영상 콘
대구미술관 유튜브

The COVID-19 pandemic has brought about many
changes at the landscape of art museums. What is
noteworthy above all is that they have moved to
the online world with higher quality and quantity
contents. Daegu Art Museum is at the forefront of
communicating with the audience beyond the barriers
of space and time by providing online services for
various types of content which were not previously
introduced along with wide-ranging offline programs
now presented online.

「대구미술관, 시공간 장벽을 넘어」

큐레이터와 함께 모바일 전시 투어 「당신 속의 마법」

쟁과도 같은 시기 문을 닫고 뉴스에 촉각을 세우는 일 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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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
박동준
박소영 I 전시기획자, PK Art & Media 대표

대구미술관에 기증되었다. 이제 하늘의 별이 된 그녀를

정산을 잘 못 해 처음엔 얼마간 손해가 난 줄 알고 미안

기리는 ‘박동준 기념사업회’는 예술가들의 지원에 주

해하는 나를 그녀는 ‘분도를 알리는 멋진 스펙터클을

력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건 그녀의 평생 친구인 윤순

만들었으니 충분하다’며 위로해주었다. 정산을 다시 한

영 선생의 헌신 덕분이다. 이 둘은 같은 비전과 신념으

결과 다행히 손해는 보지 않았다.

로 그동안 ‘이상화 고택 보존사업’을 비롯해 대구의 문
화·예술 발전을 위해 하나로 뭉친 동지였다. 아름다운

내가 갤러리분도를 그만둔 후는 박동준 선생이 본격적

사람 박동준은 오래오래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

으로 총괄 디렉팅을 담당하게 되었다. 거기서 전시를 했

을 것 같다.

INSIDE

PARK Dongjun – a Beautiful Person

받았고, 공연수익을 합쳐 겨우 예산을 채울 수 있었다.

던 작가들은 하나같이 작가를 존중하는 그녀의 마음과
배려에 감동했다. 그녀는 상업성보다는 예술성을 더 중
시했고, 무엇보다도 예술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애를 썼기 때문에 어려운 갤러리 운영으로 속

故 박동준 대표

앓이를 했다. 그동안 그녀는 대구 미술계의 여러 행사
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쁜 시간을 쪼개
다. 윤순영 선생이 대구시 중구 청장 선거에 나갈 준비를 하고

‘아름다운 가게’ 대구 지회장 역할을 성심성의껏 수행

까이서 얘기를 나눈 건 2005년 가을이었다. 친분이 있던 한 기

있었다. 패션디자이너 박동준은 대봉동 사옥을 새로 지을 때

했고 연극인 복지재단에도 애정을 쏟았다.

자로부터 내 사무실에서 가까우니 ‘차 한잔하러 오이소’라는

패션, 미술과 공연이 만나는 복합문화예술 공간을 꿈꾸었고,

지독히 고통스럽고 긴 항암치료를 받던 중에도 초인적인

전화를 받고 갤러리분도 건물 꼭대기 층 카페로 갔다. 건물 1층

건물 2층의 갤러리와 지하 소극장은 그때까지 윤순영 선생이

힘을 발휘해서 늘 멋진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았다. 가족

박동준 패션숍 입구 유리창은 프란츠 카프카, 마르셀 뒤샹, 볼

운영했었다. 그러나 이제 박동준 선생이 모든 걸 떠안게 된 것

과 최측근을 제외하곤 그녀가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줄

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같은 위대한 문호, 미술가, 음악가의

이다. 나 또한 난감했다. 그동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지자

몰랐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부고에 모두 충격을 받았다.

이름과 함께 그녀와 가까운 건축가, 연극인, 예술가들의 이름이

체 지원을 받은 전시만 기획했던 나로선 갤러리의 모든 행정

그녀의 유언에 따라 일생 쉼 없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

흰색 레터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예술과 문학을 사랑하는 순수

적인 문제를 감당하는 건 썩 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서 모은 재산 대부분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쓰이

한 소녀 감성이 느껴져 입가에 미소가 머금어졌다. 검은색 옷을

게 되었다. 항암치료 개선을 위해 종합병원에도 기부했

즐겨 입는 세련되고 포스 넘치는 그녀는 이렇듯 해맑은 심성의

그럼에도 난 일단 업무를 맡게 되면서 2008년 12월까지 꼬박

고 격년제로 유망 패션디자이너와 미술가를 지원하는

소유자였다. 난 만나보기도 전에 그녀에게 호감이 갔다.

3년간 신생갤러리가 전국적인 입지를 갖게 되도록 열정을 쏟

‘박동준상’도 제정되었다. 그녀의 미술작품 컬렉션은

아부었다. 박동준 선생은 갤러리 운영과 지향하는 바에 전적
오픈한 지 1년이 안 된 갤러리분도 아트디렉터를 맡아달라는

으로 내 의견을 신뢰해주었고, 내가 원하면 모든 걸 제치고 경

부탁을 받았다. 한 번도 상업 갤러리에서 일한다는 생각을 못

기도 산골에 있는 작가의 작업실에도 함께 갔었다. 2006년 가

했던 터라 처음엔 거절했다가 오로지 전시기획만 담당하는 조

을에 새로 생긴 ‘대구아트페어’와, 그 이듬해 ‘키아프’에 참여

건으로 그곳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앞으로의 전시 일정이 전

했을 때 우리는 갤러리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혀 잡혀있지 않은 상태여서 이미 계획이 되었던 파리 여행을
떠나기 전 나는 신속하게 작가들을 섭외하고 이듬해에 올릴 전

갤러리와 소극장을 관객들과 이동하며 펼쳤던 미술, 무용, 음

시를 구성했다. 그녀는 두 번째 만남에서 내게 말을 놓았고, 난

악, 영상이 합류하는 스펙터클 ‘바람이 일다’(2007.3)를 기획

그게 전혀 싫지 않았다. 윤순영 선생이 ‘어, 왜 말을 놓니?’라

할 때 총예산의 1/4 정도만 대구시의 다원예술분야 지원을 받

고 물으니 ‘난 소영이가 마음에 들어서 내 동생으로 삼았어.’

았다. 난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박동준 선생의 도움이

2006년 2월 중순 여행에서 돌아오니 뜻밖의 변수가 기다렸

필요했다. 그녀의 인맥 덕분에 세 군데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갤러리 분도, 2019년 이세현 전시 오프닝

아름다운 사람, 박동준

전시장에서 한번 스치듯 수인사를 했던 박동준 선생과 처음 가

I was fond of PARK Dongjun filled up with
genuine girlish sensibility as an art and literature afficionado when I first met her in
autumn, 2005. She spoke to me in a casual
non-honorific form of language from our
second encounter, telling me “You are my
younger sister because I like you.”
I first refused to accept the offer to be an
art director for Gallery Bundo which was
opened less than one year ago back then,
but for as many as three years, I poured in
my passion for the gallery to be nationally
acclaimed together with PARK. She transformed the 2F and 3F into the gallery, and
the basement floor into a theater, dreaming
of a multi-cultural space of fashion, art and
performance.
She preferred artistry over commercial popularity, and strived to be of help to artists as
much as she could, which made it challenging to financially keep the gallery afloat.
According to her will, most of her fortunes
are to be used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Park Dongjun Award’ was designated to award renowned fashion designers
and artists in rotation every two years, and
‘Park Dongjun Memorial Foundation’ was
formed to support artists. Gallery Bundo
has sought after changes without vanishing,
continuously promoting artists that never
stop experimenting with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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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준 컬렉션: 의미 있는 기증
PARK Dong jun: a meaningful donated collection

그동안 대구미술관의 소장품 중 925점이 기증에 의해서 수집되었고 이는 전체 소장품 중 65%에 해당
한다. 이처럼 소장품 수집에서 기증은 의미 있고 미술관은 기증자와 기증의 의미를 최선을 다해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증은 나눔과 부의 선순환에 대한 긍정적인 모델이고 문화경쟁력을 확
보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故 박동준 대표와 갤러리 분도의 기증은 갤러리의 사회

앞으로 대구미술관은 ‘기증’의 의미에 대하여 보다 깊이 생각하며 기증자를 예우할 수 있는 보다 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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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헌을 보여줄 수 있는 뜻깊은 사례가 될 것이다.
김혜진 I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또한 미술관의 자산인 소장품을 시민들과 널리 공유할 수 있
도록 전시와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소장품은 그 미술관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품을 수집하는 것은 곧 미술관의 역
사가 될 수 있다. 2021년 10주년을 맞이하는 대구미술관은 현재 1,423점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다. 소장
품 수집 방식은 크게 구입과 수증, 관리전환으로 나눌 수 있다. 작품 구입은 공모를 통해 수집 신청을 받고
심의 과정을 거쳐 미술관의 방향성과 적합한 작품들을 수집하게 된다. 기증 작품 역시 수집 방향을 토대로
진행되는데, 기증의 경우 특히 기증자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고 존중하여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올해 대구미술관 1차 소장품 수집에는 갤러리 분도 대표였던 故 박동준 선생의 기증이 있었다. 박동준
대표는 패션과 미술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대구 지역 문화예술과 사회운동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

표 갤러리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번 기증은 재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 달라는 故 박동준 대표의 유언에 따라 갤러리 분도 측에서 지난
2월 작품 기증 의사를 대구미술관에 전달하였다. 대구미술관은 지역 예술발전에 공헌한 고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작품 수집 심의 위원회를 거쳐 5월 기증 절차를 완료했다.

박동준 컬렉션, 정점식

김호득, 흔들림 문득-떠오르다, 2009, 캔버스에 혼합재료, 60 x 90.5 x 4cm

이번처럼 갤러리에서 미술관에 작품을 대거 기증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오랫동안 지역 미술 발전과
함께 한 갤러리의 성과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뜻깊고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기증 작품에는 대구·경
북의 대표 작가 및 한국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이 다수 구성되어있다.

기증 작품을 살펴보면 대구·경북 지역 작가의 작품이 60점으로 전체 작품의 57% 가량을 차지한다. 또
한, 국내 작가 작품 40점과 해외 작가 5점이 기증되었다. 이중에서는 대구미술관이 중점적으로 수집하려
고 하는 대구 근현대미술의 주요 작가 중 하나인 신석필, 정점식, 유병수, 서창환, 이명미의 작품이 있다.
또한, 대구 구상미술의 부상(1980년대 이후)을 알렸던 대표 주자 김일해, 이교준, 정병국, 이지휘 작가의
작품을 포함하며 1990년대 이후 주요 작가인 김호득, 임현락 작가의 작품이 기증되었다. 특히 대구미술
관에서 수집 우선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던 작가 중 이지휘, 임현락 작가의 작품이 기증된 것은 의미있다
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단색화 2세대 대표작가로 불리는 장승택을 비롯해 이기봉, 유봉상, 임택, 이혜
인 등의 국내를 대표하는 작가의 작품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갤러리 분도가 기증한 작품들은 故박동
준 대표의 지역 미술에 대한 애정과 예술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작품들이다.

Late director PARK Dong jun of Gallery Bundo donated her precious 105-piece collections to
Daegu Art Museum. She used to significantly contribute to local culture and arts, and social
movements in Daegu with the deepest affection for fashion and art. Gallery Bundo is known as
one of the iconic galleries by introducing pioneering shows that lead the contemporary art, while
exploring competent local artists.
The gallery informed Daegu Art Museum of its willingness to donates its collection last February
according to the will of late director PARK Dong jun that stated a partial return of his wealth to the
society. The donation process was completed in May by going through the Collection Deliberation
Committee in order to honor his spirit as a contributor to the development of local art.
A total of 105 pieces were donated and many of them are those of Daegu and Gyeongbuk
artists, and of Korean contemporary artists. This scale of a gallery donating to an art museum is
unprecedentedly huge, which is meaningful and noteworthy in that the achievements of the gallery
that has sided with local art development for long are shared with Daegu Art Museum.

박동준 컬렉션 : 의미 있는 기증

다. 갤러리 분도는 역량 있는 지역 작가를 발굴하고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선도하는 전시를 통해 지역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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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예술세계> 심윤

나의 예술세계

<나의 예술세계> 김소희

활동과 발표의 장을 준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사업을 꾸려가면서 당초의 의미
에 더해 다양한 주체들의 만남으로 인해 그 의미는 점점 더 풍성해져 갔다.

<나의 예술세계>는 지역 미술작가와 기획자 등 미술인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Artist Introduction Project of Daegu Art Museum: My Art World

하였다.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총 91명의 작가와 15명의 진행자가 지원하였고,

박민영 I 대구미술관 수집연구팀장

사하여 지역의 신진, 중진 작가 30명을 선정하였다. 심사 결과는 1980년대생과

작가의 경우 전업으로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 중 작품 평가와 소통 가능성을 심

1990년대생의 작가들이 주를 이루었고, 여기에 약간의 1960년대, 1970년대 생
의 작가들이 포진되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작가와의 깊이 있는 소통을
이끌어줄 진행자를 따로 선발하였다. 14명의 진행자는 신진 큐레이터, 방송관련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는 새로운 시스템의 사회에 진입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생업이 막히고 경제적인 타격도 만만치 않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는 물리적 감염의 위험을 대비하기

다. 예술가들 역시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하여 모든 강연과 생계

위해 사회 전반에서 비대면 소통이 시도되고 있다. 사람들은 마

를 위한 활동이 중지되었고, 전시 등 작품 발표는 연기되거나

스크를 쓰고 화상회의를 한다든지, 재택근무를 하고, 학생들은

취소되었다. 맨 처음 <나의 예술세계>를 기획할 당시에는 코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는 등 만나지 않은 채로 소통을 유지하기

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미술인들을 지원한다는 과제

위해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물리적 활동

가 우선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예술가들

범위, 물리적 장소와 거리의 중요성은 점점 줄어들었고 급격하

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과제가 있었다. 이 프로젝트

게 온라인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불

는 작가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강의료를 주어 생계에 조

과 4개월여 만에 벌어진 일이라니 놀라울 뿐이다.

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동시에 활동이 막힌 작가들에게 새로운

대구미술관 작가소개 프로젝트 「나의 예술세계」

대구미술관 작가소개 프로젝트

<나의 예술세계> 기획자 교육

자, 문화기획자 등 다양한 분야의 신진 기획자들이 참여해 주었다.

선정작업이 끝난 뒤 1차 회의에서 진행자가 관심 있는 작가를 선택하여 매칭하였
고, 다큐멘터리 감독 황완섭 선생님의 경험과 조언을 강의로 듣고 구체적인 방향
을 설정해 나갔다. 2차 회의에서는 작가와 진행자가 만나 대화를 나누고, 진행 일
정을 조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매칭된 작가와 진행자는 인터뷰 전에 수차례 만나
작품세계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작가연구를 진행하였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세계를 효과적으로 대중에게 소개할 방법을 찾고, 진행자는 작가연구와 콘텐
츠 편집으로 작가의 예술세계가 잘 드러나도록 협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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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 프로젝트는 진행하면서 예기치 않은 결과물과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37

참여작가 김결수, 김도경, 김상덕, 김상우, 김성희,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 온라인 세계의 많은 이들과 만

김소희, 김윤경, 김조은, 류현민, 박정현,

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만성적으로 기획자 부족을 겪으면서

백지훈, 변카카, 손승열, 신강호, 신상욱,

도 기획자들이 활동할 필드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던 미술계에 새로

심윤, 안효찬, 연봉상, 윤보경, 이경민,

운 기획 영역의 개발이라는 신호탄을 올릴 수 있었다. 이번 프로그램

이성경, 이승희, 이중호, 임영규, 임은경,

에서 이들의 활약으로 다양한 시선들이 모였고, 각자 기획자적 개성이

정민제, 정지현, 정진경, 조원득, 황해연

발산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이러한 기획자의 등장은 건강한 미술
생태계 형성에 기여할 것이며, 작가의 콘텐츠를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다.

진행자

김관형, 김신혜, 김예슬, 김유진, 노해림,
박천, 방선현, 서한결, 이준현, 이지인,

<My Art World> was designed to give opportunities for artists to product and present their works
by creating content to introduce them. Opening was on in March for art practitioners including
local artists and curators. A total of 91 artists and 15 curators applied, and 30 artists – local
new and experienced - were selected through artwork evaluation and communication potentials
among full-time artists. In this program, moderators were selected that could lead in-depth
dialogue with artists. New 14 curators were engaged in from different fields as new curators,
those involved in broadcasting and cultural curators. <My Art World> as an online project
implied the scalability of art museum projects as well as usability of content in art museums. It is
expected that archives on art of Daegu would be built up by accumulating the materials of artists
over the lo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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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작가는 자신의 작품세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더 넓은 세계로

장샤론, 정연진, 최다예

그리고 그간 대구미술관에서 작가와 작품을 보여줄 방법이 ‘전시’라
는 형식으로 한정되어 있었다면, 온라인 프로젝트인 <나의 예술세계>
는 미술관 콘텐츠의 활용 가능성과 미술관 사업의 확장성을 시사해 주
었다. ‘전시’의 형태로 초대된 작가가 아닌 작가들을 영상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장을 열었다.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제한된
전시의 형태를 넘어 자유롭게 넘나드는 온라인 세계에서 작가들을 만
나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콘텐츠는 더욱 많은 확장성을 가져올 것
대구미술관 작가소개 프로젝트 「나의 예술세계」

으로 생각되는데, 여러 가지 현실 여건으로 제대로 발표하지 못해 눈
이 닿지 않았던 작가들을 발굴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미술인들의
자료를 축적하여 대구미술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불
어 새로운 온라인 관객의 유입에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세대를
넘어선 다양한 작가층의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미술관 영상
콘텐츠를 수요로 하던 관객을 넘어서 타 지역에서 접근하는 관객 등
새로운 온라인 관객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오프라인에서의 미술관 방문율과 관심도의 상승으로도 이어질 것이라
예상한다.

코로나19는 공교롭게도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의 필요성을 부
각시켰고, 주저하던 우리를 성큼 움직여 새로운 사회로 진입하게 만들
었다. 이렇듯 변화하는 문화 환경은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이고, 이
에 한발 앞서 대처할 때, 그 발전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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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예술세계> 신강호 촬영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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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전업작가 작품 구입공고

2021년 대구미술관 개관 10주년을 앞두고 전시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고, 2024년까지 소장품

대구미술관은 코로나19로 힘든 전업 작가들의 어려움을 나누고, 미술창작과 유통을 활성화하

3,000점을 목표로 소장품 수집연구를 강화한다. ‘소장품 상설전’은 대구미술관 소장품을 연중 만날

고자 7월 2일(목)부터 7월 22일(수)까지 작품 구입 공모 접수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구지역 출

수 있는 전시로 다양한 소재 발굴과 주제 개발로 소장품 연구와 전시 지평을 확장시켜 나간다. ‘다티

신이거나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총 188여 개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대구미술관의 이

스트(DArtist)_대구작가시리즈’는 대구를 넘어 국내외에 대구 작가를 알리기 위한 전시로 대구·경

번 작품 수집 방향은 대구미술사에 기여한 원로 작가의 작품, 대구미술계를 대표할 만한 역량

북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만 40세 이상의 작가를 대상으로 한다. ‘대구포럼’은 1970년대 한국현대

있는 원로·중진 작가의 작품, 대구미술계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청년작가의 작품으로 작품수

미술의 중요한 흐름으로 기억되는 ‘대구현대미술제’의 뜻을 기리고, 동시대 현대미술의 주요 흐름과

집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하며 시각예술 전 분야 작품을 작가당 1점 500만 원 내외에서

이슈를 창출해 내는 전시다. 매년 소개하는 이 전시를 통해 대구미술관의 기획력을 본격적으로 제시

구입할 계획이다.

NEWS

대구미술관 뉴스

대구미술관 전시개편, 소장품 수집연구 강화

한다.‘와이(Y) 아티스트 프로젝트’의 운영방식에도 변화를 주어 매년 작가 1인 지원방식에서 다수의
신진작가를 지원하는 그룹전 형태의 주제전으로 운영방식을 달리한다.
소장품 수집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2024년까지 소장품 3,000점을 목표로 해마다 약 300여
점의 작품을 수집한다. 한국 근·현대 미술을 관통하는 주요작품을 전략적으로 수집하고, 대구미술
이 국내외 미술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수집과 연구를 통해 조명할 계획이다. 소장품 보존·관리의
효율적인 체계도 마련한다. 근대기 작품의 경우, 보존 관리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작품을 파악하여 정
기적으로 작품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보존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소장품 수집, 연구, 보존,
관리, 그리고 전시로 이어지는 순환의 연결고리가 작동될 수 있도록 작품이 미술관에 소장되는 시점
에 최대한의 자료를 함께 전달받아 아카이브와 연동하고, 작품 및 작가 연구의 원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Announcement on Purchasing Works of
Full-Time Artists in Daegu

Reorganizing Exhibitions at Daegu Art Museum,
Focusing on Research on Gathering Collections
Daegu Art Museum has completely reorganized its exhibition programs as it braces for its 10th
anniversary exhibition in 2021, and reinforced its research on gathering collections under the aim to collect
3,000 pieces by 2024. The ‘permanent collection exhibition’ is open throughout the year for the audience
to encounter Daegu Art Museum’s collections, expanding the scope of collection research and horizons of
exhibitions by discovering wide-ranging objects and developing new themes. ‘DArtist_Daegu Artist Series’
is an exhibition to promote Daegu artists at home and abroad beyond Daegu, targeting artists aged 40 or
higher that are active in Daegu and Gyeongbuk region. ‘Daegu Forum’ is an exhibition to commemorate
‘Daegu Contemporary Art Festival’ which is remembered as aa critical part of the Korean contemporary
art of the 70s, and come up with major flows and issues in the contemporary art in today’s world. Daegu
Art Museum’s curatorial prowess is exerted through this annual exhibition. ‘Y Artist Project’ has also been
modified in the way it is run, endorsing multiple new artists in a group exhibition instead of a single artist.
Under the five-year plan for gathering collections, approximately 300 pieces will be housed each year
to reach 3,000 pieces by 2024. Mostly major works of the modern and contemporary art of Korea will
be strategically collected, and the prestige of Daegu art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t history
will be examined through collection and research. There will also be an efficient system for preserving
and managing collections. For the works of the modern era, the ones urgently requiring conservation
management will be identified to regularly check out their conditions, and be subject to conservation
control in a timely manner. Lastly, relevant materials will come together with collections to be aligned
with the archive, ensuring virtuous cycle of collecting, research, conserving, managing and exhibiting
collections. The materials will also be managed to be utilized as sources for researching artworks and
artists.

DAEGU ART MUSEUM NEWS

Daegu Art Museum announced a public opening for purchasing works from July 2 (Thur.) to 22
(Wed.) of full-time artists financially struggling due to COVID-19 and facilitating art creation and
distribution. As a result, a total of 188 pieces of artists that are from or active in Daegu were
received. The works to be collected this time are those of senior artists that contributed to the art
history of Daegu, those of competent senior and experienced artists deserving to stand for the
art community of Daegu, and those of young artists thriving in the artistic circles of Daegu. Final
decisions are made through the Artwork Collection Deliberation Committee, and purchases will be
made at 5 million won or so per piece of an artist among works in the entire field of visual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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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술관 외경

2020년 전시일정

2020 악동뮤지엄

희망콘서트, 대구미술관

대구미술관은 2019년에 이어 올해도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어린

대구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이 '찾아가는 희망콘서트 - 코로나

이는 무엇을 믿는가_악동뮤지엄>를 실시한다. 악동 뮤지엄은 대

19 희망으로 말해요'를 주제로 대구미술관 어미홀에서 6월 30일,

구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어린이를 위한 연구 프로젝트로 예술가

7월 7일, 7월 21일 3차례 개최했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은 현악 4

대구미술관

와 함께 세상을 관찰하고, 사고하며 예술적인 행위를 경험할 수

중주, 목관 5중주, 금관 5중주 등 실내악 연주로 앙상블을 이뤄

「새로운 연대」

있을 뿐만 아니라 활동 과정을 전시로 소개한다. 대구/ 경북 소재

엘가 '사랑의 인사',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중 '개선 행진곡' 등 클

초등학교 2학년~5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대구광역시통합

래식 음악과 영화 '라라랜드', '여인의 향기' 삽입곡을 들려주었고,

예약시스템(인터넷) 접수 후 자동 추첨을 통해 20명을 1차 선발

대구시립합창단은 혼성 중창으로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아름

하고, 이후 10명을 최종 선발하여 7월 25일부터 12차에 나눠 실

다운 세상', '경복궁 타령', '우정의 노래' 등 대중가요와 민요 등을

시한다. 올해는 류현민(대구미술관 Y-artist 7 선정 작가), 안효

선사했다. 공연은 1m 이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

찬(대구문화예술회관 2019올해청년작가)과 함께 한다.

매뉴얼(지침서)에 따라 진행되었다.

Exhibition Schedule

코로나 시대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모색하는 전시
•전시기간 | 2020. 6. 16.(화) ~ 9. 13.(일)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22길 27 (우) 41920
T. 053-252-2566
‘Here we are’| 2020. 7. 2.(목) ~ 9. 30.(수)

•전시장소 | 1전시실

대구예술발전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22길 31-12 (우) 41920

현대 회화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독일 신라이프치히 화파의

T.053-430-1225

대표작가인 팀 아이텔의 작품 70여 점을 선보이는 전시

‘각·색’ | 2020. 5. 15.(금) ~ 8. 9.(일)

•전시기간 | 2020. 7. 7.(화) ~ 10. 18.(일)

10기 입주작가 -최진연 ‘Praxis’ | 2020.7. 21.(화) ~ 8. 5.(수)

•전시장소 | 어미홀, 2, 3 전시실

윤우진 ‘생(Life)_밀려오는 파도처럼’ | 2020. 7. 29.(수) ~ 8. 16.(일)

지역작가 연구전 「정재규」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출신으로 40여 년 프랑스 파리에서 조형사진 작업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 (우) 42672

매진한 정재규 작가의 개인전

T. 053-426-5615

•전시기간 | 2020. 7. 7.(화) ~ 10. 18.(일)

2020 올해의 중견작가展 | 2020. 7. 9.(목) ~ 8. 15.(토)

•전시장소 | 4, 5 전시실

2020 올해의 청년작가展 | 2020. 7. 16.(목) ~ 8. 22.(토)

희망콘서트

대구에 근간을 두고 작업하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대구미술의 예술적 진보성을 부각시키는 전시
•전시기간 | 2020. 9. 29.(화) ~ 2021. 1. 3.(일)

2020 Akdong Museum

Hope Concert, Daegu Art Museum

Daegu Art Museum conducts Ggumdarak Saturday Cultural School
again in 2020 in the title of (What do children believe in? _Akdong
Museum). ‘Akdong Museum’ is a research project for children
organized by and held in Daegu Art Museum, enabling children to
observe and reflect on the world with artists and experience artistic
acts, and also introducing the course of their activities in the form of
exhibitions. Eligible applicants are children in second through fifth
grades in elementary schools in Daegu/Gyeongbuk, and 20 of them
are selected in the first round through an automatic draw after they
are registered at Daegu City’s Integrated Reservation System (online),
and 10 finalists are selected for the program over 12 sessions
starting July 25.
This year’s program is joined by RYU Hyeonmin (an artist selected as
Y-artist 7 at Daegu Art Museum) and AHN Hyochan (the 2019 Young
Artist of the Year at Daegu Arts Center).

Daegu Symphony Orchestra and Daegu City Choir organized
‘Outreach Hope Concert-Let’s Talk With Hopes for COVID-19’ at UMI
Hall at Daegu Art Museum three times on June 30, July 7 and July
21. Daegu Symphony Orchestra consisting of a string quartet, a wood
wind quintet and a brass quintet as an ensemble for chamber music
played classical music including Elgar’s ‘Salut D'amour’, and ‘Grand
March’ from ‘Aida’ by Verdi, and soundtracks from movies, ‘La La
Land’ and ‘Scent of a Woman.’ Daegu City Choir sang popular songs
and folk music in mixed voices including ‘The Car with Two Tires’, ‘The
Beautiful World’, ‘Gyeongbokgung Taryeong’ and ‘Stein Song.’ The
show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COVID-19 Daily Quarantine
Guidelines including keeping a distance of at least one meter and
wearing masks.

•전시장소 | 1전시실

EXHIBITION SCHEDULE

「팀 아이텔(Tim Eitel)_무제(2001-2020)」

「메이드 인 대구(Made in Daegu Ⅱ)」
2019 악동뮤지엄 프로그램 참여모습

NEWS

대구의 청·장년 작가와 중견 작가 12명이 참여하여 포스트

수창청춘맨숀

제20회 이인성 미술상 수상자전 「조덕현」
제20회 이인성 미술상 수상자인 조덕현 작가의 작품세계를
볼 수 있는 대규모 개인전
•전시기간 | 2020. 11. 3.(화) ~ 2021. 1. 17.(일)
•전시장소 | 2, 3전시실

대구미술관 채널

이인성 미술상 20주년 기념특별전

작가 인터뷰, 메이킹 필름, 심포지엄 영상 등
대구미술관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 채널

이인성 미술상 20주년을 기념하여 현재까지 수상한 작가

•Web: artmuseum.daegu.go.kr

18명의 작품을 한자리에 소개하는 전시

•Facebook: damuseum

•전시기간 | 2020. 11. 3.(화) ~ 2021. 1. 17.(일)

•Instagram: daeguartmuseum

•전시장소 | 4, 5전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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