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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대에 유효한 예술의 좌표
「새로운 연대」 & 「희망드로잉 프로젝트」

전시기간 | 2020. 6. 16.(화) ~ 9. 13.(일)
전시장소 | 1전시실
참여작가 | 권세진, 김성수, 김안나, 김영섭, 김종희, 심윤,
이지영, 오정향, 장미, 장용근, 정재범, 황인숙 총 12명
전시규모 | 회화, 조각, 사진, 설치, 영상 등 작품 164점

김보람 I 월간 대구문화 기자

EXHIBITION REVIEW

Guiding paths for art in the new era
「New Communion」 & 「Hope Drawing Project」 Exhibition

전 시 명 | 「새로운 연대」

코로나19 여파로 오랜 기간 침묵했던 예술계. 무대가 사
라진 동안 문화계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에 대한 즉
각적인 대답이 대구미술관 기획 전시로 들려왔다. 국내
공공미술관 중 ‘코로나19’를 다룬 최초의 전시인 「새로운
연대」전에서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대규모 유행을 겪은
대구에서의 사투가 절정에 달했던 3월, 문 닫힌 미술관에
서 준비된 이 기획전은 당시 대구의 생생한 증언을 동시
대 미술(Contemporary art)로 옮겨내 화제를 모았다. 지

작한 신작들을 모은 전시였다. 전시에는 총 12명의 작가
가 참여했으며, 이들은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형태의 연
대가 필요한 때’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새로운 연대 」

역 또는 지역 출신의 젊은 작가들이 재난 상황 속에서 제

실로 현대는 ‘연대’가 절실한 시대임은 분명했다. 급격한
환경의 변화는 시대 감성을 공유하는 ‘세대’의 정의를 30
년에서 10년, 5년 주기로 잘게 쪼갰고, 그 사이 간극 역시
더 멀리 벌려갔다. 이 밖에도 남과 여, 좌와 우, 중앙과 지
방,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대립과 분열로 점철된 개인화
된 풍경이 21세기의 기본값인 양 여겨졌다. 그 가운데 벌
어진 팬데믹은 전 지구를 하나로 묶어내는데 확실히 성공
한 듯하다. 대립을 초월한 최우선적 과제가 생기면서 공동
체 의식을 담보로 하는 전 세계적 연대의 움직임을 반작
용으로 끌어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필요를 구체화한 「새로운 연대」전은 재난 현장에
서 발로 뛰어 얻은 실제적 기록에서 출발해 이를 회화성
짙은 예술 언어로 재현하고, 그 속에서 발견한 개인과 사
회의 관계성을 개념화하며, 나아가 상처 난 마음을 보듬
「새로운 연대」 전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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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허락돼 온 1층 전시장을 ‘지역’ 그리고 ‘청년’에게 내어

못 보던 것을 보고, 느끼고, 감각하게 된 지금, 이러한 변화를

준 시도는 그간 매우 드물었기 때문이다. 이는 전시의 주제 측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가 전시의 중심을 잡았다. 특히 몰입감

면에서 보면, 새 시대를 관통하는 시각이 진취적인 사고를 펼

을 높였던 도입부는 열화상 카메라, 방호복을 입은 의사와 간

쳐 보일 젊은 작가들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지역

호사, ‘2m’라는 거리와 보이지 않는 환경에 관한 민감도를 다

미술관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젊은 세대와 미술관의 연대’

큐멘터리 사진과 영상, 실시간 인터렉티브 아트로 보여주며,

에 대한 내용이기에 상징적이다. 또 이번 전시가 청년 작가들

어느덧 익숙한 모양으로 일상에 편입된 광경과 부지불식간 자

의 집약적인 성취를 끌어냈다는 점은 지역 작가 양성에 있어

리 잡은 인식의 고리들을 엮어냈다.

미술관이 지닌 힘을 가시화하기에 충분했다. 개관 10년을 앞

현 상황에 대한 사실적 묘사로 시작한 전시는 점차 회화와 조

두고, 대구라는 지역성을 구체화해가는 대구미술관의 행보가

각 그리고 개념 미술을 가로질러 전개해가며 예술이 시대를

기대되는 지점이었다.

어떻게 작업으로 승화하고 소통하는가를 자연스레 따라가도

전시 말미에는 원로 작가 전선택 화백을 시작으로 지역 작가

록 유도했다. 또한 그것은 ‘관찰과 기록’, ‘현실의 재현’, ‘소통

100인이 차례로 호명하여 릴레이로 이어 나간 「희망드로잉 프

과 관계’ 그리고 ‘위로와 치유’ 등 예술이 지닌 사회적 기능을

로젝트」를 만나볼 수 있었다. 장르, 세대, 작가의 범위 등 미술계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가 예술에 요구하는 역할에 대한

내에 존재해 온 견고한 장벽들을 넘어 20~90대 작가 100인을

응답으로도 이어진다.

고루 모아냈다는 측면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연대’의 가능

‘지역 연고의 젊은 작가’를 중심으로 한 전시 형태는 코로나

성을 재확인시켜주었다. 각각의 작품은 작가 작업의 요체와 골

19 이후 세계화보다는 ‘지역성(로컬)’의 요구가 부각되는 시대

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드로잉’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제시됐는

들어 낼 어떤 가능성이 흐릿하게 환시되어 내비쳤다.

적 상황을 지역 미술관 차원에서 풀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데, 이러한 작업 단초의 나열은 코로나19 이후 제기된 예술의 본

한편, 전시 기간에는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미술관이 열

시도로 읽혔다. 전시가 펼쳐진 공간 역시 이를 강하게 뒷받침

질에 대한 내용을 지역과 결부해 환기하도록 기능했다. 드로잉

고 닫기를 반복하는 등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다.

한다. 해외 유명 작가나 미술사에 굵직한 족적을 남긴 작가들

의 특성상 나타나는 빈 여백에서는 또 다른 예술적 변곡점을 만

이는 감염병 유행 정도에 따라 가장 먼저 문을 닫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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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치유에 이르는 총 4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있었다.

「새로운 연대」 전시전경

시 연계 퍼포먼스’ 같았다. 이 커다란 장애물은 ‘관람
객’을 재발견하는 계기도 제공했다. 잠정 폐관이라는 변
동성에 더해 시간별로 소수의 인원만을 허용한 사전 예
약 방식 도입으로 수많은 허들을 넘어야 했던 제약에도
기어코 작품을 마주하고 서있던 관객의 모습은 실로 인
상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앞으로의 예술은 이처럼 위험
과 불편을 무릅쓰고 작품과 대면하고자 하는 관객들로
인해 더 많은 가치를 입을 것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온라인으로 병행 진행된 「희망드로잉 프로젝트」처럼 대
구미술관은 대면 이외의 소통 방식에 대한 실험을 일련
의 프로젝트를 통해 강화하고 있다. 인류가 직면한 위기
속에서 예술, 그리고 미술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미술관과 작가가 새롭게 연대해 이에 효과적으로 답할
수 있을 때, 예술은 사회 속에서 그 존재 이유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희망드로잉 프로젝트」 전시전경

「새로운 연대 」

는 국공립 시설들에 대한 담론을 끌어내는 한 편의 ‘전

The exhibition of 「New Communion」 as the
first one to touch upon the COVID-19 pandemic
among public art museums in Korea has drawn
attention by summoning vivid testimonials of
Daegu to the contemporary art in March this year
– the peak period for Daegu to suffer from the
pandemic earlier than any other regions in Korea.
The exhibition presenting new works produced
by local or Daegu-born young artists in the crisis
has been interpreted as a positive attempt for
having unraveled the current circumstances of
the times where the demand of ‘locality’ has been
highlighted in the context of a local art museum.
Moreover, the 「Hope Drawing Project」 was
introduced where 100 local artists – starting from
senior artist Jeon Seon Taek – on by one in a relay.
The aspect that the 100 artists evenly distributed
in the age range of the 20s to the 70s beyond
the rigid barriers that have remained in the art
community – genres, generations and the scope of
artists – reaffirmed an unprecedented possibility of
‘new comm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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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아이텔 The Painter
Tim Eitel The Painter

팀 아이텔(1971-)의 작품은 세계의 여러 현상들과 닿아 있다. 심지어 지구를 마비시킨 코
로나19가 야기한 언택트(Untact) 시대 그리고 그 가운데 놓인 인간 실존의 문제도 아이텔
의 작업에서 읽어 낼 수 있다. 그렇다고 화가에게 예언자적 지위를 부여하여 과잉 해석의

「팀 아이텔 _무제(2001-2020)」

「팀 아이텔_무제(2001-2020)」 전시전경

위험을 감수할 필요까지는 없다. 아이텔의 작업 세계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김석모 I 철학박사, 미술사학자

이 존재한다. 그만큼 그의 회화가 세계와 접하고 있는 면이 넓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아
이텔의 그림에서 가장 의미 있게 여겨지는 것은 앞서 진부하다고 언급한 바 있는 회화 본
연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의 환기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미학과 미술사적 담론에서 ‘회화란 무
전 시 명 | 「팀 아이텔(Tim Eitel)_무제(2001-2020)」

엇인가?’와 같은 메타적 층위의 질문은 다분히 진부한 것으

모든 회화적 문제는 필연적으로 ‘본다’와 ‘그린다’는 두 가지 행위로 환원된다. 예외가 없

전시기간 | 2020. 7. 7.(화) ~ 10. 18.(일)

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인간이 미술행위를 멈추지 않는 이상

다. 보고 그리는 행위는 다시 ‘무엇을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그렇다면 화가 아이

전시장소 | 2, 3전시실, 선큰가든

존재의 근원과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멈출 수 없다. 왜

텔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는 사람을 보고, 사람과 공간 그리고 그림 속 환영의 공간과

참여작가 | 팀 아이텔

냐하면 미술을 포함한 모든 예술행위는 스스로의 자율성을

그림이 걸리게 될 현실의 공간을 본다. 그런데 사람이나 회화적 공간 또는 실제의 공간은

전시규모 | 회화, 영상 등 70점

지키기 위해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증명해야만 하는 숙명에

시각적으로 드러난 피상적 현상에 불과하다. 그가 진정 보고 있는 혹은 보고자 하는 것은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들 사이의 ‘관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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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느 장소에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차갑게 느껴

사되어 있다. 그림 속 인물이 그림 속 전시공간에서 그림 속에

질 정도로 객관화된 분위기는 감상자와의 명확한 거리를 유

그려진 또 다른 그림을 감상한다. 이 그림이 실제 미술관 벽에

지하고 있다. 그림 속 사건은 감상자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

걸려 실제 관람객에 의해 감상될 때 흥미로운 미학적 긴장감

다. 감상자는 단지 중립적으로 관찰할 뿐이고, 그림 속 인물

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절묘한 각도로 마주한 두 개의 거울이

들은 관찰자의 시선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는다. 이 같은 중립

그 안에 맺힌 상(像)을 무한반복 반사하는 그런 혼란한 방식

성은 화가가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세계를 관찰하고 있기

은 아니다. 화면이 구성된 방식, 특히 특정되지 않는 등장인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EXHIBITION REVIEW

몇몇 작품에는 전시공간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관람객이 묘

물들은 얼핏 낭만주의의 회화적 수사를 떠올리게 한다. 독일
낭만주의 회화는 철학자 칸트(1724-1804)가 규정한 ‘숭고

팀 아이텔에게서 발견되는 독일, 회화, 사진이라는 세 가지

(das Erhabene)’의 개념과 맥을 함께 하고 있다. 또한 낭만

요소는 너무나 당연히 또 다른 독일 화가 게르하르트 리히터

주의 회화는 감상자로 하여금 자신을 그림 속 인물에 투영하

(1932-)를 논의로 끌어들인다. 리히터가 다루고 있는 회화적

도록 요구한다. ‘숭고미’ 그리고 감상자의 ‘동화작용’은 독일

리얼리티가 그림과 사진의 매체적 관계 그리고 사진이라는

낭만주의 회화에서 관찰되는 주요 특징이지만, 이 두 가지 요

매체가 지닌 객관성과 역사적 사건을 저장하는 방식에 관한

소는 팀 아이텔의 그림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것이라면, 팀 아이텔에게 있어서 사진은 일종의 회화적 방법
론으로 사용되지 않았나 추측된다. 리히터 역시 회화에 집중

그림 속 인물들은 숭고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장대한 자연의

하고 있지만, 그의 회화는 미니멀적 형식주의에서부터 극사

힘을 마주하지 않고 주로는 일상의 공간에, 때로는 규정 불가

실에 가까운 작업과 포토 페인팅을 거쳐 추상회화까지 한 명
의 화가가 회화의 영역 내에서 손댈 수 있는 거의 모든 방식을

세계를 그려내는 구상으로 일관되어 있다. 그렇다고 그의 그
팀 아이텔, 빨강과 파랑, 2002, 캔버스에 유채, 아크릴릭, 90 x 120cm
Private collection, Siugapore

림이 ‘객관적 객관성’을 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구
태여 이름 짓자면 전통적인 낭만주의의 주관성과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객관적 낭만주의’라는 용어는 어떨지 제안해
본다.

대개 한 명의 작가를 조명하는 전시는 두 가지 정도의 방향으

아이텔 전시를 올려놓으면 아슬아슬한 균형감이 돋보

로 기획된다. 하나는 회고적 성격으로 연대기적으로 구성하

였다. 뿐만 아니라 아이텔의 사유과정에 일관되게 흐르

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특정한 주제를 통해 작업 세계를

고 있는 회화에 대한 근원적 물음의 실타래를 전시 시

읽어가는 방식이다. 전자는 작가 개인의 작품 세계가 직선적

작에서부터 마지막 한 점에까지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으로 펼쳐져 작업의 방향과 미학적 변화를 낱낱이 드러내 준

집중력 있는 전시이다.

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새로울 것 없는 평범한 나열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이 도사린다. 후자의 경우에는 작업에 내재된
새로운 관점들을 밝혀주기 때문에 작가에 대한 이해의 폭이
한층 심화된다. 반면 작가 연구를 비롯해 현실적으로 전시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팀 아이텔, 오프닝, 2006, 캔버스에 유채, 274.3 x 219.7cm
Robert Runt'ak Collection,, Czech Republic

없다. 언급된 양극단의 저울 위에 대구미술관에서 선보인 팀

Works of Tim Eitel (1971-) are related to many
global phenomena. Even the human existential
matters as well as the untact era caused by
COVID-19 which paralyzed the earth can be
interpreted from Eitel’ works. Yet, no risk needs to
be taken for excessive interpretation by imposing
the prophetic status on the artist. Various methods
to apply to his works are available. It reflects
how his paintings are broadly interlinked with
the world we live in. What is most meaningful in
his paintings is the awakening of the seemingly
cliched matter on the identity of paintings.

「팀 아이텔 _무제(2001-2020)」

선보였다. 반면, 팀 아이텔의 그림들은 사진을 통해 객관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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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세 가지 점에 새삼 주목하게 되었고, 결국 한 가

이주는 그의 삶에서 결정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이

지 생각을 가지고 전시장을 나왔다. 세 가지 중 첫째는

었다. 이 이주가 그의 예술적 여정과 오롯이 겹치기 때

뉴욕(New York)이 아니라
파리(Paris)여야 했던 한 여정

정재규 작가의 ‘조형사진론’이고, 두 번째는 내가 ‘계승

문이다. 정재규는 프랑스가 아니라, 세잔느와 몽드리앙

미학적’으로 평한 바 있던 그의 미학적 태도였다. 그리

의 나라로 이주했던 것이다.

Reflections on the solo exhibition of Jeong Jae-kyu
A journey inevitably in Paris instead of New York
심상용 I 서울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미술관 관장

고 마지막은 작가로서 정재규의 특별한 삶의 여정이었
다. 조금 부연해보자. 먼저 정재규의 조형사진론은 사진

순서를 바꿔 두 번째를 늦게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

이 포착한 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조형예술의 한 방법담

가 정재규의 전시에서 주목했던 세 가지 중에서도 마음

론에 관한 것이다. 세 번째로 정재규의 삶의 여정: 정재

에 담은 채 미술관을 나온 한 가지로, 지금부터 말하고

규는 1977년 제10회 파리 비엔날레의 사진 부문에 현

싶은 것이기 때문이다. 정재규의 세계에 대해 남은 지면

지 출품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1978년 도불했다. 그리

을 할애하고 싶은 것은 작가로서 그의 ‘계승적인’ 태도

고 지난 40여 년을 재불작가로서 살아왔다. 프랑스로의

이다. 이 태도에 의해 정재규와 그의 이미지는 이 시대

EXHIBITION PREVIEW

정재규의 개인전에 대한 소회

전 시 명 | 「정재규_빛의 숨쉬기」
전시기간 | 2020. 7. 7.(화) ~ 10. 18.(일)
전시장소 | 4, 5전시실
참여작가 | 정재규
전시규모 | 사진 및 설치 작품 53점
「정재규_빛의 숨쉬기」

미국의 미술사학자 제임스 엘킨스 교수는 예술품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가라고 묻는다. 그런 적이 없는가? 그렇다면 언제부터인가? 많은 엘킨스
의 동료 미술사학자들도 작품을 보고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엘킨스는 다시 뜨거운 가슴을 회복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한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인간의 특권이다. 인간은 깊은 감동을 통해 교감하고, 슬픔을 통
로삼아 연대감을 형성한다. 그는 미술에서 이의 회복을 위한 몇 가지 소박한
방법을 소개하는데, 그 중 하나가 전시를 볼 때 한 가지 사실에만 몰입하라는
것이다. 너무 많이 보려고, 모든 것을 알려고 드는 콤플렉스만큼 우리를 냉정
하게 만드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미술관 안에서만이라도, 그저 마음이 흘러
가는 대로 따르자는 것이다. 마음으로 만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건네
진 한 가지 앞에 한동안 머무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런 감상의 태도로, 지난 11월 대구미술관에서 있었던 정재규 작가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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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보았다. 물론 나는 정재규 작가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전시
정재규 「빛의 숨쉬기」 전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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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람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 된다. 이 시대는 어떤 이미
지의 시대인가? 모두가 특출한 전위주의의 계승자를 자처하
며 시대의 선봉으로 나서는 것들이다. 이 게임은 매우 과열되
어 있지만, 그 결과가 그리 새롭거나 전위적인 것만은 아니다.
EXHIBITION PREVIEW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하고 싶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시대 풍
조와는 달리, 정재규는 스스로 ‘순수지각과 그것에 의한 조형’
이라는, 오랜 유산의 계승자로 남기로 결심한다.
모두가 앞으로 나서고, 진보를 자처하는 시대건만, 이 시대에
정작 위대한 것은 없는 시대다. 위대성이 가능하려면 먼저 위
대성을 믿어야 하는데, 그것을 ‘진보’라는 가치가 대체했기 때
문이다. 믿지 않는 것을 추구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니체,

「정재규_빛의 숨쉬기」 전시전경

「정재규_빛의 숨쉬기」 전시전경

마르크스, 프로이트 이후, 인간은 위대한 존재로서 자신을 자
각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스피노자의 말처럼 위대성을 실
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끝없이 순수를
염원하고 위대성을 동경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다. 하지

2020년, 이제는 기술주의에 경사된 예술과 그 강령들에 너나

만 이제는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 정재규의 예술이 ‘순수조형

할 것 없이 취했던 시절도 지나가고 있다. 이제는 전위가 되려

미있는 일이 아니다. 정재규의 세계는 20세기 초의 조

(성)’을 추구했던 20세기 초, 위대한 탐구의 시대의 후계자로

는 욕망, 전위가 될 수 있다는 환상도 진부해보이기 시작했다.

형적 유산을 탐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마천루들로

서, 계승자로서 자신의 몫을 설정했던 저변에서, 역사에 대한

다시 변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런 때에 과거의 위대성

이루어진 수직의 도시 대신 세잔느의 생트 빅투아르 산

그러한 성찰적 반추가 자리하고 있다.

의 전통으로 방향을 틀었던 정재규를 소환하는 것은 여간 의

과 몽드리앙의 순수조형의 대지로 향했던 것이다. 뉴욕

재규의 이 선택은 전위주의가 위세를 떨치는 시절, 스
스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그것은
시대의 조류에 동조하거나 휩쓸리지 않기 위해 많은 비
용을 지불해야 하는 선택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는 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대항하는 사람만이 소중한 인간성을 지킬 수 있다는 사
실이다. 하물며 이 감염된 시대의 예술에서야 오죽하랴.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만 생각이나 의지가 없는 양떼처
럼 무리지어 떼로 몰려다니는 꼴을 면할 수 있다. 게다
가 전위주의의 헛헛한 민낯이 하루가 다르게 폭로되고

「정재규_빛의 숨쉬기」

이 아니라 파리여야 했던 이유도 이와 맞닿아 있다. 정

In 2020, gone are the days when we were
immersed in the art skewed to the technocracy
and its codes. Now, even the desire to be avantgarde, and the illusion to turn avant-garde started
to look cliched. We have now entered the era of
transformation. It is utterly significant to shed light
on the works of Jeong Jae-kyu that changed the
direction with the tradition of the superiority for
the past. The world of Jeong began by exploring
the figurative heritages of the early 20th century,
moving towards <Mont Sainte-Victoire> of Paul
Cézanne and the landscape of the pure plastic art
of Mondrian instead of a vertical city replete with
skyscrapers. It is also related to the reason why the
journey had to be in Paris instead of New York.
Jeong’s choice as such meant himself entering
a narrow gate at a time when the avant-gardism
prevailed – a choice of having to pay a lot not to
be engulfed or swayed by the trend of the times.

있는 오늘날이기에, 정재규가 지켜내고자 했던 미의 경
작지가, 그의 계승의 미학이 더더욱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다.

14
정재규, 생트 빅투아르 산 후경(1989-07-22), 1990, 사진, 폼보드 커팅, 110 x 28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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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이 된 플라스틱,
미술관 가다
황인옥 I 대구신문 기자

게 위로를 건네고 코로나19를 야기한 인간의 무분별한

풀어내든 재치와 위트가 넘친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욕망을 되돌아보기에 제격인 전시다.

이르기까지, 세대초월·감성불문 사람들을 전시장으로

작품 <카발라(2013)>는 거대한 규모에 한 번 놀라고, 거

불러 모은다. 관람객은 작가가 놀이처럼 펼쳐놓은 작품

대함에도 중압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에 또 한 번 놀

사이를 거닐며 그가 건네는 이야기에 귀와 눈을 반짝이

란다. 작품의 재료가 누구나 잘 아는 플라스틱 소쿠리인

면 된다. 미술과 거리를 두었던 사람들을 전시장으로 향

까닭에 작품이 아무리 거대해도 감당할 수 있다는 심리

하게 하고,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풀게 만드는 일이

적인 자신감의 발로 때문이다. 너무나 익숙해 만만하기

어디 말처럼 쉬운가? 그 힘든 일을 최정화 작가는 매 전

까지 한 플라스틱 소쿠리에 중압감을 느낄 이유가 없는

시 때마다 해내고 있다.

것이다.

지난 7월부터 최정화의 유쾌한 작품 <카발라(2013)>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며 진

대구미술관 어미홀에 설치됐다. 대구미술관 소장품인

행되는 전시임에도 「카발라」전에 대구 시민들의 관심은

<카발라(2013)>는 미술관의 높은 층고를 이용해 붉은색

높다. 어머니의 손을 잡은 아이, 어깨를 맞댄 연인, 조용하

과 녹색 플라스틱 소쿠리 5,376개를 16m 높이로 탑처

게 미술에 취하려는 혼족 등 함께하는 이는 제각각이지만

럼 쌓은 거대한 구조물 3개를 숲처럼 연결한 작품이다.

작가가 플라스틱 소쿠리로 놀이처럼 구현한 숲길을 걸으

지난 2013년 대구미술관 「연금술」전에 선보였던 작품

며 예술적 유희를 즐기려는 관람객들의 태도에 다른 사족

이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위축된 사회 분위기

이 끼어들 틈은 없어 보인다. 역시 ‘최정화!’.

2020 어미홀 프로젝트 「카발라(Kabbala)」

최정화, 카발라, 2013, 플라스틱 바구니, 철프레임, 1600 x 1000cm

최정화 작가의 전시는 늘 유쾌하다. 어떤 소재로 어떻게

EXHIBITION REVIEW

Plastics turning into luxury items exhibited in the art museum

속에서 7년 만에 소환됐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

전 시 명 | 2020 어미홀 프로젝트 「카발라(Kabbala)」
전시기간 | 2020. 7. 7.(화) ~ 2021. 1. 3.(일)
전시장소 | 어미홀
참여작가 | 최정화
전시규모 | 설치 1점(대구미술관 소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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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소쿠리나 빗자루, 실내화, 냄비, 그릇 등 삶에서 가장

재감을 각인시킨 바 있다. 그 중 하나는 2013년 대구미술관에

흔하게 만나지만 없어서는 안 될 싸구려 물건들을 쌓아올려 작

서 열린 「연금술(카발라·Kabbala)」전이다. 이 전시에서 작

품으로의 새 삶을 부여한다. 그의 손끝에서 일상적인 물건은 예

가는 싸구려 도구로 만든 마법 같은 작품들을 선보이며 꿈같

술로 새롭게 배치되며, 생활과 예술의 경계는 허물어진다.

은 세상을 펼쳐보였다. 그는 같은 해 겨울에도 건들바위 인근

총천연색 플라스틱이나 밥그릇을 쌓아 놓은 방식은 어딘가 익

의 오래된 주택가에 대구미술관과 전혀 다른 결의 전시를 꾸

숙하다. 그가 한 매체에서 ‘시장 풍경’을 언급한 적이 있다. 그

렸다. 리안갤러리가 기획한 「생생활활(生生活活)」전이었다.

러고 보니 다양한 농산물을 플라스틱 용기에 탑처럼 쌓아 놓고

대구미술관 전시에서 싸구려 플라스틱이 명품 공간에 설치되

손님을 기다리는 시장 풍경과 플라스틱 소쿠리를 탑처럼 쌓아

었을 때 어떤 아우라로 재탄생 되는가를 보여주었다면, 건들

올리고 관람객을 기다리는 작가의 작품은 정확히 일치한다.

바위 주택가 전시는 플라스틱의 귀향처럼 다가왔다. 가파른

작가는 일찍부터 골목이나 시장에 매료되어 그런 장소들을 즐

언덕을 오르는 길목에서부터 언덕 위 오래된 주택가 폐가나

겨 찾았고, 자유분방한 생(生)의 에너지가 분출하는 시장 풍경

쓰레기더미로 뒤덮인 공터에 설치된 싸구려 플라스틱 소쿠리

은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그는 시장에 있으면 물건이 되지만

나 꽃무리들에서 제자리를 찾은 듯한 편안함이 묻어났고, 하

전시장에 모이면 예술이 되는 이 한 끗 차이의 유희를 대놓고

찮은 존재에서 귀한 대접받는 예술작품으로 고향으로 돌아왔

즐겨왔다.

다는 우쭐함도 슬쩍슬쩍 엿보였다.

작가가 싸구려 도구를 예술작품으로 격상시킬수록 대중들의

최정화를 최정화스럽게 만드는 것은 역시 싼티감성이다. 그는

호기심도 그에 비례해 높아갔다. 무엇 하나 변변하게 내세울

EXHIBITION REVIEW

사실 최정화는 대구에서 의미 있는 전시 두 건을 선보이며 존

2020 어미홀 프로젝트 「카발라(Kabbala)」 전시전경

된 싸구려 플라스틱 소쿠리에서 발견하고는 환호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함을 발견하고자 한 작가의
주제의식에 대한 환호였을 것이다.
관람객들은 자신을 똑 닮은 ‘눈이 부시게 하찮은 재료’
들이 ‘빛나는 예술작품’으로 미술관에 걸린 것이 마냥
신기하고 가슴 벅차 작품 앞에서 한참을 서성인다. 그리
고는 “나도 명품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어린 치기를 부
려보며 위로 받으며 자존감을 회복한다. “당신의 마음
이 곧 나의 예술(Your heart is my art)!”이 현실이 되
는 순간이다.
수많은 수식어가 작가의 작품을 유려하게 장식하지만
한 마디로 압축하면 단순명료하다. ‘생활이 곧 예술’이
다. 그는 생활 속 도구들을 예술로 끌어들여 ‘과연 예술
이란 무엇인지’를 묻는다. 그리고는 생활 속 도구와 관
람객을 하나로 교통(交通)하며 ‘일반 대중도 예술의 중

CHOI Jeong-hwa has built up his artistic career and
presence with works where daily objects such as
cheap plastic baskets and rice bowls being stacked up
like towers. He has exerted his artistic competency
in bringing everyday objects to a new life, thereby
breaking down the boundary between daily banality
and art. <Kabbala(2013)>, his installation work
which has been exhibited in Umi Hall at Daegu Art
Museum since July, reveals his artistic belief more
than any other piece. The audience would discover
their image as ordinary people with nothing special
or outstanding in a cheap plastic basket that has turn
into an artwork and find consolation for the coronastricken life.

2020 어미홀 프로젝트 「카발라(Kabbala)」

것 없는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작품이

심이 될 수 있음’을 설파한다. 그에게는 작품이 기념비
이기도 하지만 관람객 또한 기념비인 것이다. 그가 외친
다. “예술이 별거냐”고.
최정화, 2013년 「연금술(카발라·Kabbala)」 전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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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드 인 대구 Ⅱ
Made in Daegu II
EXHIBITION PREVIEW

유명진 I 대구미술관 전시기획팀장

전 시 명 | 「메이드 인 대구 ll」
전시기간 | 2020. 9. 29.(화) ~ 2021. 1. 3.(일)
전시장소 | 1전시실
참여작가 | 곽훈, 권정호, 김영진, 박두영, 박철호, 서옥순, 송광익, 최병소(총 8명)
전시규모 | 회화, 설치, 드로잉, 판화, 아카이브, 영상 등 작품 400여 점

「메이드 인 대구Ⅱ」 전시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50여 년
간 시대를 공유하고 예술로써 공감했던 참여작가 여덟 명의
「메이드 인 대구 Ⅱ」

예술에 대한 진정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번 전시는 1960년대
에서 1980년대에 젊음으로 충만한 패기와 청년 정신으로 예
술의 진정성을 찬양했던 그들의 오늘을 살펴본다. 그들은 항
상 새로움을 갈구했고 실험을 즐겼으며 예술에 대한 열정은
무모하리만큼 전투적이었으며 도전에 두려움이 없었다. 이번
전시는 현대미술이라는 개념이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화두가
되었던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일관적으로 활발하게 작품 활
동을 이어가고 있는 작가 8명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소개하는
전시이다. 대구미술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각각의 작품 성향과
표현 방식이 다른 이들의 공통점을 한 시대를 살며 예술로서
함께 호흡했던 시대성과 작가로서의 예술에 대한 열정, 그리고
진지하고 전투적으로 예술을 대했던 그들의 진정성에서 찾고
자 한다. 전시에서 소개되는 8명의 작가는 현대미술에서의 매
체의 다양성을 그대로 반영이라도 하듯 각각의 작품 성향, 주
제, 표현 방식, 장르가 모두 다르다. 그러나 그들 작품 속에 공
통적으로 내재되어 있을 종합적 에너지는 대구가 현대미술의
중심이라는 자각과 그 저력에 힘을 보태어 줄 수 있을 것이다.

The exhibition of Made in Daegu II focuses on the
authenticity of the art. which shared the era for fifty years
from the 1970s to the present and sympathized with it as
an art. This exhibition examines present of the artists who
praised the authenticity of art with youthful spirit from
the 1960s to 1980s. They always craved novelty, enjoyed
experimentation and their passion for art was recklessly
combative and fearless of challenge. The eight artists
introduced in the exhibition have different tendency,
theme, expression method, and genre as if they reflect
the diversity of media in contemporary art. However, the
comprehensive energy that is commonly inherent in their
works will contribute to the awareness that Daegu city is
the center of contemporary art and its power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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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드 인 대구Ⅱ」 전시 포스터
42250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술관로 40 T. 053 803 7900 F. 053 803 7869
40 Misulgwan-ro, Suseong-gu, Daegu, Korea artmuseum.daeg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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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술관은 제20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자인 조덕현

이번 전시는 조덕현의 대표작인 대형 회화 작품들과 설

의 개인전 「그대에게 to thee」을 개최한다. 이인성미술

치 작업들로 구성되는데, 특히 작가가 이번 전시를 위해

「그대에게 to thee」

상은 대구가 낳은 천재 화가라 불리며 한국근대미술사

대구·경북의 상징적인 소재로 작업한 대규모의 신작들

에 큰 업적을 남긴 이인성 화백(1912~1950)의 작품 세

을 함께 소개한다. 대구미술관 2전시실과 선큰가든, 그

「to thee」 as the Exhibition for the Winner of the 20th LEEINSUNG Art Prize

계와 예술 정신을 기리고자 2000년에 제정되었으며,

리고 3전시실로 연결되는 이번 전시는 각 공간마다의

2014년부터 대구미술관으로 이관되어 추진해오고 있

서사로 구성되며, 더불어 공간들이 유기적으로 엮여 있

다. 이인성미술상은 다양한 장르가 혼재한 현대미술의

어서 마치 대형 설치 작품 한 점을 감상한 것처럼 조성

흐름 속에서 평면작업에 주목하여 독창적이고 실험적

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인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중진작가를 선정해 현대미술

바이러스를 온 몸으로 겪어낸 대구·경북 시민들을 위로

에서 비주류화 되어가고 있는 회화를 적극 후원하고 한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작가의 오랜 고민과

국 현대미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데 목적

내적 성찰이 담긴 작품 세계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체

을 두고 있다.

험의 장을 마련한다.

유은경 I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

EXHIBITION PREVIEW

제20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전

조덕현은 오래된 흑백 사진을 주로 연필만을 사용하여
화폭에 재현하는 사실적인 회화 작품들을 통해서 보편
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잊혀진 소수의 인물 혹은 소
외된 여성의 근대사를 서사적인 구조로 구성하여 과거

상의 역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발
굴 프로젝트, 그리고 문학, 역사, 음악 등의 타 장르와도
끊임없는 협업을 시도하여 작업하고 있다. 제20회 이인
성미술상 선정위원회는 작가가 회화의 전통 위에서 이
루어진 탄탄한 묘사와 밀도 높은 구성력으로 오랜 시간
꾸준하게 인간의 대서사시를 표현해왔으며, 미술의 본
원적인 의미와 사회와의 관계를 깊이 있게 구현하고 있
다는 점이 시대성과 접점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여 수
상자로 선정하였다.

전 시 명 | 제20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전
「그대에게 to thee」
전시기간 | 2020. 11. 3.(화) ~
2021. 1. 17.(일)
전시장소 | 2, 3전시실, 선큰가든
참여작가 | 조덕현
전시규모 | 대형 회화 및 설치 작품 50여 점
조덕현, 에픽상하이-1935, 2017, 장지에 연필, 아크릴릭, 390.9 x 581.7cm

Daegu Art Museum presents a solo exhibition
of CHO Duck Hyun, the winner of the 20th
LEEINSUNG Art Prize, under the title of 「to
thee」. The prize was designated in 2000 to honor
and commemorate the oeuvre and artistic spirit of
artist LEE Insung(1912~1950) known as a Daeguborn genius artist who left outstanding feats in
the Korean modern art history. It has been handed
over to and organized by Daegu Art Museum
since 2014. CHO only uses pencils to represent
old black-and-white photographs in his realistic
paintings, focusing on restoring and recalling the
past by forming a narrative structure for a few
forgotten people or the modern history of neglected
women in the ordinary flow of the history. This
exhibition consists of his representative large-scale
paintings and installations that are introduced
along with large-scale new pieces produced on
symbolic objects in Daegu and Gyeongbuk.

제 20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전 「그대에게 to thee」

를 복원하고 기억해 내는데 집중해왔다. 또한 작가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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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 명 | 이인성미술상 20주년 기념 특별전 「위대한 서사」
전시기간 | 2020. 11. 3.(화) ~ 2021. 1. 17.(일)
전시장소 | 4, 5전시실

전시규모 | 평면 및 설치 작품 50여 점

「위대한 서사」를 통해 이인성미술상의 역대 수상자를 조

여 역대 수상자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특별전

명함으로써 이인성미술상의 20년 역사를 되짚어 보고,

「위대한 서사」를 개최한다. 이인성 화백은 서구의 인상

역대 수상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앞으로의 발전적 방향

주의와 야수파, 표현주의, 후기 인상주의의 화풍을 한국

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적 토속성과 결합시켜 향토적 서정주의를 구현하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작가 주변의 풍경과 사람들을 표현한 천
재화가이다. 이인성미술상의 역대 수상자들은 당대에 이
인성 화백이 그러했듯, 한국근현대 미술사의 흐름 안에
서 각 시대를 대변하며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한다.
이번 전시는 김종학, 이강소, 이영륭, 황영성, 김홍주, 김
구림, 이건용, 김차섭, 안창홍, 최병소, 이상국, 정종미, 홍
「위대한 서사」 전시 포스터

경택, 김지원, 이태호, 홍순명, 최민화, 공성훈 총 18인의
역대 수상자의 작품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귀중한 자
리이다. 이들 참여 작가는 이인성미술상 수상자전 당시

이인성미술상 20주년 기념 특별전

출품했던 작품 한 점과 근작 혹은 신작을 함께 선보인다.

「위대한 서사」

성미술상이 걸어온 20년의 세월을, 이와 더불어 각 작가

The 20th Anniversary Exhibition of the LEEINSUNG Art Prize 「The Great Epics」

이다. 이는 분명 이인성미술상 뿐만 아니라 한국의 근현

이를 통해 거시적으로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의 이인

마다의 미시적 작품의 변화상도 함께 읽어볼 수 있을 것

대 미술사를 반영하며 앞으로의 이인성미술상이 나아갈
이혜원 I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

길에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다.

「The Great Epics」 is held as a special exhibition
of Daegu Art Museum to showcase the works of
LEEINSUNG Art Prize winners, marking its 20th
anniversary. This exhibition is a rare opportunity to
view the works of all 18 past winners: KIM Chonghak, LEE Kang-so, LEE Young-ryung, HWANG
Young-seong, KIM Hong-joo, KIM Kulim, LEE
Kun-yong, KIM Tchu-sup, AHN Chang-hong,
CHOI Byung-so, LEE Sang-guk, JEONG Jong-mee,
HONG Kyoung-tack, KIM Ji-won, LEE Tae-ho,
HONG Soun, CHOI Min-hwa, and KONG Sunghun. The participating artists introduce one work
submitted for the prize along with recent or new
works of theirs. It will enable the audience to go
through the 20 years of the LEEINSUNG Prize, and
fathom how their works have changed over time.

이인성미술상 20주년 기념 특별전 「위대한 서사」

대구미술관은 올해 이인성미술상 운영 20주년을 맞이하

EXHIBITION PREVIEW

참여작가 | 김종학, 이강소, 이영륭, 황영성, 김홍주, 김구림, 이건용, 김차섭, 안창홍,
최병소, 이상국, 정종미, 홍경택, 김지원, 이태호, 홍순명, 최민화, 공성훈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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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락종의 1950년대 작품 -

COLLECTION

전후(前後) 현실을 보는 눈
The eyes of looking at the reality of what happens before and after the reality
박민영 I 대구미술관 수집연구팀장

박인채, 민영식, 그리고 찬조출품한 손일봉과 함께 「유화

을 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동생 백태호는 계

7인전」을 열어 향토 예술이 전쟁에도 불구하고 건재함

성학교에서 서진달의 가르침을 받아 1942년 동경예술

을 알렸다. 또한 당시 대구 미술계의 리더였던 서동진, 주

대학교에 입학하여 화가의 길을 걸었다. 백락종 역시 동

경이 주도한 ‘대구화우회’(1952-1954)에 참여하였고,

생 백태호처럼 미술을 공부하기 원했지만, 상업을 공부

1959년에는 김우조, 백태호, 나재수, 민영식 등 가까운 동

하기 원했던 부친의 뜻에 따라 1939년 서울 대동상업고

인들과 ‘황토회’를 창립하였다. 특히 ‘황토회’는 화단의

등학교를 졸업하였다. 하지만 그의 열망은 꺾이지 않았

권력과는 거리를 두고 오로지 가까운 동인들의 작품 활

고, 1941년 일본 시나가와 사진학교 본과 연구과를 수료

동을 목적에 두었는데, 남은 마지막 일원이었던 김우조

한 뒤 귀국해 경주에서 사진관을 열어 미술 유학경비를

(1923-2010)가 작고할 때까지도 유지된 장수 단체이다.

마련하던 중에 광복을 맞이하였다. 이후 그는 서울에서

또한 그는 1954년 자신의 아뜰리에를 열어 미술교육에도

1946년부터 고희동이 운영하던 경성미술연구소와 조선

힘썼고, 신문에 화단을 조망하는 글을 여러차례 발표하

미술연구원에서 일하면서 미술공부를 병행하였다. 1947

는 등 미술계 전반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년에는 제1회 앙데팡당전에서 대중장려상을 수상하였고,

1953년 12월 30일 영남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백락종은

1949년에는 서울과 대구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열어 작

대구화단은 전전(戰前)을 능가한다고 진단하면서, “비자

가로서 경륜을 쌓아갔다.

연주의적 회화의 진출이 자연주의적 매너리즘이라고 불

그러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그는 대구로 돌아와

리는 사진적 사실주의 회화를 거년(去年)보다 더욱 힘차

효성여중고에서 1960년대 중반까지 재직하였다. 그는 이

게 몰아내었다.”고 적고 있다. 전쟁으로 중앙화단의 작가

시기 대구화단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1951년

와 인적교류가 활발해지고, 새로운 조류에 눈뜨면서, 추

에는 동생 백태호(1923-1988)와 추연근, 이복, 김우조,

상미술과 같은 다양한 형식이 대구화단에 속속 자리 잡

소장품_백락종

백락종, <무제>, 1956, 캔버스에 유채, 45.5×38㎝, 김인한 기증

백락종(1920-2003)은 대구에 포목점을 운영하던 부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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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십자(十字)로 가르고 있는데, 양팔을 벌린 아이의 손, 발,

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제작된 백락종의 작품 2점이

머리는 화면에서 넘쳐 잘려 버렸다. 게다가 배경에 가로와 사선

대구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하나는 해바라기를 그린 작품 <무

으로 그어진 철조망은 조금이라도 움직일라 치면 다쳐버릴 것처

제>(1956)이고, 또 하나는 철조망을 배경으로 아이를 그린 작품

럼 옴짝달싹하기 힘든 소년의 처지와 전쟁이 낳은 상처를 보여

<무제>(1957)가 그것이다.

준다.

첫 번째 작품 <무제>(1956)에서 그는 두꺼운 물감의 질감과 붓

격동의 시대를 표현한 백락종처럼 미술을 사랑한 동지이자 아

자국이 살아있는 표현적인 묘사로 그린 해바라기를 통해 절망

꼈던 동생인 백태호도 그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해방과

적인 현실을 보여주었다. 고개가 꺾인 해바라기는 헝클어진 꽃

전쟁 사이 1940년대 중후반 백태호는 구걸하는 깡통을 든 아이

잎을 늘어뜨리고, 나뭇잎들은 제멋대로 뻗어있고, 해바라기 수

나 아이를 업은 소녀와 같은 어려운 시대를 대변하는 소재를 그

술에 날카롭게 그어진 선은 거칠고 혼란한 현실을 투영한다. 그

리곤 했다. 사상적으로 의심받았던 그는 작품에 붉은색을 많이

럼에도 불구하고 해바라기는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화면을 누

썼다는 이유로 모 기관에 끌려가 추궁을 받았고, 그 후 그의 작

비며 꿈틀대는 터치는 살아 이글거리는 것 같다.

품생활은 많이 위축되었다. 아마도 백락종과 백태호 두 형제에

두 번째 작품 <무제>(1957) 또한 그가 의식했던 현실을 잘 드러

게 그림은 단순히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한가로

낸다. 아이는 제대로 먹지 못해 쇄골이 드러날 만큼 앙상하다.

운 여기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들에게 그림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이의 눈, 코, 입은 얼굴에 비해 크게 그려져 있지만, 아이의 짙

고, 꿈꾸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했을지

은 암갈색 피부에 묻혀 드러날 듯 말 듯 하다. 아이의 포즈는 화

도 모르겠다.

소장품_백락종

BAEK Rak-jong(1920-2003) was born out of a wealthy family with his father
running a fabric shop in Daegu. Having completed photography research
courses at Shinagawa School in Japan in 1941, he opened a photography shop in
Gyeongju after he returned to Korea to earn money for his expense to study in
Japan later, and then Korea came to be liberated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He worked in Kyung Sung Art Institute run by Koh Hee Dong and Joseon Art
Institute, while studying art. Then, the Korean War broke out, and he returned to
Daegu and taught at Hyoseong Girls’ Middle and High Schools up until the mid60s. During the period, he was active in producing artworks in the Daegu art
community. The seemingly gloomy 1950s in Korea was fluctuating with the desire
for change and innovation. BAEK’s two works produced back then are housed at
Daegu Art Museum: <Untitled>(1956) on sunflowers and <Untitled>(1957) on
a child against barbed wires. In the first work of <Untitled>(1956), he showed a
depressing reality with sunflowers vividly depicted through thick textures of the
paints and brushstrokes. In the second one of <Untitled>(1957), a tiny and skinny
child due to hunger to reflect the reality he knew. Painting was to view the reality
for him, and also an expression of will to realize a dream.

COLLECTION

고 있었다. 암울했을 것만 같은 1950년대는 변화와 혁신의 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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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락종, <무제>, 1957, 캔버스에 유채, 73×53㎝, 김인한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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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샤오강 <홍매와 약병들>

Yinka Shonibare <Cake Kid>

Zhang Xiaogang <Red Plum and Medicine Bottles>

김정윤 I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

고재령 I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

고개를 숙이고 무거워 보이는 케이크 더미를 등에 짊어지고
있는 사람 형상의 마네킹이 보인다. 사람의 얼굴은 원통의 지
구본으로 대체되어 있으며 강렬한 색감과 패턴의 의상이 눈길
을 사로잡는다. 잉카 쇼니바레는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이면과
문화적 혼성에 대해 깊게 탐구하는 작가이다. 작품의 마네킹
은 아프리카천을 입고 있지만, 사실 이 천의 원산지는 네덜란
드이고 기하학적 패턴은 인도네시아 수공예 직물 기술 ‘바틱’
을 이용해서 만들어졌다. 이러한 배경은 <케이크 키드>(2014)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파악해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

became violent and distorted by the imperialism of the
Western powers as well as harmful consequences of
colonialism in a metaphorical manner. We can guess
that, though we are attracted to the superficial splendid
appearance, even the sweet and tasty cake can turn into
an object of suffering with possible oppression imposed
by someone. Like this, this work makes us ponder
over what is hidden on the other side of something we
know, and the possible presence of something we might
100 Collective Signatures
disregard.

2014년 대구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가졌던 장 샤

오강(Zhang Xiaogang, 张晓刚)은 중국 문화대혁명

(1966~76), 천안문 사태(1989),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급변하는 혼란한 시대의 기억을 몽환적으로 옮겨 놓은
서사적 작품들로 중국 현대 미술계를 대표하는 작가다.
그의 작품들은 고요하지만, 내면에 감정의 거대한 소용
돌이를 일으키듯 보는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아픈 과거를 안고 살아가는 중국인의 모습을 통해 중국
의 집단적인 심리 상태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매와 약병들〉(2012)은 붉은색 꽃

적 정체성과 식민주의의 폐해를 작가는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잎을 수놓은 홍매가 방안의 식탁에 이상하고, 불안하게

있다. 우리는 화려해 보이는 겉모습에 매료되지만 달콤하고 맛

기대어 누워있다. 식탁보에는 얼룩이 약병들이 있는 자

있는 케이크도 누군가에겐 짓눌릴 수 있는 고통의 대상이 될

리까지 이어져 우울함 감정을 일으킨다. 이 약병들은 어

수 있다는 걸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디에 쓰이는 약인지 알 수는 없지만 격동의 중국 현대사

그 이면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로 인해 부정할 수 없으며, 정당화할 수 없는 끔찍한 폭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끔 하는 작품이다.

력을 겪은 중국인의 마음을 치유하는 작업을 이어온 그

implicitly expressed the collective psychology of
China through the images of Chinese with deep
grievous and painful memories of the past. <Red
Plum and Medicine Bottles>(2012) has the red
plum blossoms with reddish flower petals are
reclining on the table in a strange and unstable
way. Even the stains from medicine bottles on
the tablecloth arouses a depressing emotion. It is
hard to tell what the bottles are for, but they are in
line with his context of having carried on with his
works to heal the hearts of Chinese who had gone
through unjustifiable horrifying violence in the
turbulence of modern history.

100 Collective Signatures

소장품_잉카 쇼니바레/장 샤오강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에 의해 폭력적이고 왜곡되어버린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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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카 쇼니바레 <케이크 키드>

의 맥락과 연결된다.

There is a human-like mannequin carrying a precariously
balanced tower of cakes on his back with the head
facing down. The person’s face is replaced with a
spherical globe, and the clothes with intense color tones
and patterns catch the eye of viewers. Yinka Shonibare
deeply explores the hidden aspects of the history and
cultural hybridity. The figure is adorned with African
cloths, but its place of origin is, in fact, the Netherlands,
and its geometrical patterns are made of ‘batik,’ the
handmade technique of Indonesia. This background
serves as a clue to identify the connotation of <Cake
Kid>(2014). The artist expresses cultural identity that

Zhang Xiaogang who had his large-scale
retrospective exhibition in 2014 at Daegu
Art Museum, is an artist representing the
contemporary art circles of China with narrative
works translating the Great Cultural Revolution
(1966~1976), Tiananmen Incident(1989), and
memories of chaotic times with rapid changes of
socialism and capitalism in a dreamlike manner.
His oeuvre is tranquil, yet resonant as if it were
making a big maelstrom in the inner world
of viewers. His works are acclaimed to have

잉카 쇼니바레, <케이크 키드>, 2014, 혼합매체, 283 x 114 x 1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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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샤오강, 〈홍매와 약병들〉, 2012, 캔버스 위에 유채, 120×150cm

잉카 쇼니바레, 〈케이크 키드〉, 2014, 혼합매체, 283×114×1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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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샤오강, 〈홍매와 약병들〉, 2012, 캔버스 위에 유채, 120×1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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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시작하는 대구미술관 아카이브
Daegu Art Museum’s archive starting anew
INSIDE

박지영 I 대구미술관 아키비스트

미술 아카이브는 미술작가나 연구자 등 미술 관련 개인 혹은

대구미술관의 아카이브 수집 대상은 대구 근·현대 미술의 학

단체와 기관에 대한 기록으로 영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술적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대구·경북미술 관련 자료인 수집

자료를 의미한다. 아카이브는 미술관의 수집, 연구, 전시, 교육

기록 아카이브와 전시, 교육, 연구 등 대구미술관의 주요 활동

과 함께 미술관의 주된 기능 중의 하나로서 미술관의 주요 기

과 관련된 자료인 기관 아카이브 그리고 대구미술관 소장품

능을 보다 심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

연구를 위한 자료인 소장품 아카이브로 나뉜다.

지만 다른 사업들에 비해 가시화되기 힘들며 많은 시간과 예

대구미술관의 첫 번째 수집기록 아카이브 컬렉션은 현재 한

대구미술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산이 필요하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워 우선순위에서

창 기술(記述) 작업 중인 「이영륭 컬렉션」이다. 1960년대 서

기관 아카이브는 전시, 교육, 연구·학술, 건축, 홍보, 기

뒤처지는 경우가 많다. 대구미술관 역시 그간 주요 사업에 밀

울에서 앵포르멜 작업을 시작하였고 대구에서 추상미술 작가

타의 프로젝트로 나뉘어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 중에 있

려 아카이브 구축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었지

겸 교육자로 활동한 이영륭 화백이 퇴임할 때까지 수집한 8천

다. 소장품 아카이브 역시 현재 대구미술관 소장 작가

만 2019년 하반기부터 아카이브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본격적

여 점의 대구 미술 관련 자료이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

433명에 대하여 작가 정보 및 자료를 수집 중에 있으며,

인 대구미술 아카이브 구축 작업에 착수하였다.

중반까지 대구에서 일어난 다양한 전시 자료로 구성되어 있어

추후 작가별 아티스트 박스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자료

아카이브 정리실

아카이브 작업은 미술관에서 잘 드러나지도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고된 작업이지만 자료를 보관하고 기록
하는 일은 분명 대구 미술사 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카이브의 최종 목적이 보존
과 활용에 있는 만큼 대구미술관의 정리된 자료들도 곧
《이상회 창립전》 리플릿,
대구공화화랑,
1970. 4. 21.~4. 21.

「이영륭 컬렉션」 아카이브 기증 약정식(2020. 7. 13.) 이영륭 작가, 최은주 관장

《63미전 제3회전》 리플릿,
미국공보원화랑,
1964. 12. 1.~12. 7.

「새롭게 시작하는 대구미술관 아카이브」

를 모집정리할 예정이다.

연구자와 시민들에게 공개되어 연구와 출판 그리고 전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Daegu Art Museum’s archival resources as three-fold: records related to art of Daegu;
resources on its key activities as an institutional archive; and a collection archive as
materials for its collection research. The first record archive collection is “Lee Young-ryung
Collection” consisting of various exhibition materials that happened from the 70s to the mid2000s in Daegu. The institution archive and collection archive as the latter two are being
compiled by collecting related materials. It is expected that archives of Daegu Art Museum
could be fully utilized in diverse ways by being disclosed to researchers and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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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이 예상하는 경제적 손실은 상당히 다양하고, 전
세계적으로 몹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공 자금, 개인
기부 또는 입장권 판매 등 모든 박물관의 자금 조달은
코로나 위기 사태에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박물관이 폐쇄되기 전에 이미 소셜 미디어 활동을 하거

박물관·미술관과 코로나 사태
COVID-19 hitting museums and art museums hard

나 전시와 소장품을 온라인으로 선보인 바 있다고 답하

전을 위한 지역 봉쇄로 인해 급박한 경제적 여파를 가져

였고, 설문 조사에 응답한 박물관의 15% 이상이 디지

오고, 전 세계 박물관계도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맞이

털 커뮤니케이션을 늘렸다. 특히 조사 대상 박물관의 절

하였다. 한국에서도 예외 없이 지난 2월 25일 국립중앙

반 이상이 소셜 미디어 활동을 확대했다. 그러나 전 세

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이 휴관하는 초유의 사태

계 거의 모든 박물관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존의 오

를 겪었고, 현재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제한적

프라인 활동을 축소하였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박물관

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의 프로그램이 줄어들었으며, 관련 부서의 규모가 축소

국제박물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하 ICOM)는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가 박물관에 미치

이와 유사하게 3분의 1 이상의 응답자는 박물관이 축

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4월 약 한달에 걸쳐 5개

소될 것이라 예상하고, 10%는 박물관이 영구히 폐쇄될

대륙 107개국의 박물관 및 박물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특히 최근에 박물관이 많이 자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박물관과 종사자의

잡아 가고 있는 지역에서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

현재 상황, 예상되는 경제적 여파, 디지털 자원과 커뮤

다고 보았다. 아프리카(24%), 아시아(27%), 아랍(39%)

니케이션, 박물관 보안 및 소장품 보존, 박물관의 프리

국가의 박물관 관계자는 영구 폐쇄 가능성에 우려하고

랜서 근무자의 5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있으며, 이는 중남미(12%), 북(10%), 유럽(8%)와 비교

응답자의 94.7%에 따르면 2020년 4월 코로나 사태로

되는 수치이다.

인해 전 세계 대부분의 박물관이 폐쇄되었다. 정부가 실

일반적으로 박물관 내 소장 자료의 보안 및 보존은 휴관

시하는 방역과 격리 조치를 준수하기 위해 근무자 대

기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응답자의 약 80%는 보안 및

부분(84%)은 재택근무를 하였고, 고용 상태는 비교적

보존 조치가 유지되거나 강화되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안정적이라 했으나, 계약직의 경우 6%는 근로 계약이

아프리카, 중남미에 위치한 응답자 20%에 따르면 이러

갱신되지 않았거나 종료되었다. 특히, 외부 계약직, 흔

한 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히 박물관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프리랜서의 상황은 매

결론적으로 이번 조사가 모든 박물관을 대표하지는 않

우 취약하여 16.1%는 임시 해고 상태이고 22.6%는 계

지만 응답 내용은 향후 박물관의 불확실성이 두드러지

약이 갱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ICOM은 후속 설문 조사를 10월

상이 금번 위기 상황으로 인해 무급 휴직을 해야 하며,

에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11월 18일 발표될 것이다.

박물관·미술관과 코로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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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사태는 건강과 안

GLOBAL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39.4%는 소속 박물관이 감원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역적 차이는 있어도 전 세계에 걸쳐 박물관
종사자가 겪는 심각한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장인경 I ICOM Korea 위원장, 철박물관 관장

소속 기관의 필수적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
적, 심리적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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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ICOM은 OECD가 주관하는 “코로나19와 박물관:
영향과 혁신, 그리고 위기 이후의 계획”이라는 주제의 웨비나
에 참여하였다. 웨비나 참가자들은 코로나 사태가 박물관에 미
친 영향은 운영 형태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예외 없이 경제적

런 비상사태에 얼마나 취약한지 잘 나타낸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미래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
박물관의 혁신을 강조하였다. 새로운 세대를 위해 지역공동체
발전과 경제 개발을 위한 박물관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
요하며, 이를 위해 박물관 내러티브와 조직, 시민 참여와 관광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ICOM) conducted a survey with those involved
in museums and art museums in 107 countries in five continues for about a month in
April to identify the impact of the ongoing COVID-19 pandemic on them. The survey
covered five themes: the current situation of museums and their practitioners, expected
economic repercussions, digital resources and communication, security and preservation of
collections in museums, and free-lancer workers there. The details can be checked out at
https://icom.museum/.

GLOBAL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단기간에도 그 피해를 보면 박물관이 이

등 여러 분야의 혁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양한 분야
와의 연대 등 전통적인 박물관 영역에만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여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 나가 사회 변화

Photo credits © SeventyFour

의 원동력이 되는 박물관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건강과 안전 문제뿐 아니라 박물관계의
재정적인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동안 많은 전문가들은 박물관
내부의 혁신적인 전략과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 조치가
필요하며, 이는 단순히 박물관을 존속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창의적인 해결책과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 초기 쇼크에서 벗어나 전 세계 박물관들은 점차 새로운 환
경에 적응하며 제한적이지만 활동을 제개하고 있다. 사회적 거
리두기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디지털 기술과 IT를 활용한 온
라인 박물관 활동과 소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대안이 아니
라 필수불가결한 박물관 기능으로 자리 잡았다. 디지털 기술

박물관·미술관과 코로나 사태

ICOM 설문 조사와 웨비나에서 논의된 내용은 현재 진행형이

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 기반 시설은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
을 제공할 것이다. 온라인 박물관 경험이 기존의 물리적인 공
간에서 이루어지던 박물관 경험과 어떠한 차별성과 잠재력이
있는지 구체화된 연구 결과는 부족하지만 나날이 개발되는 디
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은 탐색해 보지 못한 박물관 활동
의 지평을 넓혀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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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을 받드는 클리블랜드 미술관은 ‘예술에 대한 접근성 제공이 미술관의 중요한 역할’임을 초기부터 강조
했다. 초대관장 프레데릭 알렌 휘팅은 ‘미술관은 교육적 기관이어야 한다.’는 믿음 아래 아동과 성인을 위
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클리블랜드 미술관의 가치관은 코로나 이전 시대부터 온라인 전
시와 교육에 많은 할애를 해왔다. ARTLENS 앱은 어디서나 탐색가능하다. 세계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연

학을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되고 있었다. 라이브 화상교육을 통해 집이나 교실에서 미술관에 있는 강
사와 미술 작품, 유물 등을 보며 쌍방향 대화도 하고,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매회 교육 프로그램에 맞는

EDUCATION

령별, 대상별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미술을 기반으로 한 역사, 언어, 과학, 수

미술 키트를 우편으로 미리 보내 준 후 실시간 화상으로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 바이러스 펜데믹을 겪으며
전 세계는 ‘시골’ 혹은 ‘작은 삶’, ‘로컬’, ‘자연’에 대한 의미를 다시 돌아보며 고민하고 있다. 약탈적 난개
발과 대량 소비체제 등으로 인한 자연의 변형이 가져온 코로나 팬데믹을 미술로 사유한다.
‘호모 마스쿠스’(마스크를 쓴 인간)의 시대는 말하고 가르치는 교육에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통해 나
정재규 빛의 숨쉬기 전시연계워크숍 <연결고리> 온라인교육 진행장면. 갑작스레 미술관이 휴관하자 예정된 워크숍을 취소하지 않고, 화상으로 진행하였다.

를 발견하고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위한 네트워킹 시스템 미술관 교육을 찾아야한다. 예술은 희망과 힐
링의 아이콘이다. 죽음 앞에서도 삶을, 어둠 속에서도 빛을 주며 고단한 현실을 잊게 한 문화 예술이기에
좀 더 부단한 교육적 노력과 시도를 해야 한다. 친환경적이고 기발한 실습키트 만들기, 온라인 시스템 구

코로나, 비대면 시대의 미술관 교육
COVID-19: education in art museums in the untact era

축 등 기술적 지점도 많지만,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의 ‘서울 아젠다’를 비대면 시대의 미
술관 교육에 맞게 새롭게 해석해야한다.

- 근본적·지속적 요소로서 예술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한다.

- 국제적 수준의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국가별·지역별 데이터베이스를 연계
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네트워킹 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 교육, 문화, 산업, 커뮤니케이션 부문의 다각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2003년 사스는 전 세계 사망자 770명과 8개월 만에 종식되었

가와 미술관은 그들 특유의 영감과 통찰력으로 해소해 주었다.

다. 빠른 대응과 김치? 덕에 국내 사망자는 없었다. 2009년 신

게티 미술관의 ‘아무작품 챌린지’는 폭발적인 댓글과 참여도를

종플루는 안일한 대응으로 270명의 국내 사망자를 유발했지

보였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미술 작품을 고르세요. 집 안에

만 백신이 개발되며 해결되었다. 2015년 메르스는 186명 확진

있는 아이템 세 가지를 찾으세요. 그 아이템들과 함께 작품을

자 중 39명이 사망하는 높은 치사율을 보였지만 계절적인 요

‘재창조’해 보세요”. 격리된 집에서 명화 속을 여행하고 그 경

인으로 다행히 소멸되었다. 이 때만 해도 바이러스에 의한 삶

험을 다른 이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한다.

의 변화에 예술가도 미술관도 무심했다. 동시대성과 혁신성을

런던 헤이워드 갤러리는 ‘나무’를 주제로 환경을 돌아보자는 분

가치의 기본으로 삼는 미술은 코로나 팬데믹의 지금을 예측하

명한 메시지를 전했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분관인 클

지 못했다. 김치와 계절의 변화, 백신에 대한 막연한 기대도 희

로이스터스는 휴관 시기 아픔 담기로 중세 정원을 가꾸는 기회

미해졌다. 전 세계 미술관은 문을 닫았다. 줄줄이 취소된 전시

로 삼아 어느 때보다 풍성한 중세의 꽃과 약초가 관람객들을 기

와 미술 관련 행사, 지나가다 들를 수 있었던 미술관이 이제는

다리고 있다고 한다. 구겐하임 미술관은 ‘시골이 미래다’를 통

사전예약시스템과 함께 비대면 온라인 전시와 교육에 고심 중

해 시골이 인류 미래의 중심이라는 혁신적인 삶의 방식을 제안

이다. 전화기의 카메라처럼 미술관의 온라인 플랫폼은 이제 옵

한 리서치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영원

션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위기 시대의 경고, 어려움을 예술

한 혜택을(For the benefit of all the People)’이라는 창립자의

-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사회적·문화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예술 교육의 원리와
실천을 적용한다.

Art museums around the world respond to programs in art museums in the era of crisis
in multiple manners. The world undergoing the virus pandemic is looking back and
contemplating on the meanings of “country-side” or “small life”, “local” and “nature.”
The era of “homo maskus” requires us to look for the art museum education based on the
networking system for a new way of communication, while discovering oneself through the
untact online education at a time when offline face-to-face education is something of a luxury.
The principles and practices of art education must be applied to address the social and cultural
challenges facing the world, along with continued expansion of art education, and multidimensional cooperation in education, culture, industries and communication.

코로나, 비대면 시대의 미술관 교육

- 학습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교수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욱상 I 오픈스페이스배 교육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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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와의 대화 온라이브

악동뮤지엄 2 <우리 안에 우리>展

정재규 <연결고리> : 8월 1일(토), 2일(일), 9월 19일(토), 20일(일) 오후 2시, 5전시실
아이텔 <나의 탐구> :10월 9일(금), 11일(일), 17일(토), 18일(일), 오후 2시, 2층
최정화 <새로운 탄생> : 9월 ~ 12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어미홀

최정화 작가와의 대화
8월 13일(목), 오후 2시, 어미홀

11월 17일(화) ~ 2021년 1월 17일(일), 3층 뷰라운지

대구미술관은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시연계 워크숍’ 및 ‘안

최정화 「카발라(Kabbala)」의 전시연계 프로그

대구미술관은 ’19년에 이어 ’20년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녕 담씨!’ 등 꾸준하게 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정재규」 전시 워크숍 <연결고리>는 작

램으로 온라인 작가와의 대화를 8월 13일 오후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구·경북에

가의 표현 방식을 차용해 교육 참여자의 이야기를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전시장에 마련한 아

2시 실시했다. 방역 준수와 사회적 거리 지키기

거주하는 어린이 15명과 류현민, 안효찬 작가가 참여해 지

치 아뜰리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소재로 조형사진을 만들어 보았다. 「팀 아이텔」 전시 워크

를 위해 50명의 신청자를 사전 예약 받았으나,

난 7월 2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총 15차시에 나눠 진행했

숍 <나의 탐구>는 붓과 물감을 이용해 나와 주변 인물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공간을 넘어 좀 더 많

으며, 이를 바탕으로 결과 보고전 「우리 안에 우리 _ 악동

다. 「최정화」 전시 워크숍인 <새로운 탄생>은 가족 대상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최정화 작가

은 사람들이 작가와의 대화에 참석했다. 행사

뮤지엄 2」를 11월 17일(화)부터 내년 1월 17일(일)까지 선

의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표현 방법 등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은 새로운 관점으로 가족의 이

종류 후 라이브 영상은 대구미술관 유튜브 및

보인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돼지’와 ‘건설현

야기를 풀어냈다.

공식 온라인 채널에 게재했다.

장’으로 표현하는 안효찬 작가의 작품을 모티브로 어린이

NEWS

대구미술관 뉴스

코로나19에도 이어진 ‘전시연계 워크숍’

예술가들이 영상 작품을 제작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악동뮤지엄 2 「우리안에 우리」

코로나19에도 이어진 정재규 전시연계 워크숍 <연결고리>

“Exhibition-aligned workshops” going on despite COVID-19
Despite the challenges in face-to-face education due to the pandemic at Daegu Art Museum,
“exhibition-aligned workshops” and “Hello, d am!” aligned with the exhibitions of 「Jeong Jaekyu」, 「tim eitel」 and 「Choi Jeong-hwa」. 〈Connection〉 as an exhibition workshop of 「Jeong Jaekyu」 is a program to make the stories of education participants by appropriating the mode
of expression of artists. In the workshop, participants made figurative photos based on their
stories at the arch atelier at the exhibition hall. 〈My Exploration〉 is a workshop aligned with
「tim eitel」 to reflect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oneself and those around using brushes and
paints. 〈New Birth〉 is an exhibition workshop for 「Choi Jeong-hwa」 targeting family visitors.
The participants unfolded the stories of their family in a new perspective based on artist Choi
Jeong-hwa’s perspective and mode of expression for objects.

Dialogue with the Artist “On Live”

Akdong Museum 2

〈Dialogue with the Artist〉 online took place as
an exhibition-aligned program with artist Choi
Jeong-hwa’s exhibition of 「Kabbala」. Despite
the early booking of up to 50 applicants for
compliance with quarantine guidelines and
social distancing regulations, more people
took part in the session in the real-time live
show on YouTube. The live video was posted on
YouTube channel and official online channel of
Daegu Art Museum afterwards.

Daegu Art Museum was designated as the organizing
institution for the 2020 Ggumdarak Saturday Cultural
School. The project was participated by 15 children living
in Daegu and Gyeongbuk along with artists Ryu Hyun-min
and Ahn Hyo-chan, which was held in 15 sessions from July
25 to October 17. The results are to be showcased in the
exhibition of 「‘We’, are in the ‘CAGE’_Akdong Museum
2」 from November 17 (Tue) this year to January 17 (Sun)
next year. Child artists produced video works which were
hugely spotlighted. They were made with a motif from
works of artist Ahn expressing our society as “pigs” and
“construction sites”.

DAEGU ART MUSEUM NEWS

온라이브 최정화 작가와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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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1년 전시일정

2020년 소장품 구입결과보고
대구미술관 올해 총 234점 작품 수집, 2015년 이래 기증 최다

Exhibition Schedule

- 2020년 기증 175점(75%), 구입 59점(25%), 총 234점 수집
- 대구·경북 76%, 국내 20%, 국외 3% 등 지역 작가 비율 높아

「메이드 인 대구 Ⅱ」

대구현대미술의 주요기점인 1974년을 시작으로, 지난 50여 년간

기 67점), 구입 59점(아트페어 8점, 지역 전업미술인 작품구입 공모 45점, 대구미술관 학예실

대구에 근간을 두고 작업하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대구미술의

지역 및 동시대 미술의 주요 경향을 잇는 국내외 작가 전시

추천 6점) 등 총 234점을 수집하였다. 상·하반기 2차례 나눠 실시한 소장품 심의위원회를 통해

예술적 진보성을 부각시키는 전시

•전시기간 | 2021. 6. 15.(화) ~ 10. 3.(일)

2020년 상반기에는 故박동준 분도갤러리 대표 기증 105점, 하반기에는 작가(권정호, 서근섭,

•전시기간 | 2020. 9. 29.(화) ~ 2021. 1. 3.(일)

•전시장소 | 1전시실

최학노, 정재규, 공성훈) 및 소장가 기증 67점 등 총 175점의 작품을 기증받았다. 또한 올해 큰

•전시장소 | 1전시실

반향을 일으킨 전시 ‘팀 아이텔’의 출품작 ‘멕시코 정원(2020)’도 대구의 한 소장가가 기증받

INDEX

2020 대구미술관 전시일정

「대구포럼 Ⅰ_ Since 1974」

대구미술관(관장 최은주)은 올 한해 소장품 수집사업을 통해 기증 175점(상반기 108점, 하반

「다티스트 Ⅱ_ 차계남」

아 의미를 더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미술의 창작활동을 돕

제 20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자전 「조덕현」

대구작가시리즈 다티스트 선정작가(원로) 차계남의 작품 세계를

고,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총 2억 상당의 ‘대구광역시 전업미술인 작품 구입 공모’를 실시해 작

제20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자인 조덕현 작가의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전시

품 45점을 수집하였으며, 대구미술관 학예실 추천(6점) 및 아트페어(8점)를 통해 14점을 구입

볼 수 있는 대규모 개인전

•전시기간 | 2021. 6. 8.(화) ~ 9. 26.(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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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장소 | 2, 3전시실

•전시장소 | 어미홀, 2, 3전시실
「Y 아티스트 프로젝트 2021」

Records on collection
purchasing in 2020

「이인성미술상 20주년 기념 특별전_위대한 서사」

젊은 작가 발굴, 육성을 위해 2021년 새롭게 개편된 Y 아티스트

이인성미술상 20주년을 기념하여 현재까지 수상한 작가

프로젝트의 첫 번째 주제 기획전

18명의 작품을 한자리에 소개하는 전시

•전시기간 | 2021. 7. 13.(화) ~ 10.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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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장소 | 4, 5전시실

•전시장소 | 4, 5전시실

2021 대구미술관 전시일정

대구미술관과 프랑스 매그재단의 우수 소장품을 소개하고 코로

「대구의 근대미술 1920s-1950s」

나19로 상처받은 인간의 삶을 위로하는 공감의 메시지를 전달

전통 서화에서 벗어나 근대 미술형식으로 확장되는 1920년

하는 전시

대에서 1950년대 한국 전쟁전후까지의 대구 지역 미술사를

•전시기간 | 2021. 10. 19.(화) ~ 2022. 3. 27.(일)

조망하는 전시

•전시장소 | 1전시실

•전시기간 | 2021. 2. 9.(화) ~ 5. 30.(일)
•전시장소 | 1전시실

EXHIBITION SCHEDULE

「다이얼로그 대구미술관&매그재단」
For 2020, Daegu Art Museum (director Choi Eunju)
came to collect 234 pieces, that is, 175 donated
works (108 in the first half and 67 in the second
half), and 59 purchased ones (8 from art fairs, 45
from public openings from local professional artists,
and 6 recommended by the Curatorial Department
at the art museum) under its collection initiative.
Through the Collection Deliberation Committee
that took place biannual in each half of the year, a
total of 175 pieces were donated in 2020: 105 by
late Park Dong-jun, former CEO of Gallery Bundo in
the first half; and 67 from donated by artists (Kwon
Jungho, Suh Kunsub, Choi Hakno, Jeong Jae-kyu, Kong
Sunghun) and collectors. It was more significant in
that "The Mexican Garden(2020)", one of the exhibits
of Tim Eitel, which stirred artistic sensation this
year was donated by a collector from Daegu to the
art museum. Meanwhile, 45 pieces were collected
through the “public opening for artworks by Daegu
artists” amounting to 200 million won in order to
help out local artists’ creative career and seek for
new outlets for them, and 14 pieces were purchased
through the recommendation of the Curatorial
Department of Daegu Art Museum (6 pieces) and art
fairs (8 pieces).

제 21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자전 「강요배」
제21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자인 강요배 작가의 작품 세계를 볼

「다티스트 Ⅰ_ 정은주, 차규선」

수 있는 개인전

대구작가시리즈 다티스트 선정작가(중견) 정은주, 차규선의

•전시기간 | 2021. 10. 12.(화) ~ 22. 1. 2.(일)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전시

•전시장소 | 2, 3전시실

•전시기간 | 2021. 2. 9.(화) ~ 5. 23.(일)

팀 아이텔, 멕시코 정원(장면1), 2020, 캔버스에 유채, 210x190cm

•전시장소 | 2, 3전시실

대구미술관 채널

「대구미술관 10년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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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관 10주년을 맞아 대구미술관의 건립부터 2020년까지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미술관 방향성에 대해 함께
조망해보는 전시

•Web: artmuseum.daegu.go.kr
•Facebook: damuseum
•Instagram: daeguartmuseum

•전시기간 | 2021. 2. 23.(화) ~ 6. 27.(일)

•Youtube: goo.gl/znTdCD

•전시장소 | 4, 5전시실

•Blog: blog.naver.com/da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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