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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대구미술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대구미술관은 부산, 광주, 대전 등 다른 광역시에 비해 뒤

늦게 출범했으나 매년 ‘서울아트가이드’와 ‘아트 인 컬처’

를 비롯한 미술전문지가 뽑은 <올해의 전시>에 선정되는 

등 탁월한 기획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학예실에 우수한 전문 인

력이 포진해 있는 사실을 들 수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저변에 깔린 대구 미술계의 풍부한 미술 인프라 구

축이다. 대구는 일찍이 섬유 산업이 발달한 고장으로서 

미술품 구입에 따른 자본이 풍부한 고장이다. 그런 연유로 

상업 화랑가가 다른 고장에 비해 일찍 형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 

효성여자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등 거의 대부분의 대

학에 미술대학 내지는 미술 관련 학과가 개설돼 많은 미

술인들을 배출하였다. 

특히 대구는 1974년에 [대구현대미술제]를 창설, 국내 현

대 미술의 상황을 주도하였다. 1975년에 창립된 [서울현

대미술제]보다 1년 일찍 출범해 당시 전국의 많은 현대 작

가들이 대구로 몰려들었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주요 언론 

매체가 집중적으로 소개해 일찍 그 이름이 알려졌다. 

대구미술관이 문을 열면서 가장 먼저 신경을 쓴 것은 대

구미술의 조명이었다. 그래서 출범한 것이 바로 「메이

드 인 대구」(2011)전이다. 천장이 높아 실험 미술을 전

시하기에 알맞은 프로젝트룸에서 열린 이 전시에 구성

수(1970-  ), 권오봉(1954-  ), 남춘모(1961-  ), 박종규

(1966-  ), 배종헌(1969-  ), 이교준(1955-  ), 이기칠

(1962-  ), 이명미(1950-  ), 정용국(1972-  )이 초대돼 대

Refreshingly Touching 「Made in Daegu Ⅱ」

청신한 감동을 안겨 준 「메이드 인 대구Ⅱ」

윤진섭  I  미술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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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규모 | 회화, 설치, 드로잉, 판화, 아카이브, 영상 등 작품 400여 점

「메이드 인 대구 II」 전시전경_곽훈

「메이드 인 대구 II」 전시전경_박두영

「메이드 인 대구 II」 전시전경_김영진

「메이드 인 대구 II」 전시전경_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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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을 압도하는 작품의 거대한 크기와 방대한 작품들은 마치 

경선에 임하는 신진들처럼 창작 의욕을 발산하고 있었다. 사실 

전시의 성공에 지름길이란 없다. 기획자와 참여하는 작가들이 

혼연일체가 돼 전시에 몰입할 때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게 돼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번 「메이드 인 대구Ⅱ」 는 ‘코로

나19’ 사태로 기진맥진한 관객들에게 모처럼 청신한 감동을 

안겨준 전시였다.  

이 전시에 흐르는 전반적인 기류는 두 가지로 집약된다. 하나

는 ‘표현의 분출’, 또 하나는 ‘절제된 감정’이다. 독자의 이해

를 돕기 위해 편의상 전자를 주정적인 경향, 후자를 주지적인 

경향이라 하자. 곽훈, 권정호, 박철호, 김영진, 서옥순은 표현 

계열에 속하며, 최병소, 박두영, 송광익은 주지적인 계열에 속

한다. 물론 섬세하게 구분되는 작품들의 특징을 거두절미하고 

이처럼 범주화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언어의 

기술적 한계를 무릅쓰고 이런 표제를 붙여 보았다. 

중요한 것은 초대 작가들 모두가 의욕에 차서 실험을 치열하

게 극한까지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열기와 열정이 

전시를 스펙터클한 것으로 만들었다. 현대미술이 비엔날레 추

세로 가면서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스펙터클’ 

현상인데, 중국의 아이웨이웨이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 

거대한 물량주의는 극대지향적 사고의 산물이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에서 이는 좀 재고해 봐야 할 부분

이 없지 않다. 국제경쟁 관계를 놓고 보면 한편으로 이

미 작고하긴 했지만, 미국의 대지 예술가 크리스토를 비

롯하여 수 천호에 달하는 캔버스 작품을 거뜬히 해치

우는 독일 작가 게오르그 바젤리츠처럼 물량에 있어서

는 도저히 당해낼 방법이 없다는 점도 그러한 절망을 낳

는 요인이다. 물론 의욕은 좋지만, 서구처럼 미술 자본의 

여건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의욕만 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 한국의 경제 여건이 

보다 무르익으면 그때 마음껏 스펙터클한 작품을 펼치

게 될 날이 오길 기대한다. 지금은 작가의 출혈이 너무

나도 크다.  

구 현대미술의 전반적인 흐름과 상황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대구미술의 도약을 위한 적극적 시도”(김용대 관

장), “대구미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강효연 전시 담당 

큐레이터) 등 당시 미술관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듯

이, 이 전시에는 「메이드 인 대구」(2011)라는 명칭이 의미하는 

것처럼 장기적인 포석이 깔려 있었다. 

곽훈(1941-  ), 권정호(1944-  ), 김영진(1946-  ), 박두영

(1958-  ), 박철호(1965-  ), 서옥순(1965-  ), 송광익(1950-  

), 최병소(1943-  ) 등 이번 「메이드 인 대구 ll」(2020)전에 초

대된 작가들은 중견에서 원로에 이르는 폭넓은 인적 스펙트럼

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작가가 [대구현대미술제]를 비롯한 70

년대 대구미술의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관계했다는 점에서 대

구 현대미술이 지닌 실험성과 전위성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번 전시에 임하며 기획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

웠다. 1) 대작 위주로 보여줄 것 2) 현장 설치작업을 핵심으로 

삼을 것 3) 미발표 작품들을 소개할 것 등이다. 전시장을 돌아

보면서 스펙터클한 장면에 연신 눈길을 빼앗긴 이유도 설치 

위주의 거대한 분위기에 기인하지 않았나 싶다. 게다가 관객의 This year marks the 10th anniversary of 
Daegu Art Museum. Despite its belated 
start in its trajectory compared to other 
municipal art  museums of Busan, 
Gwangju and Daejeon, it has been 
recognized for its outstanding curatorial 
prowess to the point of being selected by 
the “Seoul Art Guide” and many other 
art magazines for holding the “Exhibition 
of the Year.” 
The key themes overarching 「Made 
in Daegu Ⅱ」 are two-fold: “bursting 
out expressions” and “constrained 
emotions.” The former might imply 
emotional attributes while the latter is 
on a rational tendency. KWAK Hun, 
KWON Jeongho, PARK Cheolho, KIM 
Yeongjin and SEO Oksun might belong 
to the expression-focused group, while 
CHOI Byeongso,  PARK Duyeong 
and SONG Gwangik tend to be of the 
rational one.「메이드 인 대구 II」 전시전경_최병소 「메이드 인 대구 II」 전시전경_서옥순

「메이드 인 대구 II」 전시전경_송광익

「메이드 인 대구 II」 전시전경_권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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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e’」 to Console the Hearts of Daegu Citizens – 

Hopes for the Future From the Narrative of a Big Disaster

거대한 재난 서사에서 찾는 미래에 대한 희망, 

대구시민을 위로한 조덕현전 

「그대에게 ‘to thee’」 

박만진  I  소셜아트뉴스 미술관가는남자 에디터

플래시포워드, 2020, 마직캔버스에 아크릴릭, 혼합재료, 390.9 x 969.5cm

“신성일, 최은희, 김지미, 조덕현, 그리고 그 뒤에 김승호라고 

옛날에 저분이 출연한 영화 ‘마부’가 1961년 베를린영화제에

서 은곰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 옆이 문희, 안성기, 신영균, 

김진규, 최무룡, 허장강, 엄앵란… 이분들이 1950~60년대 우

리나라 탑클래스 배우들이었어요.”

지난해 11월 14일 대구미술관에서 만난 조덕현 작가는 너비 

10m에 이르는 대작을 바삐 오가며 한시대를 풍미했던 우리 

옛 스타들의 이름을 그의 작품 속 주인공으로 일일이 호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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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들은 예수가 자리를 비운 ‘최후의 만찬’에서 환한 

조명을 받으며 친근한 얼굴을 드러냈다. 하나 가까이 다

가가 본 그들의 표정에 불안과 공포가 서려 그들 주변을 

에워싼 어둠 속을 깊숙이 들여다보게 했다. 

2015년 파괴된 시리아 팔미라의 유적과 폭격으로 무너

진 아프가니스탄의 ‘국경없는의사회’ 병원, 성서가 기

록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인 ‘카인과 아벨’, 폼페이 화

산폭발, 1950년대 한국전쟁에 참여한 미군홍보단, 이인

성 화백, 그리고 뉴욕의 흑인 인권운동이나 홍콩의 민주

화 시위 등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이 과거와 미래 시제

의 장면으로 그들 앞에 난데없이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 화면에서 조금 벗어나 보면, 멀리서 카메라를 든 영

화 스태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어제 일어난 역사

적 사실이면서 허구이고, 허구이면서 사실인 영화의 한 

장면으로 현실에 드러난 순간이다. 작품은 이처럼 종교

와 시대적 사건을 뒤섞어 한 공간에 밀어 넣으며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모호함을 증폭시켰다. 이는 원인불명의 

코로나19로 예측불가능해진 작금의 불안정한 현실과도 

맞닿았다. 작품은 미래를 예고하는 영화적 기법인 ‘플

래시 포워드(Flash forward)’를 작품 제목으로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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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혼란스러움의 의미를 암시했다.

앞서 작가가 언급한 ‘조덕현’은 당시 배우가 아니다. 그와 동명

이인인 작품 속 캐릭터다. 배우 조덕현은 일제강점기인 1914

년에 태어나 20세기 현대사와 맞물려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 

1995년 고독사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작가는 2015년 일민미

술관 전시에서 그의 말년의 정황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이번 전

시의 들머리에 등장한 <에픽 상하이(Epic Shanghai)> 프로

젝트와 연결된다. 홍콩 누아르처럼 친근하게 다가오는 작품은 

2018년 PKM 갤러리에서 동명의 제목으로 선보인 것으로 시

간을 거슬러 20대 시절 식민지 조선 출신의 난민으로 상하이

에 흘러들어 당대 중국 최고의 영화배우인 김염과 인연을 맺

으며 영화판에 뛰어든 그의 실존을 추적하는 이야기다. 이번 

전시의 최대작인 <플래시포워드>는 그 서사의 완결판으로 최

후의 만찬에서 대배우들과 함께하며 막을 내린다.

작품에는 ‘이인성(1912-50)’ 화백의 등장도 눈에 띈다. 만 38

세에 비운의 생을 마감한 그가 재난 서사의 한 축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림인지 티브이 화면인지 모를 형상 속에 등

장한 그는 생전 모습 그대로 젊음을 발산하며 미군의 관심을 

받는다. 이 화백은 17세의 어린 나이에 조선미술전람회에 입

상하며 천재성을 드러낸 당대 최고의 화가였다. 조 작가는 그

런 그를 대구를 대표하는 인물이자 이인성미술상의 주체로 화

면에 불러냈다. 작품 속 작품으로 두 개의 시공간에 걸쳐진 작

가의 시선은 대구능금시장을 담은 8폭의 회화 <1952, 대구>로 

향하며 사과 그림으로 사랑받는 그의 존재를 환기한다.

이 작품은 한국전쟁에 미군 군목으로 참전한 에드가 테이턴 

주니어(Edgar Tainton, Jr)가 1952년 촬영한 컬러 사진에 근

간한다. 작가는 거기서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삶의 끈을 놓지 

않았던 대구사람들의 생생한 옛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자료

와 관련된 일화도 공개했다. 자료를 소장했던 더글라스 프라이

스(Douglas Price)의 부인은 한인 이민자로 고국을 그리워한 

나머지 남편에게 사진 수집을 부탁했다고. 60대 노부부가 애

정으로 간직했던 사진들이 다시 우리와 만나기까지의 이야기

가 적잖은 감동을 안겼다. 그는 “원본 사진이 가진 이런 리얼리

티가 중요하다”라면서 지난 시대의 기록이 아닌 오늘을 살아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써 ‘실존’의 의미를 작품에 부각했다

고 밝혔다.

전시를 준비하던 지난해 대구에 닥친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겪으며 시민들의 상처와 아픔에 크게 공감한 작가는 이를 담담

히 작업으로 풀어냈다. 앞서 이인성 화백과 대구능금시장의 등

장은 시민들에게 긍지와 희망을 전하려는 시도다. 

작가는 낙동강의 지류인 내성천을 작품으로 구현해 

시민들의 슬픔을 흘려보내는가 하면, 전시장 안팎의 

자연을 대비시켜 실존의 의미를 되물었다. 전시의 

표제인 「그대에게 ‘to thee’」 는 그럼에도 관객을 바

라는 작가의 절실한 의지이자 그리움의 정서를 동반

한 상호적 표현으로 긴 여운을 남겼다. 

Artist Cho Duk Hyun (winner of the 20th 
LEEEINSUNG Art Prize) that has established 
epic narratives transcending time and space of 
the reality and the virtuality with outstanding 
skills of depicting objects has moved his stage to 
Daegu this time. He embraced the pandemic crisis 
in Daegu last year when he was preparing for 
his how and portrayed it into his artistic output. 
Bringing in signature scenes to depict the local 

region such as Daegu 
Neunggeum Market as 
well as artist LEE In-
sung, he has broadened 
t h e  w i d t h  f o r  t h e 
audience to empathize 
w i t h  h i s  w o r k  a n d 
consoled the hearts of 
people in Daegu hit 
hard by the pandemic.

에픽상하이-1935, 2017, 캔버스/장지에 연필, 목제구조물, 390.9 x 581.7cm

1952, 대구 1-8, 2020, 마직캔버스에 아크릴릭, 혼합재료, 각 112.1 x 145.5cm 

플래시포워드(부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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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In-sung and The Great Epics

이인성과 위대한 서사

김태곤  I  대백프라자갤러리 큐레이터 

대구시는 대구 출신의 천재 화가 이인성의 독보적 작품 세계와 높은 예술정신

을 기리고, 한국 미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0년부터 ‘이인성미술상’ 수

상자를 선정해 시상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2001년 첫 수상자인 김종학을 시

작으로 2019년까지 모두 19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에 대구미술관은 이인

성미술상 운영 20주년을 맞아 역대 수상자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위대한 서사」라는 타이틀로 마련된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해 수상자 조덕현을 제외한 역대 수상자 18명의 수상 당

시 주요 작품 한 점과 현재 작품을 함께 전시함으로써 수상이 주는 작품 활동

의 영향과 변화하는 작품 경향, 고유하게 유지되는 작품 세계를 함께 살펴보는 

소중한 공간으로 꾸몄다. 역대 수상자들은 본 상의 취지와 이인성의 예술정신

을 성실히 계승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한국 현대미술에 있어 독창성과 시대

정신의 표상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18명의 작품 세계를 간략히 살펴본다. 2001년 수상자 김

종학은 ‘설악산의 화가’로 유명하다. 자연의 원초적 생명력과 작가의 힘찬 기운

이 한데 어우러진 그의 회화는 ‘추상에 기초를 둔 새로운 구상’으로 정의할 수 

전 시 명 | 이인성미술상 20주년 기념 특별전 「위대한 서사」

전시기간 | 2020. 11. 3.(화) ~ 2021. 1. 31.(일)

전시장소 | 4, 5전시실

참여작가 | 김종학, 이강소, 이영륭, 황영성, 김홍주, 김구림, 이건용, 김차섭, 

안창홍, 최병소, 이상국, 정종미, 홍경택, 김지원, 이태호, 홍순명, 

최민화, 공성훈(18인)

전시규모 | 평면 및 설치 작품 50여 점

「위대한 서사」 전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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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born artist LEE In-sung(1912~1950) has 
been highly acclaimed in Korea and also in Japan 
for putting forth his exclusive artistic style as well as 
overcoming the pain through art the gloomy period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of Korea. Daegu Art 
Museum has organized prize ceremonies by selecting 
winners of the “LEEINSUNG Art Prize” since 2000 
to honor his oeuvre and artistic spirit,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art. This exhibition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reaffirm the symbols 
and the power of art in the art prize by examining 
works of 18 winners. 「위대한 서사」 전시전경

「위대한 서사」 전시전경

(2012)는 천, 종이, 안료 등 채색화를 구성하는 재료의 

물성에 대한 집요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2013년 수상자 홍경택의 회화는 치밀하고 조직적인 균

형을 이루는 펜과 연필, 책 등 평범한 일상의 사물을 본

래 재질이 가지고 있는 가벼움을 넘어 폭발적인 생명력

을 가진 유기체로 변형시키는 능력을 보여준다. 김지원

(2014)이 지향하는 회화에 대한 탐구란 ‘무엇을 어떻

게 그릴 것인가’라는 회화의 본질적인 문제이다. 맨드

라미를 비롯한 일상적 사물에 대한 재현에서 벗어나 본

질적인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다. 2000년 이전 이태호

(2015)의 회화는 인물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에 탐구가 이루어졌다면, 이후부터는 억새와 바다를 먹

으로 정교하게 그림으로써 상생의 조화, 연민, 배려 등

을 표출하며 활동을 이어오는 작가이다. 홍순명(2016)

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정치·사회적 쟁점들을 포착

해 회화와 조각으로 결합되는 다양한 표현양식을 보여 

준다. 화려한 색채와 안정된 구도에 가려진 사회의 어두

운 이면을 반어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최민화(2017)

있다. ‘오리의 작가’로 잘 알려진 이강소(2002)는 능숙한 서예

적 붓질, 단색조의 미묘한 변화의 활용과 세련된 여백의 운용

이 뛰어난 작가이다. 이영륭(2003)은 대구 최초의 추상 미술 

그룹인 ‘앙그리’와 ‘신조미술협회’ 창립에 주도적 역할을 수

행한 작가이다. 불교적 윤회 사상과 도교의 허무 사상에서 한

국 전통의 자연관이 주는 ‘물아일체’의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2004년 수상자 황영성은 광주에서 교육자와 미술 행정

가, 화가로 활동 중이며 오랜 세월 천착해 온 주제인 <가족 이

야기〉와 신작 <소의 침묵〉을 통해 남도 구상 회화의 전통을 자

신만의 독특한 화법으로 승화시켜 내고 있다. 김홍주(2005)의 

회화는 느리며 침묵하는 이미지를 표방하며 1975년부터 작품 

명제를 <무제(Untitled)〉로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 이는 ‘느

림의 미학’이 주는 의미를 관람객들과 공유하기 위한 의도에

서 비롯되었다. 김구림(2006)은 전통적 회화의 방법론에 대한 

회의와 장르의 해체, 그리고 다시 회화적 이미지 공간으로의 

화해적 결합을 갖추고자 비평적 사색을 멈추지 않는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2007년 수상자 이건용은 1970년대 한국 행위 예술의 선도적

으로 이끈 인물로 자신의 몸(신체)이 예술에 있어 가장 훌륭

한 도구라 생각하고 다양한 ‘신체 드로잉’을 제작해 오고 있

다. 김차섭(2008)은 한국 현대미술의 시대적 조류와 무관하

게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강한 정체감에 사로잡혀 역사와 문명

에 관련된 내면의 문제를 파헤친 작가이다. 안창홍(2009)은 1

세대 민중 미술 작가로 우리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과 특

유의 표현력으로 한국 화단에서 특별한 존재감을 갖는다. 현

대인들의 삶과 일상이 압축된 시대의 모습을 담아내는 ‘신문’

에 긋기를 통해 내용을 지워가며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최

병소(2010)는 아방가르드 정신을 계승해 가고 있다. 독자적인 

추상 어법으로 우리의 삶과 풍경을 서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이상국(2011)은 절제된 형태와 투박한 질감을 통해 한국적 서

정성을 표현한다. 한국 채색화의 역사적 흐름과 의미, 특색을 

탐닉하며 나름의 방식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정종미

는 동시대성과 역사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재현적 구상

회화로 표출함으로 민중 미술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

나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 공성훈(2018)의 회

화는 서사(Narration)와 묘사(Description)의 절묘한 

결합이 만들어내는 자유주의적 리얼리즘이다. 다시 말

해 작가의 근본적인 태도와 형식은 깊이와 표면의 문제

이기도 하다. 

EX
H

IB
ITIO

N
 R

EV
IEW

이
인

성
미

술
상

 2
0
주

년
 기

념
 특

별
전

 「위
대

한
 서

사
」

14

15



Daegu Art Museum has started <DArtist-Daegu Artist 
Serie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art and 
revitalize the research thereof. Jeong Eun Ju selected as 
one of the first seasoned artists in the program embraces 
colors to the fullest on canvas. This exhibition held in a 
part of Exhibition Hall 2, Sunken Garden and Exhibition 
Hall 3 will offer Jeong’s recent paintings and large 
installations. 

DArtist 2021 「Jeong Eun Ju: Under the Green」

2021 다티스트

「정은주: 초록 아래서」

정은주, Untitled, 2020, 캔버스에 아크릴릭, 259.1 x 193.9cm

이동민  I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 

전 시 명 | 2021 다티스트 「정은주: 초록 아래서」

전시기간 | 2021. 2. 2.(화) ~ 5. 23.(일)

전시장소 | 2전시실 일부, 선큰가든, 3전시실  

참여작가 | 정은주

전시규모 | 회화 및 설치작품 15점 

대구미술관은 지역 미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연구를 활성화하

기 위해 <다티스트(DArtist)-대구 작가시리즈>를 시작한다. 

첫 번째 중견 작가로 정은주와 차규선이 공동 선정되었다. 

정은주는 색(色)을 화면 가득 담아내고 있다. 정은주에게 색

은 부분이자 전부이다. 색은 선과 면을 구성하며 서사를 이루

고 종국에는 그 자체로서 존재하며 상징의 경계를 넘나든다. 

색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상징성, 색채 심리학에서 기인하는 

색의 성격, 그것이 개인에게 작용하는 방식 또한 정은주의 색

면(色面Color-Field) 에 나타나 있다. 

회화로 시작된 정은주의 작업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반

입체 작업으로 이어졌다. 색에 대한 실험과 연구를 거듭하던 

중 2017년부터 다시 회화 작업으로 회귀한다. 덮고 갈아내던 

반입체 작품의 표면은 작가의 신체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붓질

을 담은 화면으로 변모하여 여백과 비움을 담으며 숨을 쉰다. 

붓은 작가의 몸, 그리고 호흡이 된다. 붓질은 넘침과 모자람을 

반복하며 화면 속 자신들의 균형을 다잡아 나간다. 

이번 전시는 3전시실과 선큰가든, 2전시실 일부에서 열린다. 

3전시실과 선큰가든은 자연과 조우하는 공간의 특색을 그대

로 살렸다. 2전시실에는 2020-21년 회화 작품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며 지금의 정은주를 있게 한 반입체 작품도 함께 보여

줄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정은주의 회화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왔는지 추측할 수 있다.  

바실리 칸딘스키는 『미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관하여』에

서 색의 심리적 효과를 언급하며 일반적으로 색은 영혼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라고 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정은주의 색이 작가의 영혼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또 

우리의 영혼에 어떠한 울림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

다. 더불어 오롯한 색의 아름다움을 느껴보며 우리 마음 속의 

색의 감성을 찾아보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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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티스트(DArtist)-대구 작가시리즈> 중견 작가로 공

동 선정된 차규선의 풍경은 특별하다. 자연을 그려낼 때  

단순히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자연과 나 자신과의 합일, 

즉 물아일체의 마음으로 표현해 볼 순 없지만 느낄 수 

있는 정서를 화면에 담아낸다.

차규선은 일명 ‘분청회화’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2001년 한 전시에서 분청사기를 보고 그 아름다움과 

담백함에 마음을 빼앗겨 자신의 작업에 확장 및 적용하

여 ‘분청’ 기법을 구축했다. ‘흙’은 차규선의 작품을 읽

어낼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이다. 그는 <풍경> 연작을 시작

하며 1990년대 후반부터 이미 흙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흙은 차규선이 화면에 담아내고자 했던 유년 시절 자연

의 기억과 그 느낌을 구현하고 자연에 최대한 가까울 수 

있는 재료이다. 2019년 이후 작가는 흙으로 새로운 실

험을 모색하고 있다. 분청회화는 ‘분청’의 느낌에 집중

하였다면 새롭게 시도하는 이 기법은 형상을 넘어 차규

선이 바라보는 동양적 관점에서의 자연 그 자체를 더욱 

힘있게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동양에서 자연은 정복되어야 할 대상이 아

니라 함께 노니는 ‘벗’이자 세상의 이치를 배울 수 있는 

숭고한 대상이었다. 이러한 동양적 자연관에 입각하여 

작품의 초점을 자연의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자연과 만

난 그의 마음, 그리고 그 자연이 건네준 이야기에 맞추

고 있다. 차규선은 자연을 그리는 작업을 수행적인 의미

로까지 확대하여 수묵화를 그리던 청청한 선비의 마음

Cha Kyu Sun as one of the first seasoned artists in 
<DArtist-Daegu Artist Series> depicts sceneries 
with emotions that resonate through the hearts 
of the audience despite not being in unity with 
the nature. The exhibition was chronologically 
laid out in three different phases based on works’ 
tendencies. The audience would feel that the series 
of Landscape change and deepen in meanings over 
time. 

2021 DArtist 「Cha Kyu Sun: About Scenery」

2021 다티스트

「차규선: 풍경에 대하여」

차규선, 청송, 2020, 캔버스에 혼합매체, 227.3 x 181.8cm

이동민  I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 

전 시 명 | 2021 다티스트 「차규선: 풍경에 대하여」

전시기간 | 2021. 2. 2.(화) ~ 5. 23.(일)

전시장소 | 2전시실

참여작가 | 차규선

전시규모 | 회화 35점

과 태도를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 스스로와 자연에게 진

실한 태도는 차규선이 ‘풍경’이란 이름으로 현재까지 

자연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한다. 

이번 전시는 작품 경향에 따라 3시기로 구분하여 연대

기적 흐름에 따라 구성하였다.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는 그의 <풍경> 연작이 시기에 따라 변화하며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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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0th Anniversary of  Daegu Art Museum Pioneering Passage of  

Art in Daegu in the 1920s-1950s

개관 10주년 기념 대구근대미술전

「때와 땅」(Era and Terra)

대구미술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기획한 「때와 땅」은 

대구의 근대미술을 조망한다. 미술의 큰 줄기와 흐름, 그 

가운데에서 지역의 미술사가 가지는 의미는 같은 공간

과 시대를 지낸 이들의 세대와 세대를 이어 지역 사회 구

성원들에게 새긴 DNA라는 데 있다. 미술은 유전되고 각

인된 정신을 보여주고, 진화해가는 문화의 외형을 기록

하고 시대를 증언한다.

「때와 땅」은 질곡의 역사와 함께 시대를 일구었던 대구 

미술인의 행적과 지난한 극복, 그리고 그들이 꿈꾼 예술

의 이상과 시대정신을 담고자 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한국전쟁의 큰 역사적 사건과 함께한 한국 근대는 개화

와 선진이라는 낭만적 단어보다는 울분과 파란의 시대

로 기억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은 슬픈 시대를 조

롱하고 한탄했고, 아픔을 극복하고 이상으로 승화해 갔

다. 이러한 시대성을 내포한 여정이 대구의 근대 미술의 

면면에 흐르고 있다.

이 전시는 근대미술의 시기를 서양식 화구가 들어와 새

로운 미술이 시작된 1920년대부터 전쟁의 상흔을 극복

해 가는 1950년대까지를 담았다. 전시의 구성은 시대적 

「Era and Terra」  planned to mark the 10th 
anniversary of Daegu Art Museum considers the 
period of the modern art from the 1920s when 
new art came in with the introduction of Western-
style art supplies to the 1950s when Korea sought 
to rise up from the ashes of the Korean War. For 
the composition of the exhibition, there are five 
sections depending on Daegu artists and the nature 
of the artistic scene over time. In particular, the 
modern art was touched upon in a broad sense 
through the ideals of LEE Sangjung as the first 
figure to spread the Western art to Daegu. The 
intention of the exhibition is to introduce the art of 
the 1950s through potentials drivers for Daegu art 
to move towards the contemporary era.개관 10주년 기념 대구근대미술전  「때와 땅」 전시 포스터 

박민영  I  대구미술관 수집연구팀장    /    박보람  I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 

전 시 명 | 개관 10주년 기념 대구근대미술전  「때와 땅」(Era and Terra)

전시기간 | 2021. 2. 9.(화) ~ 5. 30.(일)

전시장소 | 어미홀, 1전시실

참여작가 | 이인성, 이쾌대 등 63명

전시규모 | 서화, 회화 등 140여 점, 아카이브 100여 점

흐름에 따라 변화해가는 대구 미술인과 미술계의 특징

에 따라 5개의 섹션으로 만들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새롭게 발굴된, 대구에 서양미술을 전파한 첫 번째 인물

인 이상정의 이상을 통해 대구 근대미술의 큰 그림을 그

려보았다. 그리고 대구미술이 현대로 나아가는 데에 잠

재된 동력을 1950년대의 미술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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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Art Museum 10th Anniversary Archive Exhibition 「The First Decade」

김정윤  I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    /    박지영  I  대구미술관 아키비스트

대구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 아카이브 전시  「첫 번째 10년」

은 그동안 대구미술관의 활동을 정리하고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기획하였다. 전시는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 개관 이

전과 이후의 과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미술관 건립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던 1997

년부터 2011년 5월 개관까지 어떠한 준비 과정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다. 두 번째 파트는 개관 후 지금까지 대구미술관이 기

획한 전시, 소장품, 교육 부분을 주제별로 소개한다.

서사를 위한 준비

대구시립미술관의 건립은 지역 미술인들과 시민들의 오랜 숙원

이었으며, 1997년 본격적으로 민간 차원에서의 건립 운동을 펼

쳤다. 그 결과 1998년 건립이 공식화되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

으로 2007년 첫 삽을 뜰 때까지 무려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걸

렸다. ‘서사를 위한 준비’에서는 기나긴 준비의 시간 동안 얼마

나 많은 사람의 노고와 열정이 있었는지를 당시의 문서, 신문 기

사, 영상 등 다양한 아카이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0년의 서사

개관 이후 대구미술관은 지금까지 소장품, 전시, 교육, 홍보 등 

미술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1,541점의 소장품을 수집, 106회의 

전시를 기획하였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년의 서

사’에서는 미술관의 전시, 소장품, 교육 분야의 역대 활동을 주

제별로 분류하여 출판물, 디지털(사진, 영상) 아카이브 등의 콘

텐츠를 통해 보여준다.

The 「First Decade」 is the archive exhibition 
to show the Daegu Art Museum's narrative 
from its preparations for establishment to 
the present celebrating its 10th anniversary 
this year. The exhibition consists of two 
parts. In "Part 1: Preparations for the 
Narrative," we cover the period from 
1997, when preparations for opening the 
museum began, to just before the Daegu 
Art Museum opened in 2011. We divide 
this dynamic period into three timelines 
and present it with a focus on a series of 
events. "Part 2: The Narrative of a Decade" 
covers the Daegu Art Museum's activity 
since its opening to today. We hope for this 
to become an opportunity to share with 
viewers the Daegu Art Museum's story, 
which will transcend the first decade and 
continue into the second and third decades 
and the ensuing time.

대구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 아카이브 전 「첫 번째 10년」 전시 포스터 

대구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 아카이브 전

「첫 번째 10년」
전 시 명 | 대구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 아카이브 전시 「첫 번째 10년」

전시기간 | 2021. 2. 23.(화) ~ 6. 27.(일)

전시장소 | 4, 5전시실

전시구성 | 각종 아카이브(문서, 사진, 모형, 도면, 신문 등), 소장품, 인터뷰 영상 등

Part 1. 서사를 위한 준비(개관 이전, 1997~2011)

Part 2. 10년의 서사(개관 이후, 20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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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inting that Blocked the Harsh Winds of  the World

거친 세상의 바람벽이 되어준 그림

최세정  I  대구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고향을 떠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요즘처럼 여행과 

떠남이 일상화된 세대에게도 고향은 가끔 코끝이 찡해지

는 그리움으로 다가온다. 하물며 타의에 의해, 시대에 의

해 고향을 잃어버린다는 것의 의미는 상상하기가 힘들다. 

평생 뿌리 잃은 나뭇가지처럼, 외로웠던 화가 전선택의 삶

을 생각해보게 된다. 

2017년 대구여성가족재단은 대구여성생애구술사의 주

제를 ‘예술’로 정하고, 예술과 관련한 여성을 만나 생애를 

듣고 기록했다. ‘화가의 부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궁금

했고, 전선택 화백의 부인 이인복 여사를 찾아뵙고 두 분

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적이 있다. 

작가는 1922년 평안북도 정주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

났다. 바닷가 마을이라 온갖 종류의 생선을 즐겨 먹고 준

치를 잘게 다져 양념해 만둣국을 끓여 먹기도 했던 평화

로운 시절을 살았다. 하지만 시대는 그를 가만두지 않았

다. 지주 집안의 작가는 1946년 ‘공산주의가 심해서 아

주 살벌한’ 고향을 떠나 배를 타고 남으로 내려왔다. 죽음

을 각오하고 38선을 넘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바로 ‘그

림’이 있었다. 국민학교 때부터 집안 어른들의 반대에도 

몰래 그림을 그리던 작가는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싶었

다. 고향을 떠나 ‘땡전 한 푼’ 없었던 작가는 우여곡절 끝

에 교사가 되었지만, 아들을 따라 내려온 대가족을 건사

해야 해, “보리밥 먹기도 아주 힘들 때 고생 직싸게 했다”

고 회상한다. 

1954년 대구에 정착한 작가는 철로 옆 석탄을 때는 판잣

집에 살았다. 그 작은 판잣집에서도 붓을 놓지 않고 그림

을 그렸다. “기차가 지나가면 흔들흔들”하는 판잣집은 공

간이 작아, 작은 그림만 그렸다. 그 후 봉산동으로 이사갔

는데, 너무나 작아 ‘달걀집’이라 불렀지만 참 참하고 좋

았다고 한다. 

전선택 화백의 1959년 작품 <무제>. 흙벽 부엌에 국자 하

나, 낡은 석쇠, 행주 하나가 그려져 있다. 아마도 이 작품

은 판자집 또는 달걀집에서 그린 듯하다. 전쟁 후 모두가 

춥고 배고프던 시절, 바람벽을 관찰하며 작은 캔버스에 

그림을 그렸을 작가의 마음을 떠올려보게 된다.  

1959년이면, 작가가 국전에 입선하기 한 해 전이다. 마땅

히 살림이랄 것도 없는 부엌에서 작가는 이 풍경을 정성

껏 그렸을 것이다. “물감 떨어질까 봐, 캔버스 떨어질까 

봐” 걱정해주는 부인의 손길이 닿아 있는 부엌살림을 살

뜰한 눈길로 살폈을 것이다. 고향을 잃은 가난한 마음, 그

림에 대한 열망 하나로 힘든 세월을 묵묵히 통과해온 작

가이다.   

2019년 대구미술관에서 열린 전선택 회고전은 작가의 화

업을 한자리에서 보여주는 전시라 감동이었다. 어디론가 

떠나는 사람들, 또는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그의 

작품은 꿈속에서라도 찾아가고 싶은 고향의 모습이 아닐

까. 그림 속에서처럼 흰 머리가 되어 돌아온 사람들과 얼

싸안고 한바탕 눈물을 흘리고 싶은 것이 아닐까. 그때 작

가는 이 작품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것이다. 작은 판잣집

에서도 그림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았노라고, 이 작품이 

증거라고. 가난하고 힘겨운 시절의 바람벽이 되어준 것이 

바로 이 그림이라고 말이다.   

전선택, 무제, 1959, 캔버스에 유채, 45 x 37.5cm

Untitled(1959) by artist Jeon Seon Taek depicting a ladle against the earthen wall 
of a kitchen, an old grill and a dish cloth. Jeon born in 1922 in Jeongju in North 
Pyeongan Province, North Korea left his hometown and lived in a clapboard 
house next to a railway in Daegu from 1954. This work produced in 1959 must 
have been painted in his shanty house. It mirrors what he must have emotionally 
gone through by observing the wind wall and painting it on a small canvas at a 
time when everyone in Korea was financially struggling after the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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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ifer Steinkamp 「Fly To Mars 8」 

Fly To Mars 8

이정민  I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바람에 흩날린 나뭇가지와 잎은 서로 

섞이고 밀어내고 흩어지기를 반복한다. 그러는 사이 푸른 잎사

귀는 붉게 물들어 낙엽이 지고 이내 앙상한 가지만 남는다. 영상

은 사계절이 지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한다. 3D 기술의 옷을 

입고,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가상의 자연은 미국 출신의 미디

어 아티스트 제니퍼 스타인캠프의 <Fly To Mars 8>이다. 90년

대 3D 영상과 뉴 미디어 분야의 초창기를 연 작가는 미국을 중

심으로 지난 30년간 국제적인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데,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조수 없이 전 과정을 손수 작업한다.  

스타인캠프의 작업은 공간에서 출발한다. 작가는 전시 공간의 

환경을 완벽하게 숙지한 후에 본격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는데, 

공간의 규모나 구조뿐 아니라 채광, 빛의 양, 관람자와 화면 간 

거리 등을 세밀하게 고려한다. 특히 빛은 공간의 성격을 탈바꿈

시키고 영상 속 자연과 어우러져 생명력을 고조시키는 매개체

다. 움직임, 빛, 때론 사운드, 그리고 이를 통합적으로 체험하는 

관람자의 경험이 스타인캠프 작품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된

다. 바람에 흔들리고 부딪히는 나뭇잎이 내는 소리는 시각적 영

상미를 넘어, 보다 촉각적인 경험으로 다가온다. 

대구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Fly To Mars 8>은 열 개의 나무 

연작 가운데 하나다. 계절에 따라 다채로운 색으로 꽃이 피고 

지는 과정을 반복하는 영상에서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꼽으

라면 나뭇가지가 바람에 움직이는 방향이다. 마치 새가 날개 짓 

하듯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에서 애초에 중력을 거스르려는 

나무의 의지가 느껴진다. 나무의 형상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

는 메두사에서 영감을 받았다. 움직임에서 생명력을 찾고 아름

다움의 힘을 발견하고자 하는 작가에게 나무의 삶은 생명력과 

관능, 재생, 명상, 초월, 그리고 삶의 순환을 상징한다. 

식물이나 꽃 역시 스타인캠프가 즐겨 사용하는 소재다. 이는 때

로 자연 현상과 인간 사회를 연결하는 다의적 의미를 가진다. 한 

예로, 국내에서도 선보인 바 있는 <Diaspore(디아스포어)>는 가

을이 되면 줄기 밑동에서 떨어져 나와 공 모양으로 바람에 날리

는 잡초가 다발을 이루다가 공기 중에 흩날리기를 반복하는 ‘회

전초’의 삶을 표현한다. 작가는 연약한 나뭇가지와 잎이 씨앗과 

포자를 흩뿌리며 스스로 번식하는 자연적 현상에서 인간사의 

모습을 발견한다. 디아스포라. ‘이산’이라는 뜻으로, 고국을 떠

나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이나 집단이 자신의 정

체성을 잃지 않고 명맥을 유지하는 모습은 자연 생태계와 인간

의 삶이 닮았음을 은유한다. 

끝도 시작도, 서사도 사건도 없지만, 스타인캠프의 영상은 자연

의 순환을 섬세하게 구현하고 이를 통해 삶을 보다 시적인 태도

로 드러낸다. 

제니퍼 스타인캠프는 1958년 미국 덴버 출신으로, 패서디나 아

트센터와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에서 수학했다. 80년대 후반 추상

적, 기하학적 패턴의 디지털 프로젝션으로 관람자의 공감각적 체

험을 이끌어내는 작업을 선보였고, 2003년부터 식물 등 자연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를 본격적으로 작업의 모티프로 삼았다. 디

지털 아트를 현대미술 안으로 끌어온 작가는 이 분야의 개척자

로 평가된다. 제11회 카이로 비엔날레(2008) 미국관 대표작가로 

초대되었으며, 작품은 로스엔젤레스 현대미술관, 카운티 미술관, 

휴스턴 미술관, 이스탄불 현대미술관, 산호세 미술관 등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주요 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제니퍼 스타인캠프, Fly To Mars 8, 2010, 비디오 설치, 가변크기

Fly To Mars 8 by Jennifer Steinkamp housed at Daegu Art Museum is one of her 10-piece tree series. Trees 
in the video are inspired by Medusa appearing in a Greek mythology. The sounds of tree leaves moving 
against the swirling wind generate a sensitive tactile experience beyond the visual aesthetics.  For the artist 
seeking to find vitality and discovery the power of beauty from motions, the life of trees is a symbol of 
organic functions, regeneration, meditation, transcendence, and the circle of life.
Her works starting from a space are completed in a careful consideration of not only the scale and 
structures of architectural space but also the lighting, the amount of light and the distance between viewers 
and the screen. The viewers’ experience in a holistic way of motions, light and sometimes sounds is a 
critical element in her work. Her videos – albeit with no end or start, or narratives and events – precisely 
implements the circulation in nature, through which, manifests the life in a poetic manner.

C
O

LLEC
TIO

N
소

장
품

_
제

니
퍼

 스
타

인
캠

프
 <F

ly
 T

o
 M

a
rs

 8
>

26

27



모두가 그렇겠지만, 나는 미술관이 배움의 장소라는 사실에 동

의한다. 특히, 실험에 관한 경험을 축적한 동시대의 미술을 한

자리에서 보여주는 미술관 공간에서 우리는 다양한 넓이와 깊

이의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확신한다. 예를 들어, 대구 실험 

미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1974~1979 대구현대미술제”

에 관한 전시를 미술관에서 보게 된다면, ‘서울 중심의 편향

적 흐름’, ‘실내 공간 위주의 전시’, ‘평면 추상회화로 대표하

는 유행’ 등에 대응하여 당시 미술가들이 실험했던 ‘지역, 야

외, 비디오, 설치, 이벤트’의 경험, 즉 ‘균형’과 ‘회복’을 실험했

던 경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다. 이처럼 미술관에서 만나는 

과거의 정신과 행위의 흔적은 당시 예술가들이 느끼고 생각했

던 사상과 태도, 그들의 행위를 현재로 소환하여 관람객의 삶

과 관계한다. 이것은 관람객 개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의 기억

과 연결된 자신의 일상적 삶에 ‘균형’과 ‘회복’이라는 아름다

‘Art School’ with ‘Recovery’ of  Learning 

배움의 ‘회복’을 담는 ‘미술학교’

정종구  I  대구미술관 교육팀장

운 경험으로 자리 잡게 하는 일이다. 또한 이는 우리의 

삶에서 서로 다른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풍성

해지는 자기 성장을 위한 ‘배움’의 과정이다. 다시 말해

서, 미술관은 공유와 공감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와 연결

하는 성장의 배움터이다.

나는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기본 가치를 미술관에

서 배울 수 있었으면 하고 기대한다. 그리고 만약 우리

의 삶에서 기본과 기준이 되는 가치를 미술관에서 배울 

수 있다면, 이곳을 ‘미술학교’라고 부르기를 원한다. 우

리는 일반적으로, 전문직 교사가 집단의 학생에게 인간

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가르치고 학생이 이

를 배우는 과정과 수단을 ‘교육, education, 敎育’이라 

한다. 그리고 그 교육하는 기관을 ‘학교, school, 學校’

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인간으로서 

창의적 성장의 가능성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장치를 미술관에서는 ‘미술학교’라는 이름으로 부르면 

어떨까? ‘미술학교’는 보통의 일반 기준을 누구나 민주

적으로 공유하며 배우는 공공 교육의 상징으로서 ‘학

교’라는 의미를 기반으로 예술의 가치를 인간의 삶과 연

결하는 미술관의 ‘미술, art, 美術’을 결합한 것이다. 다

만, 이 결합 과정에서 우리가 외면하고 싶거나 혹은 우

리에게 이미 익숙해진 학교의 폐해를 개선하는, 특히 경

쟁의 형식으로 인한 폐해를 해결하는 ‘미술학교’이기를 

바란다는 단서가 따른다. 

대구미술관 교육의 공감 플랫폼으로서 ‘미술학교’, 나

는 이 ‘미술학교’에서 배움의 기본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여기에서 배움의 기본은 다름이 아니라 기존의 

기본적인 기준에 관한 경험이며, 또 이들 경험을 서로 

연결하여 남들의 예상을 깨는 발상으로 어떤 질문을 해

결하는 창의의 경험이다. 저곳의 기본적인 생각과 경험

을 이곳에 창의로 적용하는 식이다. 이 자발적이고 창의

적인 배움으로의 회복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미술학

교’에서부터 발화했으면 한다. 과거의 예술실험이 미술

관의 미술학교에서 현재가 되고 다시 미래로 이어지는 

융복합이라 할 만한 연결이 관람객이나 미술관 교육의 

참여자 개개인에게서 발견되는 그런 배움터가 ‘미술학

교’이기를 기대한다. 다르게 말하면, 미술이 음악, 문학, 

연극과 합치고, 미술을 기반으로 사회, 정치, 역사, 철학, 

윤리, 경제, 심리학, 과학, 의학을 연결하는 예술교육 실

험의 경험이 ‘미술학교’를 통하여 산출되기를 원한다. 

아마도 이 ‘미술학교’에서의 흥미롭고 창의적인 배움의 

회복은 일상의 삶 곳곳으로 확산하여 정당하고 새로운 

문화로 작동할 것이다. 그러고 보니, 미술관에서 대면과 

비대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아우르겠다는 생각

을 집약한 대구미술관의 짧은 구호, ‘공감의 미술관, 하

이터치 뮤지엄’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균형’

에 관한 이야기이며, ‘회복’의 소중한 가치를 담은 제안

임을 새삼스럽게 발견한다.

An art museum could be a place of learning for 
growth leading us to the future through sharing 
and empathy. It offers a taste of the contemporary 
art filled up with wide-ranging artistic experiments 
where we can learn the world of diverse widths and 
depths. Expecting that art could be combined with 
music, literature and theater, and experimentation of 
art education connecting sociology, politics, history, 
philosophy, ethics, economics, psychology, science 
and medicine could come out of “Art School,” Daegu 
Art Museum opens its door for the first time i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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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tists! Go Out to the World as Dartists!

다티스트여 다티스트로 
세상을 향해 던져라!

권미옥  I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실장

다티스트DArtist는 대구의 작가를 조명하는 전시의 큰 틀을 이

른다. 2020년 대구미술관의 중장기 전시개편안에 따라 대구

미술의 힘을 대구 작가의 역량을 통해 펼치고, 그리하여 이 작

가들이 국내외에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실 미술관 개관 이래 우리 지역의 작가를 조명하

는 전시는 꾸준히 있었다. 대구 시민에게 대구미술의 우수성

을 통해 미술 문화를 향유하도록 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멋

진 일이기 때문이다. 지역 공립미술관의 설립 취지이자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지역작가 연구의 이름으로 ‘다티스

트’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을 새로이 하

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던 일에 얼개를 맞추어 틀을 잡

아주는 일을 새롭게 함에 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시기획 

역량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방향성을 만들어 대구 작가를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다티스트이다. 또한 전시기

획과정에서 얻은 작가와 작품 세계에 대한 아카이브의 형성은 

대구현대미술의 저력을 쌓는 일과도 일맥상통할 것이다.

다티스트는 매년 중견과 원로 부문으로 나누어 작가를 선정하

고, 이듬해에 개인전을 개최하여 선정 작가의 작품 세계를 오

롯이 시민에게 소개하는 것에 역점을 둔다. 올해는 다티스트 

첫 번째 결실로 작년 중견 부문에 선정된 정은주, 차규선 작가

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약 10개월 남

짓의 시간 동안 기획에서부터 홍보에 이르기까지 미술관과 긴 

호흡을 함께하고 있다. 전시는 5월 23일까지이다. 미술관 홈페

이지를 비롯하여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그들의 작품과 예술

세계를 만날 수 있다. 

원로 부문의 차계남 작가는 오는 6월에 전시가 예정되어 있다. 

새해를 맞아 작업실에서 만난 작가는 최고의 전시를 위해 1년

여 동안 쉼 없이 달리고 있노라 하였다. 작가에게 이번 전시는 

특별하다. 미술관 개관 이래 하루도 빠짐없이 꿈꾸어 오던 바

로 그 공간에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전시이기 때문이다. 발표

한 적 없는 다수의 작품으로 구성한 이번 전시는 공립미술관 

최대 규모의 전시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대구 시민은 작가 차

계남을 만날 것이고, 그녀가 꾸는 꿈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미술관을 꿈꾸는 작가, 그리고 작가를 꿈꾸게 하는 미술관은 

또 얼마나 행복한가! 

벌써 2월의 중순이다. 미술관은 2021년 다티스트 선정을 준

비하고 있다. 영예의 다티스트들은 그들의 과녁에 곧 집중할 

것이다. 그들이 던지는 다트의 궤적이 벌써 궁금해진다.

다티스트의 명명은 중의적이다. 대구의 작가 Daegu Artist

이자 동시에 dartist 과녁을 향해 화살(다트)을 던지는 사람

이라는 뜻도 있다. 대구의 작가여 세상의 판에 화살을 던지

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The reason why we pay attention to “Dartists”, a 
program to research on local artists, marking the 10th 
anniversary of Daegu Art Museum, is to empower 
reframing what we have done so far, instead of doing 
something new. The program aims to encourage 
Daegu artists to go out into the world in a sustainable 
frame through professional and systematic curatorial 
competencies.

차계남, Untitled, No.53360-2, 2013, 610x244x7cm, 한지에 묵

차규선 작가차계남 작가정은주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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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ated as an Art Museum for the 2021 Program for  
the Foundation of  Smart Museums/Art Museums 

스마트 기술 입은 대구미술관, 
소장품 감상 어디까지 가능할까? 

2021년 개관 10주년을 맞은 대구미술관의 슬로건은 ‘공감의 

미술관, 하이 터치 뮤지엄(High Touch Museum)’이다. ‘하이 

터치’는 고도의 기술을 도입할수록 인간적이고 따뜻한 감성을 

찾게 된다는 미래학자 폰 네이스비츠 저서 「메가 트렌드」에서 

인용한 것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기, 고도의 기술과 감성을 융

합한 콘텐츠를 개발해 미술 향유 격차를 줄이고, 관람객이 공

감하기 쉬운 대구미술관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이러한 의지를 구체화하는 첫걸음으로 대구미술관은 문화체육

관광부 주최하는 ‘2021년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 사

업’에 지원해 지난 2월 5일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는 ‘공

립 박물관 미술관 실감 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지원’ 분야

(총 11개 시·도 21개 사업), ‘스마트 공립 박물관, 미술관 구축

지원’ 분야(총 14개 시·도 65개 사업)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대구미술관은 ‘공립 박물관 미술관 실감 콘텐츠 제작 및 체험

존 조성지원’ 분야에 지원해 성과를 이뤘다.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대구미술관 소장품 인터랙티브 

공감 플랫폼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10억(국비 5억, 시비 5억)

으로 대구광역시 총괄, 대구미술관이 기획ㆍ주관하고 보다 높

Daegu Art Museum was finally designated on February 5 for the 2021 
Program for the Foundation of Smart Museums/Art Museums. It is to 
develop a new form of “collection watching program” to look around 
experiential zones with docents by applying the AI and hologram 
technologies, while producing real-life content based on signature 
collection data. Daegu Art Museum aims to grow further as a smart 
art museum that is sustainable in contact-based or untact situations 
under any disaster situations by gradually equipping itself with a 
phase-specific digital system in each field of art to better prepare for a 
changing environment   

은 수준의 실감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재)대구디지털

산업진흥원(원장 김유현)이 사업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대구미술관의 주요 소장 미술품 데이터

를 활용하여 실감 콘텐츠로 제작하고, AI와 홀로그램 기

술을 적용한 도슨트와 함께 체험존을 둘러보는 새로운 

형태의 ‘소장품 감상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특히 곽인

식, 서병오, 이인성 등 대구를 대표하는 미술가를 중심으

로 대구미술의 지역성과 역사성, 현대적 실험성을 상징

하는 작품을 실감 콘텐츠로 제작하여 순차적으로 전시

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성과 맥락을 갖춘 상설 전시 콘텐

츠로 연계 효과를 높인다. 

대구미술관 소장품을 상시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온·

오프라인 플랫폼 개발’은 프로젝션 맵핑, 인터랙티브 미

실감형 체험존 설치 예정 위치
실감콘텐츠 체험관 컨셉 이미지

디어, 인공지능, 홀로그램 등 첨단 ICT 기술을 도입한다. 

이를 활용한 대구미술관 소장품 체험존은 온라인 검색

에 그쳤던 미술관 소장품 소개의 한계를 넘어 관람객들

에게 소장품을 능동적, 적극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고, 소장품 연구와 교육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발(發) 초연결 시대, 아날로그 영역이라 믿

었던 순수 예술 분야에서도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일고 있다. 대구미술관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속화될 변화에 대비해 미술관 각 분야 디지

털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갖춰, 앞으로 야기될 여러 재난 

상황에서도 대면·비대면 지속 운영 가능한 스마트 미술

관으로 성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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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시일정

 2021 대구미술관 전시일정 

대구근대미술전 「때와 땅」

전통 서화에서 벗어나 근대 미술형식으로 확장되는 1920년대

에서 1950년대 한국전쟁전후까지의 대구 지역 미술사를 조망

하는 전시

•전시기간 | 2021. 2. 9.(화) ~ 5. 30.(일)

•전시장소 | 1전시실

2021 다티스트 「정은주, 차규선」

대구작가시리즈 다티스트 선정작가(중견) 「정은주」 「차규선」

의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전시 

•전시기간 | 2021. 2. 9.(화) ~ 5. 23.(일) 

•전시장소 | 2, 3전시실, 선큰가든 

개관 10주년 기념 아카이브전 「첫 번째 10년」

개관 10주년을 맞아 대구미술관의 건립부터 2020년까지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미술관 방향성에 대해 함께 조망

해보는 전시  

•전시기간 | 2021. 2. 23.(화) ~ 6. 27.(일)

•전시장소 | 4, 5전시실

대구포럼Ⅰ 「시를 위한 놀이터」

대구현대미술의 주요 기점인 1974년을 시작으로, 지난 50여 년간 

지역 및 동시대미술의 주요 경향을 잇는 

국내외 작가 전시

•전시기간 | 2021. 6. 15.(화) ~ 10. 3.(일)

•전시장소 | 1전시실

2021 다티스트 「차계남」

대구작가시리즈 다티스트 선정 작가(원로) 차계남의 작품 세계

를 조명하는 전시 

•전시기간 | 2021. 6. 8.(화) ~ 9. 26.(일) 

•전시장소  | 2, 3전시실 

「2021 Y 아티스트 프로젝트」

젊은 작가 발굴, 육성을 위해 2021년 새롭게 개편된 Y 아티

스트 프로젝트의 첫 번째 주제기획전 

•전시기간 | 2021. 7. 13.(화) ~ 10. 10.(일)  

•전시장소 | 4, 5전시실 

해외교류전 「다이얼로그 대구미술관&매그재단」

대구미술관과 프랑스 매그재단의 우수 소장품을 소개하고 

코로나19로 상처받은 인간의 삶을 위로하는 공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시

•전시기간 | 2021. 10. 19.(화) ~ 22. 3. 27.(일) 

•전시장소 | 1전시실, 어미홀 

제21회 이인성미술상 「강요배」

제21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자인 강요배 작가의 작품세계를 볼 

수 있는 개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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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장소 | 2, 3전시실 

 수창청춘맨숀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22길 27 (우) 41920

‘Hi! A New Home’ | 2021. 1. 15.(금) ~ 4.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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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트 인물’ | 2021. 2. 9.(화) ~ 4. 18.(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 (우) 42672

‘대구현대미술 2021-MARCH’ | 2021. 3. 30.(화) ~ 4. 4.(일) 

대구미술관 채널

작가 인터뷰, 메이킹 필름, 심포지엄 영상 등 

대구미술관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 채널
•Web: artmuseum.daegu.go.kr 

•Facebook: damuseum

•Instagram: daeguartmuseum

•Youtube: goo.gl/znTdCD

•Blog: blog.naver.com/damuseum

•Kakao channel: pf.kakao.com/_xbuYuK

Exhibition Schedule

(※대구화랑협회 자료제공)

◆  일정: 2021. 3. 27.(토) ~

◆ 시간: 평일 14시, 16시 / 주말 및 공휴일 10시, 14시, 16시

◆ 시간대별 전시해설(도슨트) 안내

  상기 시간대에 해당 전시해설을 우선 진행하며, 그 외 전시는 5~10분 정도로 간략하게 안내 

예정입니다. 별도로, 스마트폰과 이어폰을 이용한 오디오가이드 전시해설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성인 10명 (선착순) 

◆ 신청방법: 사전예약 입장 및 티켓 수령 후, 검표데스크에서 현장신청

◆ 전시해설 문의: 053. 803. 7880  

전시해설(도슨트) 안내

일정 시간 평일(1일2회) 주말 및 공휴일(1일3회)

3.27.(토) ~ 4.4.(일)

10:00 ~ 10:50 - 정은주전, 차규선전

14:00 ~ 14:50 정은주전, 차규선전 정은주전, 차규선전

16:00 ~ 16:50 정은주전, 차규선전 정은주전, 차규선전

4.6.(화) ~

10:00 ~ 10:50 - 때와 땅전

14:00 ~ 14:50 정은주전, 차규선전 정은주전, 차규선전

16:00 ~ 16:50 때와 땅전 때와 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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