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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의 초록 주단
A green carpet for healing
조은정 I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구조인 우주와 내가 연결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

가장자리 가까이로 눈을 돌리면, 아주 미세하게

는 통로이다. ‘자극’은 나의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물감이 흘러내리며 생성한 작은 물감 줄기며 점점

하는 끊임없는 지표이다.

이 박힌 색채들을 만난다. 진동하는 색채의 존재

빛과 색으로 가득한 정은주의 회화는 그래서 살아

성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있음에 대한 인식의 결과이다. 화포 위를 지나는

정은주는 화포에 물감을 개어 얹을 때, 물을 매재

붓질과 스며든 물감의 그 사이에서 이름을 짓지

로 사용하여 색의 농담을 조정한다. 그는 “가로

못한 수많은 색채가 생성되었음을 인지할 때 오롯

선은 물의 농담에 의해 흘러내리고, 그 흘러내림

이 우리는 자신의 감각에 집중하게 된다. 정은주의

은 우연에 의한 의도하지 않는 선들을 나타낸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따스하고 밝은 빛줄기, 창밖에서 들리는 자

<초록 아래서>로 지칭되는 작품이 우리가 존재하

고 하였다. 세상에서 가장 기초적인 물질이면서 생

전 시 명 | 2021 다티스트 《정은주: 초록 아래서》

동차 시동 거는 소리, 문 틈새를 비집고 거리로 펼쳐지는 카페

는 세상, 이 세상을 지각하는 우리 감각에 대한 보

명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물질인 물, 모든 신화의

전시기간 | 2021. 2. 2.(화) ~ 5. 23.(일)

앞에 자욱히 깔린 커피향,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부지런히 만드

고서인 이유이다.

처음과 끝에 있는 그 내밀한 물을 통해 그는 색채

전시장소 | 2전시실 일부, 3전시실, 선큰가든

는 찌개의 짭조름한 맛, 어깨를 움츠리게 만드는 추위, 눈앞이

화면은 스며듦, 겹쳐짐, 가려지지 못함과 같은 물

를 결합하고 화포 위에 예기치 않은 길을 연다. 바

참여작가 | 정은주

어지러운 더위, 그리고 컴퓨터 자판의 부드러우면서 견고한 어

감과 물의 작용에 의해 구성된다. 화포의 표면에서

닥에 펼친 화포에서 물은 아래로 스며들어 퍼져

전시규모 | 회화 및 설치작품 35점

떤 감촉 같은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나를 생각할

는 섬유 올올을 파고 들어 물질을 덮어버린 깊고

간다. 세운 캔버스에서는 마치 종유석이 솟아나는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 너무도 당연한 일상의 감각은 이 세상의

깊은 색들만을 만난다. 하지만 조금만 화면의

것처럼 물은 색을 수직으로 이미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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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으로 향하는 내면을 향한 행진이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모습과 서로 조응(照應)하는 물질이라

공간이다. 붉은 주단을 밟고 지나는 영광의 행진

고 하였다. 정은주의 화포 위에서 ‘물’은 인간의

이 아니라, 초록색 주단의 선을 따라 걷는 산책

감각과 색채의 상징과 자연의 의미를 삶에 조응

은 ‘저기에 있는’ 나를 보는 행위이다. 수많은 색

시키는, 기쁨과 우울의 깊이를 조정하는 매재이

의 겹은 결국 저 깊은 곳을 응시하게 하기 때문

다. 그의 화면은 수많은 감정의 색을 ‘물’에 녹여

이다. 작가의 많은 시간을 채운 상실의 고통은

낸 결과이다. 그리하여 그것의 표면은 단지 색이

색들의 겹을 만들어내었다. 자가 치료를 위한 드

아니라 물로 녹여내져 중첩된 시간과 작가의 제

레싱, 초록은 그런 의료적 행위이다.

스처에 의해 구현된 에너지와 온갖 명멸하는 감

누구나 응시하는 그 깊은 곳에는 아문 듯 하지만

정의 표면이다. 이를테면 초록, 거기에는 그것으

언제나 다시 터져버리는 억지로 봉합한 상처, 은

로 덮어버린 ‘마음들’이 있는 것이다. 무어라 이

폐하고 싶은 과실이나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결핍

름 지을 수 없는 수많은 중간색으로 이루어진 표

이 있다. 그 상처들을 덮은 초록의 주단은 아슬

면이 형언할 수 없는 감정과 닮아 있는 것도 이

아슬한 은폐가 아니라 부드러운 고약을 바른 거

러한 이유이다.

즈이다. 무엇이든 녹여서 피부에 접착시켜 아물

햇빛이 내리쏟아지는 선큰가든에 ‘널려진’ 초록

게 하는 드레싱의 힘, 화면 아래 상처를 감싼 힘

색 가득한 화면 옆을 지나며 마음에 깔린 주단

을 보여주는 초록이다. 일렁이는 빛 속에서 그래

을 본다.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붉은 주단 위

도 살만한 인간사를 꿈꾸게 하는 희망들이 색 아

에 선 행진이 아니라, 오롯이 혼자 마음의 깊은

래, 화면 깊이에서 용솟음친다.

The image as a color itself not being
reminiscent of any defined form
symbolizes a great power of the
nature. We can only discover colors
on JEONG Eunju’s canvas filled up
with her gestures – a process where
colors turn “bluish” as well as a
field where colors are materialized.
Sublimity is what has occurred in a
course of encountering and accepting
objects and counterparts themselves.
Introduced are colors in colors that
are non-existent in this world such
as green that has swallowed a chaos
that can generate anything, groaning,
crying and death.

물의 속성은 빛의 산란으로 일렁임이 근사할수록 깊은 물이
고, 물 위의 상이 선명할수록 또한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이 깊은
물이다. 그런 탓에 “맑은 봄의 흐르는” 물과 “깊은 잠잠한 죽
음의” 물은 결코 배반의 이미지가 아니다. 이것이 있음에 저것
이 있는 것처럼, 산 자에게 있어 죽음의 알 수 없는 내밀함 덕
에 삶의 기쁨은 선명하다. 봄이 다가와 푸른 잎들로 가득한 그
생생함은 곧 푸른 날들이 지나고 말 것을 잊게 만드는 두근거
림을 동반한다. 정은주의 화면은 그렇게 죽음의 견고함을 수
면 아래 감추고 일상의 기쁨이, 생기발랄함이 우리 눈을 현혹
시키듯 빛으로 일렁인다. 그런 ‘초록’이다.
누구나 빛나는 일상의 삶이 있고, 그것이 반짝일 수 있는 것
은 빛과 함께하기 때문이며 언젠가는 우리 모두 아래로 흘러
수평적(가로)으로 펼쳐지는 물처럼 모두가 죽음에 임하게 될
것이다. 어둠으로 펼쳐진 죽음의 상부에 반짝이는 삶이라니.
《정은주: 초록 아래서》 전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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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통 바슐라르는 그런 이유로 물을 인간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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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선의 ‘풍경행각(風景行脚)’
CHA Kyusun’s 「About Scenery」

전 시 명 | 2021 다티스트 《차규선: 풍경에 대하여》
전시기간 | 2021. 2. 2.(화) ~ 5. 23.(일)
전시장소 | 2전시실
EXHIBITION REVIEW

참여작가 | 차규선
박남희 I 미술비평, 홍익대 대학원 교수

전시규모 | 평면 35점

바람에 흔들리듯 비스듬히 마른 줄기의 나무들이 평면을 가로지른다. 그
안쪽으로 얇은 실핏줄이 퍼지듯 가지들이 사방으로 피어난다. 겨울을 견
디고 아직 오지 않은 봄을 기다리는 우윳빛 가지들은 붉고도 푸른 색면의
‘지워진 풍경’을 가로지른다. 차규선의 근작 <내곶지>(2020)는 바람, 햇빛
그리고 대지가 녹아든 그런 풍경시를 떠올리게 한다. 이를 비롯한 그의 근
작들 <풍경>(2020), <화원>(2020), <가창>(2020), <청송>(2020) 등은 대구
미술관의 《차규선-풍경에 대하여》전에서 가장 먼저 관람객을 맞이한다.
어언 26년간의 그의 작업들이 큰 맥락으로 선보이는 가운데 이들 화면은
자연과의 호흡이 한층 심화되어 심경(心鏡)으로부터 배어 나온 선과 색의

2021 다티스트 《차규선: 풍경에 대하여》

흔적이자 ‘대지다움’의 풍경을 제시한다. 그의 또 다른 풍경으로의 전환
이다. 운 좋게도 그의 이 같은 변화를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대구미술관
전시는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작업들을 포함했다. 즉 작가의 ‘풍경행
각(風景行脚)’을 정독할 기회였다.
대체로 분청 회화나 매화 시리즈로 익히 알려진 그의 작업이 선보이기 이
전, 담담하게 일상의 주변 경관을 사실적으로 담아내는 것으로 화업을 시
작했다. <야산>(1994), <三月>(1995), <경주가는 길>(1995), <눈길>(1995),
<겨울 江>(1995), <산>(1996), <한계령>(1997) 등이 기름기를 뺀 담백한 견
고함의 작업들로 펼쳐졌다. 예컨대 가로로 긴 폭으로 파노라마적 구성의
평면을 조망한 <경주가는 길>, <한계령>은 시선을 확장하여 산 너머 하늘
까지 넓고 깊게 보는 동양적 평원(平遠)과 서양의 원근법이 교묘히 융합
한다. 한국의 산천, 나무, 도로, 집과 건물 등의 생김 그대로 드러내면서 마
른 흙을 사용해 윤기를 걷어낸 표면은 단단한 소박함이 빛났다. 이들 풍경
에서 유난히 더 도드라지는 것은 나무들, 그리고 <야산>, <산>, <三月> 에서
변화무쌍한 흙, 대지이다. 제각각 자세를 가진 나무들은 선명하게 드러나
면서도, 아스라이 사라지며 묘사나 재현 너머의 세계를 잠재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흙은 그의 초기 작업에서 평면에 직접 사용하면서 대지를 보다

08

충만케 하는 색과 마른 텍스처를 만들었다. <무제>(1997)와 <풍경>(1999)
《차규선: 풍경에 대하여》 전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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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선, 〈行脚행각-설악〉, 2019,
캔버스에 혼합매체,
162.2 x 130.3cm

형으로 이어졌다. 빼곡하게 나무와 초목, 산세가 굽이치는 <풍

차규선의 자연풍치(自然風致)와 서권기(書卷氣)는 ‘풍경행각’과 함께 매화 시리즈를 탄생케 했을 것으로 짐작

전면성’과 ‘나무의 형상성’을 증거한다. 해가 져서 초콜릿색으

경>(2008)으로 선명하다가도, 희뿌연 눈 안개가 가득한 깊은

된다. 그의 작업에서 매화는 만개한 고아(高雅)함이 있으면서 동시에 풍경에 이르렀던 전면성의 표현과도 조화롭

로 보이는 너른 들녘에 듬성듬성 빛과 연기가 피어오르고 주

숲속에 ‘지워진 <풍경>(2008)’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은근하

게 맞아떨어진다. 반복적인 색점의 꽃잎들이 눈송이거나 별빛처럼 보이는 풍경과 조형적으로, 정서적으로 닿아

변에 윤곽을 드러낸 인물들은 대지의 표정이자 텍스처로 일체

게 가리워진 삶과 고민의 흔적 위에 다시 우뚝 선 필선의 나무

있다. 그는 수없이 많은 꽃잎을 그리며 스스로 취경(就景), 자연과의 물아일치(物我一致)에 도달하고 있는지도

화된 <무제>와 하늘도 땅도 구분 없이 붉은 대지 위에 솟아오

들이 <行脚행각-설악>(2019)으로 출현한다. 이 같은 여정에

모른다. 그의 세상과의 소통과 번민이 그려지고 지워지기를 반복하면서 말이다. ‘풍경행각’이 그러했던 것처럼.

른 청록의 소나무 잎들의 <풍경>은 초기 시대의 마감과 분청

서 차규선의 풍경은 산수화와 문인화의 결을 환기하게 한다.

그렇게 차규선의 여정은 작금의 장면으로 이어진다. <행각-미시령>(2019), <화원>(2020)은 능선들과 소박한 나무

시대의 경계면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문인들과의 교류, 시를 비롯한 동서고금의 문학을 가까이

들이 한 결을 이루며 고부조의 암각면이 깎여 엷어진 것 같은 농담의 평면으로, <청송>, <가창>의 뭉침과 번짐의 안

회화 평면의 ‘전면성(全面性)’이 분청의 빛깔로 평면을 뒤덮

한 잔향(殘香)이 그의 평면에 그윽하게 퍼져있어서이다.

으며 차규선 예술의 전형성에 이르게 된 데는 외적, 시각적 경

료는 스스로 평면과 결합하며, ‘또 다른 풍경’으로 나아가는 ‘행각(涬覺)’을 지속하고 있다.

험과 내적, 심리적 상태가 작용했다. 외적 요인으로는 작가 스
스로 진술한 바 있는 《분청사기 특별전》의 감화이고, 내적 요

2021 다티스트 《차규선: 풍경에 대하여》

두 작업은 그런 의미에서 이후 분청 시대를 예고하는 ‘평면의

인으로는 <자화상>(1999)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린다는 것에
대한 성찰과 구원의 심리기제(心理機制)1)였다. 그런 과정에서

CHA Kyusun is an artist of landscape being reminiscent of
“Buncheong painting” and also a renowned artist with plum
blossom series. Daegu Art Museum presented his oeuvre of 26
years for the audience to have a deeper understanding of his
works. The essence and freedom of his figurativeness found in
his early-day realistic expression, transition towards energetic
and vital sceneries, plum blossoms in an emotional harmony with
scenery and recent detailed scenery works in a deeper sense in
harmony with the nature.

도달한 <풍경>(2001)은 분청의 태토와 유약이 회화적 매재로
서의 가능태로 부각되며 유기적 선과 면의 부유를 즐기는 것
으로 나아갔다. 그는 시각적 원근이나 조망의 재현적 무게로
부터 벗어나 자연 대상과 자신이 일체된 자유로운 표출의 조

1) 1999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모습을 차용하며 극한의
내면 상태를 드러낸다. <자화상>에 대한 노트에는 “내가 하는
이 그림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림을 그렸다.”
라는 구절이 있다.

《차규선: 풍경에 대하여》 전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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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식과 민족정신을 품은 대구미술

전 시 명 | 개관 10주년 기념 대구근대미술전 《때와 땅》
전시기간 | 2021. 2. 9.(화) ~ 5. 30.(일)

Art of Daegu embracing the spirit of the times and ethnic awareness

전시장소 | 어미홀, 1전시실

전시규모 | 서화, 회화 등 140여 점, 아카이브 100여 점

우리나라의 근대기 주요 미술가들을 살펴보면 ‘대구 화가’

EXHIBITION REVIEW

참여작가 | 이인성, 이쾌대 등 63명
조상인 I 서울경제 문화부 차장, <살아남은 그림들> 저자

가 유독 눈에 띈다. 이인성과 이쾌대가 대표적이다. 민첩하게
흡수한 서양미술을 빠르게 체화하고, 우리 것과 접목해 전에
없던 새로운 예술을 시도한 ‘아방가르드’도 유독 대구·경북
출신이 많다. 남관과 곽인식이 있으며, 한국 추상미술의 선
구자인 유영국·정점식부터 수묵의 현대화를 이뤄낸 서세옥
을 비롯해 ‘토종’ 미디어 아티스트 1세대 박현기, 현대미술
운동을 전개한 아방가르드 예술가 김구림·이강소 등 헤아

하면 압도적이다. 이 같은 혁신성과 창의성의 배경이 뭘까?
대구미술관이 개관 10주년 기념전으로 기획한 전시 《때와
땅》에서 그 답을 찾았다.
1920~50년대 대구 근대미술을 망라하는 작가 63명의 작품
140여 점을 만나기에 앞서 미술관 1층 로비에 대형 연표가

《때와 땅》 전시전경

아카이브 전시와 함께 설치됐다. 일찍이 예술은 머리 맞댄
지식인들 사이에서 뜨겁게 피어올랐으니, 1900년에 문을
연 ‘우현서루’와 애국의 시대정신으로 설립된 ‘교남학원’으

개관 10주년 기념 대구근대미술전 《때와 땅》

리기도 벅찬 거장들을 대구·경북이 낳았다. 타 지역과 비교

로부터 시작된 웅장한 역사가 영화 필름처럼 펼쳐진다. 상업
자본의 유입으로 윤택한 환경이 조성된 대구는 일찍이 전통
서화에 대한 애호가 탄탄했다. 석재 서병오(1862~1936)는
이 같은 만족에 안주하지 않고 한 걸음 앞서 근대 양화와의
공존을 고민했고, 1920년대 초 설립된 ‘교남학원’의 도화
(미술) 수업, 예술인이자 사회운동가인 이들이 설립한 ‘벽동
사’ 등이 새로운 시대의 예술 거점이 될 기반을 닦았다. 《때
와 땅》 전시를 기획한 박민영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는 “개
인적 여가문화이던 서화 전통을 넘어 대구 미술인들은 모
임과 연구소를 만들어 일찍이 체계적으로 다져가는 과정을
《때와 땅》 전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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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같은 시기 수창학교를 다닌 이인성(1912~1950)은 독학

조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총 5개로 나뉜 전시 1부는 대

으로 터득한 그림 실력으로 전국적 명성을 얻었고 일본 언론

구의 전통 서화가 근대적 미술로 변화하는 과정을, 2부는 서

으로부터 ‘조선의 지보(至寶)’라는 칭송을 얻었다. 이인성의

양화 도입 후 대구 최초의 양화 전문 단체로 탄생한 ‘향토회’

대표작 <어느 가을날>과 <경주 산곡에서>가 소장처 삼성미술

를 들여다봤다.

관 리움을 떠나 한 곳에서 동시 전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3부 ‘대구 근대의 색’은 단연 전시의 하이라이트다. 푸른 두

리움 측은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별세하기 이전에 이미

루마기 자락이 바람에 날리건만 붓과 팔레트를 쥔 화가의 손

이들 작품을 대구미술관에 기꺼이 대여해 줄 것을 약속했다.

은 단호하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구도를 떠올

이인성의 대표작인 <노란 옷을 입은 여인상>과 이쾌대의 후

리게 하는 배경에서는 평화로운 논길을 가로지르는 아낙들

기작 <항구> 등 ‘이건희 컬렉션’ 기증을 통해 작품을 고향으

이 보인다. 한복을 입고 중절모를 쓴 옷차림이나, 서양화 재

로 돌려보낼 것을 암시한 것이기도 했다.

료를 쓰지만 동양화 붓을 들었다는 점은 서양문물을 적극 수

1930년대 일제는 조선 문명의 미개함을 선전하기 위해 ‘향

용하는 근대기 지식인의 혼란, 해방공간의 이념 갈등을 고스

토론’을 내세웠지만 이인성은 이에 순응하지 않고 조국의 잘

란히 드러내면서도 현실 극복과 발전 의지를 보여준다. 이쾌

못된 현실과 무력한 상황을 비애미를 통해 은유적으로 그렸

대(1913~1965)가 1940년대 후반에 그린 ‘자화상’이다. 파

다. 그런 이인성을 발굴해 세상에 알린 이가 서동진이다. 그

란만장한 역사를 온몸으로 살아낸 대표적 근대 미술가이자

맞은 편에 걸린 이쾌대의 <자화상>부터 <군상> 연작 등은 우

특히 고뇌하는 한국인의 내면을 탁월한 인물화로 그렸던 이

리 문화의 자부심과 조국의 앞날에 대한 희망으로 꿈틀댄다.

쾌대는 대구 수창학교를 다닌 ‘대구 화가’다.

이인성이 폴 고갱에 비교된다면 이쾌대는 외젠 들라크루아

EXHIBITION REVIEW

진행했기에, 근대미술은 물론 현대미술이 발돋움 할 토양을

《때와 땅》 전시전경

를 연상시킨다. 이들이 서양화를 어떻게 받아들여 ‘우리화(化)’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인성은 요절했

창열 등 후학을 양성하며 대구에서 다진 미술 저력을 널리 펼쳤다.
1920년대 대구에 처음으로 서양 화구를 들여온 것으로 알려진 이상정(1896~1947)의 예술적 업적을 발굴
한 것은 이번 전시의 특별한 성과다. 시인 이상화의 형이자 중국군 장교로 복무한 독립운동가 이상정은 화
가이자 문인이었고 벽동사 설립의 주축이었다. 전시는 근대미술의 성장 요인으로 부인할 수 없는 일본인 미
술교사의 영향관계를 객관적으로 짚었고, 해방과 전쟁의 혼란기에 ‘피난지 대구’의 예술이 보여주는 추상화
와 초현실주의 경향 등을 펼쳐 보인다. 대구미술의 역사는 그 자체로 한국 근대미술의 압축판이다. 최은주
대구미술관장은 “대구 미술은 전통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는 진보적 현대성을 지니고 있다.”라며 “전시 제목
인 《때와 땅》에서 때는 당시 그들의 시대의식, 땅은 민족의식으로 확대된 향토의식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개관 10주년 기념 대구근대미술전 《때와 땅》

으나 이쾌대는 서울로 가 ‘성북미술연구소’를 운영하며 이인성과 남관을 교수진으로 앉혔고 ‘물방울’의 김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때와 땅》 전시전경

An absolute majority of major artists i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times are “artists from Daegu.” If you
wonder about the background on the innovativeness and creativity, you can find answers in the exhibition
marking Daegu Art Museum’s 10th anniversary titled 《Era and Terra》. The exhibition presents 140 works
of 63 artists from the 20s to the 50s encompassing the entire period of the modern art in Daegu. Daegu’s
traditional calligraphy paintings transformed into the modern art set against “Uhyeonseoru(a library during
the Japanese colonization in Korea)” and “Gyonam Hagwon(private academy)” and “Hyangtohoe” was
formed in Daegu as its first Western-style painting group. LEE Insung and LEE Qoede proved how Western
paintings were embraced to be “localized in Korea.” The history of Daegu art itself is an abridged version
of the Korean modern art. The exhibition title 《Era and Terra》 implies that the “era” is the then spirit of the
times, and the “land” is the local awareness expanded into the ethnic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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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미술관 아카이빙 시대를 열다

전시기간 | 2021. 2. 23.(화) ~ 6. 13.(일)
전시장소 | 4, 5전시실
전시규모 | 각종 아카이브(문서, 사진, 모형, 도면, 신문 등), 소장품, 인터뷰 영상 등
서사를 위한 준비(개관 이전, 1997~2011)
10년의 서사(개관 이후, 2011~2020)

임언미 I 월간 대구문화 편집장 / 문화예술아카이브 팀장

EXHIBITION REVIEW

Opening up an era of archiving in a regional art museum

전 시 명 | 개관 10주년 기념 아카이브전 《첫 번째 10년》

‘왜’, 이 짧은 단어는 언제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 때로는 한 마디의 말,
때로는 수천 장에 이르는 답변을 유도해 낸다. 하나의 문화기관, 단체
는 그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앞으로 나아
가야 할 방향에 대한 힌트도 그 답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찾아낼 수 있
다. 대구미술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준비한 아카이브 전시 《첫 번째
10년》은 대구미술관이 ‘왜’ 존재하며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느냐
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전시였다. 지금까지 지역 문화기관이 역사적

아닌, 이 기관이 ‘왜’ 탄생했으며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 면밀하
게 추적했고 그 근거 자료들을 시각적으로 잘 구현해 선보였다는 점에
서 차별화됐다.
전시는 총 2개의 섹션으로 구성됐다. 먼저 첫 번째 섹션, ‘서사를 위한
준비’에서는 미술관 건립 논의가 시작된 1997년부터 2011년 개관까지
를 시기별로 3개로 나누고 대구미술관 건축 이야기를 추가해 총 4개 부
분으로 구성했다. 대구미술관이 ‘왜’ 건립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자료들
이 시각적으로 잘 배치되었다.
1997년 대구미술협회가 대구시에 보낸 ‘대구시립미술관 건립 건의’ 공

개관 10주년 기념 아카이브전 《첫 번째 10년》

분기점을 맞아 선보여 왔던 공연 혹은 전시와 같은 일회성 퍼포먼스가

문에서부터 시립미술관 건립의 마중물 역할을 한 아트 페어와 작품 기
증 관련 보도자료 등 행정 문서, 사진, 영상, 설계도면 등을 총망라해서
선보였다. 단순한 자료 나열식이 아닌, 당시 시대상을 함께 살펴볼 수 있
는 연보를 꼼꼼하게 정리해서 함께 전시해 관람객의 몰입도를 높였다.
대구미술관 건립을 위해 지역 미술인들이 기울인 노력, 그리고 현재의
미술관 외형이 갖춰지기까지 설계 공모와 심사 과정, 건립기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다가 선택하게 된 BTL(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 방식 등 오
늘의 대구미술관이 탄생하게 된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다. 지
금까지 지역에서 이루어진 아카이브 성격의 전시에서 이 같은 행정
《첫 번째 10년》 전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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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사람들’이 빛난 전시
이번 《첫 번째 10년》 전시에서 가장 돋보였던 것은 바로
‘대구미술관 사람들’이었다. 대구미술관은 개관 이후
오늘까지 미술관을 이끌어온 관장들의 디렉터쉽으로

간을 회고했다. 또 전시를 이끌어 낸 (지금은 미술관을
떠난) 학예연구사들의 이야기까지 전면에 전시한 것도
‘미술관 사람들’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드러나게 했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다.
또 이번 전시장 안에서는 이름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

EXHIBITION REVIEW

전시를 분류했고, 그들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지난 시

번 《첫 번째 10년》 전시를 만들어 낸 ‘대구미술관 사람
《첫 번째 10년》 전시전경

들’의 존재감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필자는 대구미
술관이 지난 10년간 외연 확장에 중점을 두느라, 수많
은 자료들을 수장고 한 곳에 쌓아 뒀던 것으로 알고 있
었다. 그런데 최은주 관장은 취임 직후 전문 아키비스트

더 놀라운 전시였다. 특히 대구미술협회가 대구시립미술

를 투입해 그 자료들을 분류·정리하도록 했고 이번 전

관 건립을 요청한 첫 번째 공문과 몇몇 의미 있는 서류들

시를 지휘했다. 그들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팬데

을 골라 원문이 보이도록 배치하고, 나머지 서류들은 두

믹 상황 속에서 조용히 그 작업들을 해냈고, 그 결과의

툼한 문서철에 담긴 그대로 캐비닛과 함께 전시장에 배치

일환으로 이번 전시를 완성시켰다. 전시 자체도 소중한

해, 미술관 건립까지의 길고도 험난했던 과정을 함축해

결과물이지만, 대구미술관의 지난 10년 속에 ‘대구미

보여주었다.

술관 사람들’이 있었으며, 앞으로 대구미술관을 이끌어
갈 ‘그들’이 있어 참으로 든든하다는 생각을 남겨줬다
는 점에서 더 뜻깊다.

대구미술관의 방향성 읽을 수 있어
전시의 두 번째 섹션 ‘10년의 서사’에서는 2011년 대구
《첫 번째 10년》 전시전경

미술관이 개관한 이후 10년 동안 펼쳐진 전시, 수집한 소
장품, 그리고 관람객과의 소통을 위해 기획한 교육 프로
그램 등 그간의 활동을 주제별로 엮어내 펼쳐 보였다.
‘전시 아카이브’ 코너에서는 10년 동안 기획한 106회의

적이고 비슷비슷한 틀 안에 나열된 것은 아쉬웠다.

마지막으로 대구미술관이 그간 선보인 교육 콘텐츠

전시를 8개의 주제로 분류하여 대구미술관의 역대 전시

전시장 다른 쪽 벽면에는 개관 이후 10년간 수집한 소장품을 한눈

에 대한 아카이브를 선보였는데, 그간 대구미술관이

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김용대 초대관

에 볼 수 있도록 소장품의 종류와 유형, 성격을 분석해 도식화했다.

축적해온 다양한 교육 자료를 모아 놓았다. 한편, 대

장이 대구미술관의 방향성을 담아 기획한 ‘개관 특별전’

공립미술관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소장품의 숫자와 가치

구미술관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홍보마케팅팀이

에서부터 기관의 지향점을 잘 보여준 주제 기획전, 이인

등의 규모이다. 지금까지 소장품 전시를 통해 주제별로 선보였고,

개관 때부터 운영되고 있어 그 활동이 눈에 띈다. 개

성미술상, Y, Y+ 아티스트 프로젝트, 어미홀 프로젝트, 작

홈페이지를 통해 소장품을 공개해 왔지만, 이처럼 숫자까지 면밀히

관 이후 홍보마케팅팀이 축적해온 홍보 프로그램과

가조명전, 교육형 전시 등을 특성별로 면밀하게 분류해서

분석해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대구미술관이 그간 수집한 소장품

기획 공연, 홍보 영상 등의 자료들도 적지 않았을 것

관련 자료들을 선보였다. 대구미술관의 지난 10년의 서사

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향후 소장품 확보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

인데 이번 《첫 번째 10년》에서 찾아볼 수 없어서 아

를 살펴볼 수 있게 구성했는데 전시된 자료들이 작고 획일

립·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쉬웠다.

Daegu Art Museum’s archive exhibition titled
《The First Decade》 to mark its 10th anniversary
was a show to find answers to “why” it exists
and “how” it should position itself in the art
scene. Part 1 presented visual archives on “why”
it was established by breaking down the period
from 1997 to 2011 when it was opened. Part 2,
meanwhile, exhibited theme-specific activities
for the past decade since its opening including
exhibitions, collections and education programs.

개관 10주년 기념 아카이브전 《첫 번째 10년》

서류와 건축도면까지 총망라해 선보인 것은 드물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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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 천착한 차계남의 집요한 관점을 일면 들여다

대구미술계의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자

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전시장 속 작품이 위치하는 공간,

2021년 봄부터 대구작가시리즈 다티스트(DArtist)를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소재가 파생시킨 우연의 공간,

개최하고 있다. 다티스트는 대구 및 경북을 중심으로

그리고 수많은 시간들이 모여 작가의 작품 세계를 형성

활동하는 작가 중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작업을 지속하는

하고 있는 무한의 공간을 부각시킨다. 그리고 이 공간

중견 작가 및 원로 작가를 각각 선정하여 개인전, 학술

은 비단 작가의 사적인 공간이 아닌 우리 삶의 공간으로

행사 및 아카이브 구축을 추진하는 프로젝트이다.

이어진다. 또한 전시실에 처음 들어서면 펼쳐지는 차계남

이번 전시는 대구미술관 2021 다티스트 첫 원로 작가로

의 ‘검은색’ 역시 작품 관람의 중요한 요소이다. 작가에

선정된 차계남의 개인전이다. 대구를 기반으로 왕성히

게 있어서 검은색은 숙명적인 동반자이자 ‘보이지 않는

활동하고 있는 차계남은 끊임없이 자기 모색을 거듭하며

움직임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모든 색을 포용하되 모든

40여 년이 넘는 시간을 오롯이 창작 활동에 매진해 온

색을 드러낼 수 있는 심연의 색인 검은색은 이번 전시에

조형 예술가이다. 1980년 일본 교토를 중심으로 처음,

출품된 작품 곳곳에 위치하여 관람자로 하여금 격조 높

작품 활동을 시작한 그는 기노시타 나가히로(前교토

은 공간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EXHIBITION PREVIEW

대구미술관은 지역미술가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예술대학 예술학과 교수), 후쿠나가 시게키(前국립근
대미술관 학예연구과장) 등으로부터 평론 글을 받으며
일본 화단에서 먼저 주목을 받았고, 이후 국내 및 유럽
등지에서 초대전을 이어가며 오늘날까지 그만의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차계남은 이번 전시에서 200여 점 이상의 개별 작품

점 등 총 33점을 선보이며, 흑·백의 다채로움과 입체적
공간감을 선사한다. 특히 한지에 붓글씨를 쓴 후 그것을
일정한 폭으로 잘라 실로 만들어 작품의 주재료로 사용
하는 그의 작업 방식은 작가를 대표하는 고유의 메타포로
자리 잡았다.
2021 다티스트 《차계남》 전시전경

2021 다티스트 《차계남》
2021 DArtist 《CHA Keanam》

전 시 명 | 2021 다티스트 《차계남》
전시기간 | 2021. 6. 8.(화) ~ 9. 26.(일)
전시장소 | 2, 3전시실, 선큰가든

마동은 I 대구미술관 전시기획팀장

참여작가 | 차계남
전시규모 | 평면화, 입체 등 33점

Daegu Art Museum has conducted DArtist, a
series that presents artists from Daegu with the
vision of inspiring creative passion for artists in
Daegu region from 2021. CHA Keanam selected
as the first established artist in the program is an
artist that has strived for creative work for over 40
years through endless creative self-discovery. In
this exhibition examining her intensive perspective
on the theme of “space,” a total of 33 artworks
are presented including 30 flat works that have
not be released yet and three 3 installation works.
Her work style has rooted down as her exclusive
metaphor where she does calligraphy on Korean
traditional paper, cuts it out with consistent
intervals, turns it into threads, and uses them as
the main material for her work. CHA’s “black”
is a critical factor for viewing her work as it is
a destined partner for her and the “symbol of
invisible movement.” Black is a color of abyss that
is inclusive of all colors, yet revealing any color. It
will enable the audience to experience an elegant
sense of space.

2021 다티스트 《차계남》

으로 구성된 미발표 평면 작품 30점과 입체 작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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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포럼 Ⅰ 《시를 위한 놀이터》

전 시 명 | 대구포럼Ⅰ《시를 위한 놀이터》
전시기간 | 2021. 6 15.(화) ~ 9. 26.(일)
전시장소 | 1전시실, 어미홀
참여작가 | 박현기, 백남준, 이강소, 이정, 비아 레반도프스키(독일), 오쿠보 에이지(일본),
크베이 삼낭(캄보디아), 히와 케이(이라크 쿠르드) 총 8명

이정민 I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

전시규모 | 회화, 드로잉, 조각, 사진, 설치, 영상 등 작품 총 55점

EXHIBITION PREVIEW

Daegu ForumⅠ 《Playground for Poetry》

대구미술관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10년을 위한 주제 발굴 기획전 ‘대구포럼’을 신설하였다.
지속적인 학예 연구를 바탕으로 대구미술관의 기획 방향을 제시할 대구포럼은 동시대 현대미술의
주요 흐름과 이슈를 창출하여 매년 국제적 수준의 전시를 관람객에게 선보인다. 그 배경에는 1970년
대 대구현대미술제(1974-1979)의 역사적 순간을 떠올리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아방가르드들의 실
험 정신을 계승하려는 의지가 담겨있다. 《시를 위한 놀이터》는 그 서막을 여는 전시로, 예술의 본질
에 대해 질문하는 데서 기획이 시작되었다. 상이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시’라는 공통 분모에 주목한
이번 전시는 절제된, 그러나 함축적인 조형 언어로 말을 거는 여덟 작가들을 시인에 비견하고자 했다.
《시를 위한 놀이터》는 한 편의 ‘시(예술)’를 위해 시상을 찾는 예술가의 정신적 창작 행위, 그리고 그

이터’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작가의 관점에서 보자면, 놀이터는 시(예술)가 탄
생하기까지 무수한 사색과 상상, 치열한 도전과 실패, 때로는 무목적의 무용(無用)·무위(無爲)로 채
워져 흔적이 남거나 흔적이 지워진 장소이며, 더 나아가 창작이 이뤄지는 영감의 장이다.
전시는 시의 다양한 외피를 입은 작품들을 소개한다. 시인이 언어로 이미지를 직조하듯 예술가는 물
감으로, 흙으로, 영상으로, 또는 빛이나 TV로, 하나의 물성을 가진 유형의 언어를 만든다. 예술가의
삶과 기억, 미적 경험의 결정(結晶)인 작품은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시가 가

대구포럼Ⅰ《시를 위한 놀이터》

것이 시도되고 발현되는 장소로서 미술관의 가능성에 착안한 제목이다. 하나의 은유로서 ‘시’와 ‘놀

장 추상적이고 함축적인 예술의 형태이나 그 단어를 낱낱이 나열하면 일상의 언어가 모여 구축된 것
이듯 말이다.
전시는 나아가 동시대 미술의 주요 주제인 신체와 정체성, 난민과 이주, 언어와 소통, 인간과 자연 등
을 폭넓게 보여준다. 여덟 명의 작가는 새로움을 향한 저항과 모험, 자유로운 실험정신을 기반으로,
때로는 은유와 유머를 통해 시대를 관통하는 날카로운 통찰을 선보인다.

대구포럼 l 《시를 위한 놀이터》 전시전경

Daegu Art Museum has launched “Daegu Forum”, a special exhibition to discover a theme
for a new decade. The first exhibition is 《Playground for Poetry》. Its curating motif was
from asking the essence of art, paying attention to the commonality of “poetry” amid
varying cultural backgrounds. The exhibition compares the eight artists speaking in a
refined, yet implicit figurative language to poets, while seeking to suggest major discourses
in the contemporary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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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컬렉션 《웰컴

홈: 향연》

Special Exhibition on LEE Kunhee Collection 《Welcome Home: Feast of Art》
EXHIBITION PREVIEW

박민영 I 대구미술관 수집연구팀장

전 시 명 |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웰컴 홈: 향연(饗宴)》
전시기간 | 2021. 6. 29.(화) ~ 8. 29.(일)
전시장소 | 4, 5전시실
전시구성 | 이건희 컬렉션 기증작품 21점 외 대구미술관 소장품 7점, 대여작품 11점, 총 40점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웰컴 홈: 향연(饗宴)》은 지난 2020년 10

이처럼 이번 전시는 故이건희 회장이 지닌 인류 문화에 대

월 25일 작고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컬렉션 중 유족이 기증

한 사랑과 고향 대구에 베푼 큰 선물을 열어보는 자리이다.

한 작품이 계기가 되어 마련된 전시이다.

더불어 고인께서 보여준 문화 보국의 정신과 나눔의 숭고한

故이건희 회장은 기업뿐 아니라 사회에, 현재와 미래에까지 미치

뜻을 시민들과 함께 기리고자 한다.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웰컴 홈: 향연》

는 좋은 영향을 내다보는 긴 안목을 가지고 기업을 이끌었다. 그
리고 그러한 공동체 정신과 상생의 가치관은 문화재와 예술품을
수집하고, 그것을 보는 안목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다. 그의
예술품의 수집은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인프라를 만들고, 이
를 시민이 향유함으로써 문화의 힘이 확장됨을 내다본 혜안에서
비롯되었다.
그리하여 그의 문화에 대한 사명은 미술관의 건립과 관련 연구
지원, 문화 다방면에 대한 후원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민족 문화
의 선양과 인류애의 추구, 사회 공동체와 이익을 나누는 그의 정
신은 오늘날 ‘이건희 컬렉션’이라는 거대한 예술의 향연으로 국
민에게 돌아왔다.
특히 대구미술관에 기증된 8명의 작가 21점에는 이건희 회장의
고향, 대구에 대한 큰 배려가 읽힌다. 한국 근대미술의 별과 같은
작가 이인성과 이쾌대를 비롯해, 대구의 초기 서양화단을 형성했
던 서동진, 서진달의 수작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대 미
술로의 전환기에 추상조각의 거두 김종영, 한국적 추상화의 유영
국, 1세대 추상 작가 문학진, 신형상주의의 변종하의 작품이 포함
되어 기증작을 통해 한국 미술 전반을 두루 섭렵할 수 있게 했다.

The Special Exhibition on LEE Kunhee Collection
titled 《Welcome Home: Feast of Art》 was curated
to artworks donated by the bereaved family of late
Samsung chairman and art collector LEE Kunhee who
passed away on October 25, 2020.
21 works of eight artists donated to Daegu Art
Museum manifest his big heart for his hometown of
Daegu. We came to encounter masterpieces of LEE
Insung and LEE Qoede with astonishing artistic
accomplishments in the modern Korean art history as
well as those of SEO Dongjin and SEO Jindal who
contributed to forming the Western art circles in the
early phase in Daegu. The collection also enabled
us to take a look at the entirety of the Korean art
through artworks of outstanding artists: sculptor KIM
Chongyung at the forefront of abstract sculpture in
the transitional period towards the contemporary art;
YOO Youngkuk known for Korean-style abstract
painting; MOON Hakjin, the first-generation abstract
artist; and BYUN Chongha of new figurative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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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컬렉션 《웰컴 홈: 향연》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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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Y 아티스트 프로젝트
Y artist project 《Humorland & Co.》

전시기간 | 2021. 9. 14.(화) ~ 12. 26.(일)
전시장소 | 4, 5전시실
참여작가 | 최수진, 장종완, 이준용, 이승희, 김영규
전시규모 | 회화, 설치 및 영상 등 110여 점

이동민 I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

EXHIBITION PREVIEW

《유머랜드주식회사》

전 시 명 | 2021 Y 아티스트 프로젝트 《유머랜드주식회사》

개관 10주년을 맞은 대구미술관은 새롭게 개편한 Y 아티스트 프로젝트를 오는 9월 선보인다.
기존에 개인전으로 진행했던 방식에서 주제를 선정해 다수의 작가를 소개하는 주제기획전 방
식으로 변경했다. 그 첫 번째 전시는 《유머랜드주식회사》로 사회와 예술의 면면을 솔직하고 거
침없이 보여주는 최수진, 장종완, 이준용, 이승희, 김영규의 작품 110여 점을 소개한다.
유머를 통해 흥미와 해방감을 유발하고 색다른 재미를 주며 감각을 건드려 즉각적인 반응을 유
도하는 것 또한 예술에 있어서는 유의미하다. 이번 전시에서는 정통적인 예술의 방식보다는
2021년 현재를 예술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표현 방식을 보여줄 것이다. 전시에 참여하는

고 대범하게 또 재미있게 보여준다. 이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작가들의 생생한 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시 제목 《유머랜드주식회사》는 그래서 탄생했다. 유머는 ‘의도성’이 있을 때 만들어진다.
대상과 목적이 분명해야만 구조가 발생하고 그 구조 속에서 유머는 탄생한다. 웃음은 대단히
기이한 감정 표현으로 여러 복합적인 감정으로부터 생긴다. 따라서 ‘유머’는 단순히 ‘웃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영어 단어 humor의 국문 뜻은 ‘해학’이라고 설명되며 이것은 익살스럽고
도 품위가 있는 말이나 행동이다. 《유머랜드주식회사》에 모인 5인의 작가들은 인생의 희노애락
을 작품에 담고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는 ‘웃음’과 ‘눈물’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장종완, 〈로맨틱 바나나〉, 2021, 린넨에 유화, 130 x 162cm

Daegu Art Museum marking its 10th anniversary presents its newly arranged Y
Artist Project in September. It has been changed into an exhibition of a special theme
introducing many artists by selecting a theme from the existing way of having a solo
exhibition. The first show after the change is 《Humorland & Co.》 introducing 110
works of CHOI Sujin, JANG Jongwan, LEE Joonyong, LEE Seunghee and KIM
Younggyu that have honestly and boldly presented every aspect of the society and art
through humor. The give artists participating in the show express the reality they live
through in their own manner, presenting their vivid sense of living the current times.
Joy, anger, sorrow and pleasure of life are embodied in the works, which would offer
the audience “laughter” and “tears.”

2021 Y 아티스트 프로젝트 《유머랜드주식회사》

5인의 작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 딛고 서 있는 현실을 표현하고 있다. 쓰디쓴 현실을 솔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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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여성 <무제>
LEE Yeosung’s 〈Untitled〉
COLLECTION

김영동 I 미술평론가

천(絹) 위에 모필로 그린 수묵담채화다. 누렇게 퇴색한 바탕과 빛바랜 색채지만 한적한 수변에 고즈넉이 초가
집 한 채가 자리한 풍경이다. 사립문 밖 길에도 물가 빈 나룻배에도 인기척 하나 없이 정적이 감돈다. 집 뒤로
시작되는 언덕에는 송림이 우거져 화면 전체의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서화 작품의 구도법과는
다른 화경이다. 관념적인 산수화에 비해 근경의 초옥이나 중경의 소나무들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편이고 선
염법으로 처리된 원산의 모습도 근대적인 시각이 반영돼 전반적인 표현이 새롭다. 표구하는 과정에 사방 가
장자리가 조금씩 잘려 나간 듯 여백이 빠듯한 화면 오른쪽 아래에 청정(靑汀)이란 호가 보인다. 낙관은 심하
게 마모돼 식별이 어렵다. 이한우 선생 소장의 춘하추동 사계를 그린 네 폭 그림의 머릿병풍이 있는데 청정거
사라는 서명과 선명한 낙관이 남아있다. 이쾌대가 형 이여성으로부터 결혼 선물로 받아 간직하던 것으로서
청정은 바로 이여성의 호다. 한국마사회가 소장하고 있는 역사적 풍속화인 〈격구도〉 한 폭에도 청정이란 아
호와 함께 두 개의 방형 인장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소장품_이여성 <무제>

이여성은 일찍이 1923년 대구미술전람회 서양화 부문에 16점을 출품해 서양화가로 이름을 알렸었다. 뒤이
어 동아일보사 조사부장을 맡고 있던 1935년 청전 이상범과 2인전을 개최해 동양화가로도 크게 주목받았다.
해방 후에는 여운형과 함께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일했고 1948년 평양 회의에 참석차 월북했었다.

This is an ink brush painting of LEE Yeosung painted on a cloth. Despite the discolored
yellowish background and faded color tones, there stands a lonely thatched-roof house by
the quiet river. Silence prevails even on the street outside the gate made of twigs and around
an empty ferryboat. A rich forest with pine trees on the hill behind the house overwhelms the
entire ambience of canvas and this scenery has a different composition from that of traditional
Western-style paintings. Near-distanced thatched-roof houses and mid-distanced pine trees
are portrayed in a realistic manner compared to notional landscape paintings. Moreover, the
image of a distant mountain painted through the ink-spreading technique exerts a new overall
expression by reflecting a modern perspective. On the bottom right of the canvas without some
margin as if the edges had been cut out while being framed lies a pseudonym of the artist,
Cheongjeong. The seal is seriously damaged and worn out, so it is not legible. There is his work
of a four-panel folding screen of landscapes of four seasons collected by LEE Hanu where a
signature of Cheongjeong Geosa and a clear seal remain. It used to be owned by LEE Qoede and
his elder brother LEE Yeosung gave it to him as a wedding gift. Cheongjeong is the pseudonym
of LEE Yeosung. On one side of Korean Polo, a historical genre painting collected by Korea
Racing Authority lies the pseudonym of Cheongjeong along with two clear square-formed se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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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여성, 〈무제〉, 연도미상, 견 위에 채색, 28×3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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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직시하라
Face the Death

이 영화를 안 봤다면, 좀비물을 떠올리자. 영화 속 세상

는 선보일 당시부터 지금까지 많은 논쟁거리가 되었다.

은 끔찍하고 비정하다. 영화가 끝나고, 상영관을 나오면

이 작품에 관한 글도 수없이 발표되었다. 매번 놀라웠다.

모든 것이 평온하고 아름답다. 영화가 세계의 추함과 불

이렇게 재미있는 작품을 다들 재미없게 다룬 텍스트들

쾌함을 빨아들임으로써 구현된 상황이다. 미적 쾌를 이

을 보며, 난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나라고 다를 게 있을

루기 위한 예술이 반대 가치를 끌어들인 이유가 여기에 있

까? 이제 내가 재미없게 쓸 차례가 왔다.

다. 데미언 허스트도 자기 작품과 그 이외의 세계를 같

진짜 사람 해골에 파리를 붙인 이 작품은 공포와 혐오와

은 식으로 설정했다.

충격, 악취미와 구역질과 허무를 불러온다. 미술 전문가

물론 이 미학은 두개골을 다이아몬드로 덮은 <신의 사

들이 볼 때 여기에 초점을 맞춰 작품을 설명하는 건 아

랑을 위하여> 때문에 혼란스러워진다. <죽음의...>가 작

마추어 같은 수준인가 보다. 전문가들은 작품을 둘러싼

품과 외적 세계를 갈랐다면, <신의...>는 작품 그 자체로

일차적 감정 대신 작가가 미술계를 다루는 영리한 실천,

신성함과 속됨의 역설을 다뤘기 때문이다. 데미언 허스

삶과 죽음에 대한 예술 철학을 논한다. 다 좋은데, 애당

트와 그의 동문 작가패가 ‘미술이 얼마나 극단으로 치

초 고차원의 대화에 불판을 깐 형식도 공포라는 감정이

닫는지’ 경연을 벌이던 열기는 잠잠해졌고, 커다란 동물

아닌가? 논리 형식의 엉성함이 다는 아니다. 그의 사업

을 오브제 삼아 시각적 압도를 꾀하던 방식도 많이 써먹

수완도 현시점에선 한 작가가 시장 주도자가 될 수 없음

었다. 해골 오브제 작품은 그렇게 나왔다. 작지만 충격

을 증명하는 사례가 됐다. 또 죽음에 관한 성찰을 작품

의 강도는 여전한 이미지는 뭘까. 우리가 미술관에서 확

화한 예술가도 이름만 열거해도 몇 페이지는 된다.

인할 수 있는 바로 이 작품이다.

COLLECTION

윤규홍 I 아트맵 디렉터 / 예술사회학

데미언 허스트의 다른 연작도 그렇듯이 <죽음의 공포>

본다는 것의 의미에서, 영화는 미술과 경쟁 관계다. 죽
(p.s) 일단 서양의 파리는 크다. 우리가 아는 파리가 아

의 <제7의 봉인> 같은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작품이 더 흉측하게 보이게 하

뷰트게라이트 감독의 <네크로맨틱>은 너무 나갔다. 데

는지, 더 예술적으로 보이는지, 자신 있게 말하진 못하

미언 허스트와 합을 이룰 영화는 <크리프트 스토리>다.

겠다.

한국에는 납골당의 미스터리란 제목으로 알려진 이 오
락물은 죽음을 대하는 우리 공포와 환상을 담았다. 처
음부터 형이상학과는 담을 쌓은 이 영화는 온갖 서브컬
쳐의 잡탕이다. 크리프트 스토리가 말초적 자극을 위한

소장품_데미언 허스트 〈죽음의 공포〉

음을 다룬 영화도 여러 층위로 나눌 수 있다. 베르히만

콘텐츠라면, 데미언 허스트의 다양한 작품은 정제된 문
화집적물이긴 하다. 그래도 같은 점이 있다.

〈Fear of Death〉 is one of the key works of Damien
HIRST possibly raising controversies whenever he
releases his new works. Fear and hatred aroused
by his work contains his attitude towards death.
I paid attention to primary emotions, besides the
general views on his work. For instance, a message
of a horror film is the same as the meanings of
this work. It is how a piece of art is to cleanse the
world by absorbing all the ugliness in the world.
데미언 허스트, 〈죽음의 공포〉, 2007, 두개골에 파리와 수지, 18 x 13.6 x 20.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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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보다 글이, 글보다 그림이
Writing Outweighing Painting, and Vice Versa
INSIDE

권미옥 I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정점식, 〈봄〉, 1996, 캔버스에 유채, 105 x 77cm
(대구미술관 소장)

정점식, 〈무제〉, 1957, 캔버스에 유채,
71 x 41cm(대구미술관 소장)

정점식, 〈형상〉, 1978, 캔버스에 유채, 72.7 x 60.6cm
(대구미술관 소장)

회화란 무엇인가? 전통이란 무엇인가? 협약식에서 만난 따님의 증언을 빌리자면,
“아버지는 약주를 하시고 들어오신 늦은 밤에도 꼭 책을 읽으시고 주무셨어요.”

준다.
대구광역시는 이인성미술상과 더불어 정점식 미술상을 제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비로소 창작과
정점식 화백(유족 제공)

비창작분야에 모두 수여하는 상을 가지게 되었다. 이인성미술상이 제정되고 21년 만이다. 대구
의 문화 생태계가 창작과 더불어 연구와 이론, 기획이 뒷받침되는 상향된 차원에서의 ‘그림보다
글이, 글보다 그림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상호 유기적 순환이 이루어지는 풍요로운 미술 문화를

극재 정점식(克哉 鄭點植, 1917~2009) 화백은 우리나라

내 그림이 난해하다는 이유에서 제시된 조건이었다. 그러나 이

추상 화단을 이끈 1세대 작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대구에서 평

개인전이 끝난 후 일반적인 여론은 그림보다 글이 더 어려웠다

생 활동한 작가로 은관문화훈장(1998), ‘올해의 작가상’(국립

는 이야기였다.”

현대미술관, 2004)을 수상하였고, 대한민국예술원상(2009)

당시 화백이 맞닥뜨린 상황은 전위와 실험의 최전선에서 고민

을 받았다. 대구화단을 넘어 한국미술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하는 이 땅의 예술가에게 있을 법한 이야기이다. 시대와 사회

남긴 작가이다. 그는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이끈 작가로서, 후

적 분위기 속에서 작품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정립해야만 했

학을 양성한 교육자로서, 그리고 미술평론가로서 많은 이들의

다. 평론과 연구의 부재는 오히려 그에게 학문을 연마하게 하

존경을 받고 있다.

고, 문자를 통해 조형을 표현하도록 자극했다. 선생은 평생 책

정화백은 2002년 10월에 『화가의 수적』을 출간하는데, 그 책

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적었다. 당신의 작품에 대한 글

의 머리말에 이렇게 적었다.

도 물론이거니와 동료와 후배, 제자들의 부탁에도 정성으로

“1950년대 중엽 대구 미국문화원에서 개인전을 초대하면서

답했다. 추상의 세계를 견고하게 이어가는 예술의 여정에서 그

그 작품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붙여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는 끊임없이 스스로 묻고 답했을 것이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룰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진정 이러한 마음에서 정점식 미술상에 거는 기대는 크다.

Daegu city government and Dosol Culture Center signed an “MOU signing ceremony
for creating and managing the JUNG Jeumsik Art Prize” on April 28 at the Conference
Room on 3F of the Annex Building of Daegu City Hall. It was attended by vice mayor
for administrative affairs CHAE Hongho of Daegu city government, the bereaved family
of late painter JUNG Jeumsik, the president of Dosol Culture Center JUNG Yeongju,
and the first son and his wife of the painter. The art prize is intended to select one artist
a year through recommendation and review in all fields of art – except for creative work
– by paying attention to his activities as an educator and critic. This seeks to strike a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the ecosystem of art by promoting the culture of
research and fostering theorists in the contemporary art beyond the regional history of
art. The awardees would be from the entire nation, and the prize is 20 million won.

그림보다 글이, 글보다 그림이

예술가로서 경지에 이르는 노정에서 화백이 보여준 일상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큰 울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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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단의 걸작(傑作)’
대구미술관으로 기증 이어져

대학교 총장, 서진달 작품을 기증한 인척 최철명, 애장했던 강운섭 작품을 기증한 김영길 개
인 소장가 등 대구 근대미술 유산을 아끼는 개인 소장가들의 기증도 눈여겨 볼만하다. 또한
강운섭 작가, 권진호 작가, 박인채 작가 유족 역시 선친 작품을 기증하는 등 소장가와 유족
의 기증이 봇물 터지듯 이어졌다.

A Donation Spree of “Masterpieces in the Korean Art Scene” to
Daegu Art Museum

를 가할 수 있는 대구 출신 작가의 작품이 대거 포함되어있다. 특히 이번 기증은 삼성그룹

INSIDE

2021년 상반기 기증작에는 한국 화단 대표 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지역 미술 연구에 박차

故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작고 및 현역 작가, 유족, 개인 소장가 등 다양한 소장처에서 기증
의사를 밝혀 나눔의 가치를 드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대구미술관은 2020년 ‘대구미술관 수집 5개년 계획’ 발표 이후 2020년 故박동준 대표(분
도갤러리) 105점, 작가 및 소장가 70점 등 총 175점의 작품을 기증받았으며, 2021년 상반
기에는 총 223점의 작품을 기증받았다.

대구미술관은 2021년 상반기 ‘소장품 수집 심의’를 통해 작품 223
점을 기증받았다. 이번 기증은 국내 최고의 ‘이건희 컬렉션’에 이어
작고·현역 작가의 대량 기증, 개인 소장가들의 근대미술작품 기증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었다.
먼저 삼성그룹 故이건희 회장은 21점(김종영, 문학진, 변종하, 서동
진, 서진달, 유영국, 이인성, 이쾌대)을 기증했다. 서진달 〈누드〉는
한국 미술사에서 빠질 수 없는 귀한 작품이며, 한국 추상화의 거장
인 유영국의 작품 세계 절정기를 보여주는 ‘산 시리즈’(1970년대),
이인성 〈노란 옷을 입은 여인상〉(1934)은 한국 화단에서 많은 사랑
을 받은 수작(秀作) 중 하나이다.

권진호, 〈두여인〉, 1944, 캔버스에 유채, 120 x 150cm

이와 함께 한국화단의 거장 故서세옥 작가(1929-2020, 대구출생),
한국 조각계 거장 故최만린 작가(1935-2020, 서울출생)의 작품도
고인과 유족 뜻에 따라 각각 90점, 58점이 기증되었고, 현역 작가
로 활동 중인 한운성 작가(1946-)도 그의 대표작 30점을 기증했다.
한국 수묵 추상의 거장 故서세옥 작가는 기성 동양화단에 도전하며
그만의 독특한 추상 세계를 펼친 작가다. 1970년대부터 〈군무〉, 〈군

‘한국화단의 걸작(傑作)’대구미술관으로 기증 이어져

Daegu Art Museum was donated with 223 pieces of art through the “deliberation
on collections” in the first half of 2021. The donation this time covers works of
Daegu artists, which push further for the research of local art of Daegu along with
works of Korea’s representative artists. It is even more significant because many
donators expressed their will to donate raising the value of sharing, including late
Samsung chairman LEE Kunhee, late and current artists, their bereaved families
and private collectors.

까지 더해져 ‘미술 도시, 대구’의 저력을 여실히 보여주며 기증문화

상〉, 〈기다리는 사람들〉 등 묵선과 여백으로 인간의 형상에 기운생
동을 불어넣은 〈사람들〉 연작을 선보였다. 故최만린 작가는 대한민
국 현대 추상 조각의 대표적인 1세대 조각가로 생명의 근원을 탐구
하는 조각을 추구했다. 동양적이고 우주 보편의 철학을 녹여낸 추상
조각을 보여준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서양 화가이자 판화가인 한운
성은 〈매듭〉, 〈과일 채집〉 시리즈 등 ‘재현’에 관한 회화의 근본적
인 문제를 제기하는 작가로 1970년대 이후 한국현대화단에서 중요
하게 언급된다. 이 외 개인 소장가의 근대미술작품 기증 사례도 줄
이었다. 변종하 작가 〈수련 시리즈〉 5점을 기증한 남성희 대구보건

변종하, 〈당초문시리즈〉, 1973, 합판, 마포 위에 유채,
혼합재료, 84.5 x 84.5cm(5p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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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미래 그리고 교육
Art museum, future and education

매체적 중재를 통해 인간과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부팅시켜주는 전문가에 불과하다. 전시기획자에게
는 해석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
들의 제시에 대한 권한이 주어진 것이다. 특히 공공

장’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어야 한다. 전시기획자
가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전시를 계획한다면 그것

EDUCATION

영역에서의 전시와 교육일수록 특정 주제의 ‘공론
이병준 I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문화예술교육연구> 편집위원장

은 공공 영역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전시 주제(세계)에 대한 해석은 관람객의 몫이 된
것은 이태리의 기호학자이자 해석학자인 움베르토

장품 수집, 전시 기획, 미술관 교육을 분리되어진 서로

에코(U. Eco) 이후 이미 오래되었다. 물론 이 과정

다른 업무로 이해해왔다. 소위 근대(modernity)라고 하

에서 큐레이터와 비평가, 학자들은 하나의 해석을

는 사회의 특성은 기능적 분화를 통한 전문화를 추구했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들을

기에, 미술관 조직 또한 이러한 흐름 아래 영역별로 독립

제시해주는 것이 바로 교육(학)적 차원의 성공적인

적으로 기능 분화가 이루어져 왔다. 물론 이러한 기능 분

전시 기획이 되는 것이다. 현장에서 전시기획자들

화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시기획영역으로 권력 집중

이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해석을 주도하려 노력하

이 생겨나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

는 것은 이미 오래된 계몽의 낡은 방식에 불과하다.

는 이러한 기능 분화가 좁게는 전시와 교육의 분리, 넓게

오히려 관람객들의 해석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

는 수집·전시·교육 간의 분리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점

한 시도들을 전시 기획과 미술관 교육의 틀 속에서

이다. 교육적 행위의 원형이 ‘보여주기’라고 볼 때 사물

시도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가장 첨단을 걷

(오브제)의 보여줌을 전문성으로 설정하고 있는 전시

는 미술관이고 미술관 교육의 장일 것이다. 시립미

와 사람(전문 인력)을 통한 보여줌을 전문으로 하는 교

술관의 미션은 기술적 형상으로 제시된 주제에 대

육은 방식만 다를 뿐 사실상 분리될 수 있는 성격이 아

한 시민들의 해석적 역량을 최대한 높이는 것, 바로

니다. 왜 전시를 하는가, 왜 교육을 하는가를 생각해보면

그것이 미술관이 지향해야 할 교육적 사명이 될 것

두 영역간의 협업은 필수적이다. 이는 물질(사물)이냐 사

이다. 이를 위해 수집, 전시, 교육이 함께 협업해야

람이냐의 차이일 뿐이다.

하는 것이 이미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되었다.

미술관, 미래 그리고 교육

미술관이 근대적 개념으로 설립되어진 이래 미술관은 소

미래의 미술관은 개방성, 융합, 협력 등이 핵심적인 가치
가 되어야 한다. 플루서(V. Flusser)가 주장하였듯이 이
미지와 문자 텍스트, 그리고 이 둘과 컴퓨터 기술이 결합
된 ‘기술적 형상(technical picture)’들간의 결합이 자
연스러워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왜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교육학적 관점에서의 정당화가 시민들
에게 설득되지 못하면 미술관은 탈주술화되어야 하는
최우선적 성역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전시기
획자는 해석에 대한 권한과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인간)과 전시 주제(세계)를 오브제의 기획이라는

In the modern world where the values of
conversion and collaboration are required,
running an organization of an art museum
in strict separation of collection, exhibition
curating and education would not satisfy
citizens’ demands for cultural capacity.
Facilitating an organizational culture where
separated domains in an art museum are
horizontally collaborative would enable it to
fulfill its educational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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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수), 대구시청 별관

Exhibition Schedule

대구시는 ‘정점식 미술상’(가
칭) 제정 및 운영을 위해 도
솔문화원과 4월 28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정점식
미술 상’은 故정점식 화백
(1917~2009)의 숭고하고 높

2021 대구미술관 전시일정

수창청춘맨숀

2021 다티스트 《차계남》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22길 27 (우) 41920

대구작가시리즈 다티스트 선정작가(원로) 차계남의 작품세계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

를 조명하는 전시

| 2021. 5. 14.(금) ~ 8. 29.(일)

INDEX

대구미술관 뉴스

2021년 전시일정

대구시, 도솔문화원 ‘정점식 미술상’ 업무협약

•전시기간 | 2021. 6. 8.(화) ~ 9. 26.(일)

은 예술정신을 기리고, 한국

•전시장소 | 2, 3전시실, 선큰가든

미술의 발전을 위해 제정하

대구예술발전소

는 상으로 대구시가 주관하

대구포럼Ⅰ《시를 위한 놀이터》

고, 도솔문화원이 후원한다.

대구현대미술의 주요 기점인 1974년을 시작으로, 지난 50여

‘this-able’ | 2021. 7. 14.(수) ~ 9. 26.(일)

협약식 기점으로 대구시는

년간 지역 및 동시대미술의 주요 경향을 잇는 국내외 작가 전시

‘블루룸’(BLUE ROOM) | 2021. 7. 28.(수) ~ 9. 26.(일)

•전시기간 | 2021. 6. 15.(화) ~ 10. 3.(일)

‘모던 타임즈-근대역사 예술을 만나다’

•전시장소 | 1전시실

| 2021. 8. 27.(금) ~ 10. 24.(일)

정점식 미술상 업무협약식

미술상 운영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고 도솔문화원은 미술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금과 운영비를 지원하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22길 31-12 (우) 41920

며 홍보를 위한 자료 제공 및 연구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정점식 미술상’은 2022년 6월 첫
수상자를 선정하며, 미술 창작을 제외한 미술 전 분야(이론, 평론, 기획 등)를 대상으로 전국 규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웰컴 홈: 향연 饗宴》

모로 진행한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0만 원과 상패를 수여한다.

故이건희 삼성 회장의 컬렉션 중 유족이 기증한 작품이 계기
가 되어 마련된 전시로 이건희 회장이 지닌 인류 문화에 대한
사랑과 고향 대구에 베푼 큰 선물을 열어보는 특별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 (우) 42672
‘2021 올해의 청년작가’ | 2021. 7. 15.(목) ~ 8. 21.(토)

•전시기간 | 2021. 6. 29.(화) ~ 8. 29.(일)

원로 부문 이교준(1955) 작가, 중견 부문 박창서(1974) 작가

2021 Y 아티스트 프로젝트 《유머랜드주식회사》
젊은 작가 발굴, 육성을 위해 2021년 새롭게 개편된 Y 아티스트

지역미술 활성화를 위해 시

프로젝트의 첫 번째 주제 기획전

작한 ‘다티스트(DArtist)’는

•전시기간 | 2021. 9. 14.(화) ~ 12. 26.(일)

매년 대구·경북 거주 또는

•전시장소 | 4, 5전시실

출향 작가 중 만 20세 이상의

작가 인터뷰, 메이킹 필름, 심포지엄 영상 등
대구미술관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 채널
•Web: artmuseum.daegu.go.kr
•Facebook: damuseum

작가를 선정하여 개인전 및
학술 행사, 아카이브 등 작가
의 역량을 국내외에 알리는
프로젝트다. 대구미술관은

해외교류전 《모던 라이프》

•Instagram: daeguartmuseum

대구미술관과 프랑스 매그재단의 우수 소장품을 소개하고 코로

•Youtube: goo.gl/znTdCD

나19로 상처받은 인간의 삶을 위로하는 공감의 메시지를 전달

•Blog: blog.naver.com/damuseum

하는 전시

•Kakao channel: pf.kakao.com/_xbuY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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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작가추천위원회의와, 심사위

대구미술관 채널

EXHIBITION SCHEDULE

•전시장소 | 4, 5전시실

2022 다티스트(DArtist) 선정

박창서 작가

이교준 작가

원회의를 통해 원로 부문 이교준(1955), 중견 부문 박창서(1974)를 2022 다티스트 작가로 최종
선정했다. 심사위원장인 박영택 교수(경기대교수, 미술평론가)는 “이번 2022 다티스트 작가선정
기준은 철저하게 작품성, 작가주의에 기반하였다.”며 “원로 부문은 일관되면서도 정체되지 않고

•전시장소 | 1전시실

전시 해설 오디오 가이드 바로가기
제21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자전 《강요배》
제21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자인 강요배 작가의 작품세계를 볼
수 있는 개인전

무한한 변주를 보여주는 작가에, 중견 부문은 다양한 조형 언어를 동원함과 동시에 매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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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적 태도를 보여주는 작가에 주목했다.”고 선정기준을 밝혔다. 2022 다티스트 선정작가는 약

•전시장소 | 2, 3전시실, 선큰가든

1년 간의 개인전 준비 기간을 거쳐 2022년 대구미술관에서 각 개인전을 개최한다.

38
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