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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작가와 갤러리가 유독 많은 도시, 대구에 공립미술관이 뒤늦게 생겼다. 

대구미술관이 들어서고 관람객으로서 가장 큰 변화는 대규모 작품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작가들은 자신의 의도를 마음껏 펼쳐 놓을 수 있고, 

관람객들은 작품의 크기에 관계없이 넓은 공간에서 작품을 고스란히 느끼

고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6월에서 9월까지 대구미술관 2층에서 열린 

차계남의 다티스트 전시가 그러했다.     

다티스트 전시가 열리는 대구미술관 2층에는 강력한 아우라를 내뿜는 검은  

덩어리들이 눈을 사로잡았다. 마음이 내려앉았다. 단지 검디 검은색이어서일까, 

아니면 그 압도적인 스케일 때문일까. 작품에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 이유를 알 

것도 같다. 검고 크고 한없이 단단한 것 같은 작품이 실은 한 사람의 끊임없는 

노동과 시간으로 엮은 가닥의 합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여린 삶의 결 앞에 저

절로 숙연해진다는 것을. 그래서 차마 압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다. 

세상에 아름다운 색은 참 많기도 많다. 그리고 아름다운 형태는 또 얼마나 

많은가. 색과 형태 모든 것을 포기한, 또는 지양한 지역의 대표적인 작가가 

차계남이다. 오로지 검은색, 그리고 흰색만으로 작품을 완성해간다. 

The texture of  time - 
between the darkness and the distantness 

시간의 결, 
그 먹먹함과 아득함 사이 

최세정  I  대구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전 시 명 | 2021 다티스트 《차계남》

전시기간 | 2021. 6. 8.(화) ~ 9. 26.(일)

전시장소 | 2, 3전시실, 선큰가든

참여작가 | 차계남

전시규모 | 평면화, 입체 등 33점

차계남, <무제>, 2000, 사이잘 마, 200 x 950 x 1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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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큰가든에서는 사이잘 마를 활용한 작가의 부드러운 조각이  

관람객을 맞이했다. 머리카락 같은 실이 한올 한올 조각의 재료가  

된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조각은 선큰가든을 의미로 출렁이는 

공간으로 변모시켰다. 사이잘 마 작품은 차계남의 초기 대표작

이지만 그 큰 규모 때문에 만나기 힘든 작품이다. 대구미술관의  

다티스트 전시 덕분에 작가의 초기 작품까지 만나볼 수 있었다. 

일본과 유럽 등지에서 사이잘 마 작품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

던 차계남은 2000년 즈음부터 새롭게 작업 방향을 바꾸었다. 

선큰가든에서 작가의 ‘과거’를 만났다면, 2, 3전시실에서는 

작가의 최근 10여 년간 ‘현재’를 만날 수 있었다. 3전시실에는 

대형 작품이 벽과 바닥에 설치되었다. 큰 창으로 비치는 자연  

풍경이 펼쳐진 가운데 작품과 작품 사이를 걷다 보면 자연 속

을 거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곤 했다. 2전시실에는 흰색과  

검은색이 어우러진 작품들이 유닛처럼 만나고 또 분리되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냈다. 흰색과 검은색이 교차하고  

입체와 평면을 넘나드는 새로운 조형성을 감상할 수 있었다. 

차계남은 한지에 먹으로 붓글씨를 쓰고, 그것을 잘게 잘라낸

다. 그 잘라낸 한지를 꼬아 가닥을 만들어 작품으로 제작한다. 

처음에 작가가 한지에 먹으로 쓰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먹

으로 글을 써 내려간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것을 자르

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매일 똑같은 힘을 주어 그 가닥

을 꼬아 나가는 작업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있을까. 의미를 쌓

아나가는 것도, 허물어버리는 것도 작가이다. 작가는 매일 일

정한 시간, 일정한 패턴의 작업으로 성실하게 자신만의 개념을 

완성해간다. 개념과 노동이 단단히 얽혀, 차계남만의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킨다. 평면인 듯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한지로 

꼬아놓은 실을 두텁게 레이어드한 입체 작품이다. 평면과 입체

를 넘나드는 디스플레이 방식도 새롭다.      

무심한 마음을 하루 10시간 이상 엮고, 지문이 닳도록 엮어, 

비로소 의미에 가닿는다. 그 의미는 전시장을 돌고 돌아 관람객

에게 닿는다. 관람객은 작품 앞에서 먹먹함을 느끼기도 하고 

아득함을 느끼기도 한다. 먹먹함과 아득함 사이에서 작가의  

차계남, <무제>, 2009, 한지에 먹, 244 x 1,708 x 7cm

차계남, <무제>, 2020, 한지에 먹, 488 x 244 x 7cm

고독을 짐작해본다. 한 예술가의 지독할 만큼의 고독, 그

리고 그 삶의 수만 시간을 한 덩어리로 만날 수 있는 것

은 차계남 전시의 즐거움이었다. 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

는 진정한 즐거움은 이런 것이다. 작은 벽에 갇히지 않고 

작가의 정신과 시간을 만날 수 있는 즐거움 말이다. 

2층 전시장을 가득 채운 거대한 ‘시간’의 덩어리들은  

레이어드를 이루며 서로 호응하며 호흡한다. 작가는  

관람객들이 그 덩어리에 압도되지 않고 숨 쉴 수 있는 

곁을 내어준다. 작가가 작품에 심어둔 의미를 강요하지 

않고 관람객으로 하여금 상상할 수 있는 선선한 거리를 

내어준 것이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 작가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얽히다가 스르르 빠져나간다.  

애써 아름다운 색이나 형상으로 눈길을 끌지도 않고 굳

이 관람객을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그 무심함과 묵묵

함에 오히려 마음을 꺼내놓게 된다. 찢어지기 쉬운 한지 

가닥이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되기까지 작가의 노고에 감

사하면서 말이다. 

전시가 끝난 후에도 내내 그 검은 가닥에 매달린 마음 

이 떠올랐다 사라지곤 했다. 그 여린 가닥을 묶어둔  

단단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The DArtist exhibition of Artist CHA Keanam 
was held from June to September. In the Sunken 
Garden exhibition hall were her early installation 
works with sisal hemp as the main material, while 
Exhibition Halls 2 & 3 showcased her works over 
the past decade. She writes calligraphy on the 
traditional Korean paper with an ink stick, and 
cuts it into small pieces. The cut Korean paper is 
twisted into a work. It is the artist that builds up 
meaning and breaks it down. The indifference and 
silence would bring out the heart of the aud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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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tter it Like a Prose and Place it as a Verse: 《Playground for Poetry》

산문처럼 흩뿌려 운문으로 놓다:

《시를 위한 놀이터》

홍경한  I  미술평론가

《시를 위한 놀이터》는 예술 창작과 작품이 놓이는 공간, 어떤 흐름의 필

요성을 ‘시(詩)’로 은유하면서도 운문을 산문처럼 흩뿌린 전시다. 대구

미술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새롭게 시도하는 주제 발굴전 ‘대구 포럼Ⅰ’ 

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회화, 조각, 사진, 설치, 드로잉 등 국내외 작가  

8명의 작품 50여 점이 출품됐다. 

관람객은 가장 먼저 독일 작가 비아 레반도프스키의 <작은 달(시간이 흐

르면)>과 두 점의 <Good God>과 조우한다. 전시장 입구 상단에 걸린 노

랗고 작은 원형 시계인 <작은 달>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을 만큼 평범한 

사물에 불과하지만 자세히 보면 시침과 분침은 정상적인 흐름을 보이는 

반면 ‘다이얼(시계판)’은 반시계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회전과 정지를 

반복한다. 여기서 두 개의 시표는 통독 전후 체제에 대한 경험적 상황을 

가리킨다. 상반된 쪽으로 순환하는 다이얼은 작가를 둘러싼 역사적·문

화적 환경을 뜻한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직전 여러 국경을 넘어 베를린으로  

이주한 비아 레반도프스키의 경험이 녹아 있는 또 다른 작품 <Good God>

은 2019년 독일 밤베르크 대성당에 설치해 이목을 끈 작품과 같은 형식

의 네온×LED 작업이다. ‘GOOD’ 알파벳 중 하나인 ‘O’가 일정한 주기

로 점멸하도록 설정해 ‘좋은 신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다. <Good 

God>는 작가에게 하나이면서 다수일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를  

인식할수록 제한된 ‘나’의 현재를 더욱 도드라지게 만든 결과물이다.  

<작은 달>을 지나면 비디오 아트 1세대 작가인 박현기의 작품들을 만

날 수 있다. 약간 낮은 좌대 위에 자리 잡은 3채널 비디오 영상 작품 <물>  

시리즈 1~3과 널빤지 사이마다 돌을 끼우고 모니터를 올려놓은 그의 초기 

비디오 작업인 <무제> 등이다.

이중 명상적인 <물> 시리즈 1~3은 1997년 작품 <현현(顯現)> 연작처럼 

널찍한 바탕에 찰랑거리듯 흐르는 물의 모습을 투사한 프로젝션이다. 

전 시 명 | 대구포럼Ⅰ《시를 위한 놀이터》

전시기간 | 2021. 6 15.(화) ~ 9. 26.(일)

전시장소 | 1전시실, 어미홀

참여작가 | 박현기, 백남준, 비아 레반도프스키(독일), 오쿠보 에이지(일본), 이강소, 이정, 

크베이 삼낭(캄보디아), 히와 케이(이라크 쿠르드) 총 8명

전시규모 | 회화, 드로잉, 조각, 사진, 설치, 영상 등 54점

대구포럼 l 《시를 위한 놀이터》 전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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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흘러가는 물의 형상을 담았으나 노자 사상을 기반

으로 한 무념·무위의 경지에서 참된 진리와 선(ZEN)을 

지향한 작가의 예술 세계를 읽을 수 있다.

박현기의 작품은 로비에도 놓였다. 목재 조립 구조물  

<무제(ART)>이다. 본격적으로 자연물을 전시장으로 끌어

들이기 시작한 80년대 중반의 작업이다. 세 개의 수평과 

수직의 기하학적 구조물로 되어 있는 이 작품은 피동적

일 수밖에 없던 기존 예술 감상 패턴에서 벗어나 관람객

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예술에 관해 새롭게 지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부감(俯瞰)으로 보지 않는 한 

‘A-R-T’라는 단어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예

술과 현실의 간극도 보여준다. 예술의 해석 주체와 예술

의 본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까지 들어있다.

전시장 중간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또 한명의 실험미술가

인 이강소의 나룻배 설치 작품 <무제>와 10개의 추상적 

형상의 세라믹 작품 <Becoming> 시리즈가 자릴 잡았다. 

하나같이 단순함 속 풍부한 서사가 응축되어 있다는 점

에서 매우 시적(詩的)이다. 서예를 기반으로 한 두 점의  

회화 작품 또한 역동성과 고요함의 마찰이 빚은 시적  

행간이 백미다.

이강소의 회화 작품 뒤에는 이라크 쿠르드족 출신 난민 

작가인 히와 케이의 작품으로 채웠다. 그는 그동안 전쟁

과 자본주의, 식민주의, 신자유주의 등으로 인한 디아스

포라적인 자신의 삶을 개인적인 기억에 기대어 전기(傳

記)형식으로 풀어 왔다. 그 일련의 기록엔 이주의 경험이 

배어 있고 식민시대의 역사, 현대 정치사 등이 다학문적 

접근법이 새겨졌다. 그는 《시를 위한 놀이터》에 16개의 

화면으로 구성된 단채널 비디오 작품 <아버지의 컬러시대>

와 <프리 이미지(모국어만큼이나 눈이 먼)>을 선보였다.

대표적인 작업은 <프리 이미지(모국어만큼이나 눈이 먼)>

이다. 고향을 떠나 이탈리아로 향해 걸어가는 자신(난민)

의 여정을 ‘길가메시’1)에 비유하여 서술했다. 작가는 이 

영상을 통해 난민이 아니라 난민 문제를 야기하는 것과  

그 실질적 배후인 자국 이기주의와 자본주의적 욕망,  

그리고 인간 존재에 관해 자문한다. 다만 직접적이진  

않다. 그건 “더 이상 시(詩)가 아니기 때문”(히와 K)이다.

전시장 한쪽엔 캄보디아 작가 크베이 삼낭의 영상 작품  

<영혼의 길>을 앉혔다. 이 작품은 캄보디아 아랑 계곡에 

사는 원주민 공동체 ‘Chong(총)’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

로 제작되었으며, 위기에 처한 자연 생태와 전통의 소멸에 

대해 언급한다.

크베이 삼낭 작품 다음엔 우리나라 작가인 이정, 백남준, 

1) �바빌로니아 문학작품 중 현전하는 인류 최초의 서사시로 
알려진 『길가메시 서사시』의 주인공

오쿠보 에이지의 작품이 로비까지 차례로 등장한다. 한

쪽 벽면에 정갈하게 걸린 이정 작가의 사진 작품을 비롯

해 백남준의 비디오 설치 작품 <달에 사는 토끼>, 오쿠보 

에이지의 거대한 직사각형 모양의 설치 작품 <걷는 남자

의 발> 등이다.

이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작품은 백남준의 비디오 설치 

<달에 사는 토끼>와 오쿠보 에이지의 즉물적 작업 <걷는 

남자의 발>이다. 구형 텔레비전 한 개와 텔레비전 속 달

을 보는 ‘시청자’인 나무토끼로 구성된 <달에 사는 토끼

>에서 상상 혹은 문명의 맥락에서 존재하는 달과 진화

의 주체에 빗댄 토끼의 조화는 그 자체로 신비롭고 시적 

여백이 충만하다. <걷는 남자의 발>에는 작가 작업에 있

어 중요한 개념인 ‘걷기’의 원초적인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시를 위한 놀이터》는 1970년대 대구현대미술제의 역

사적 순간을 기제로 새로운 세상을 향한 아방가르드들

의 실험 정신을 계승하려는 의지를 내보인다. 그리고 그 

의지는 ‘집념의 미술관’을 실현하기 위한 ‘대구포럼Ⅰ’

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었다.

중요한 건 이번 전시의 경우 미술관의 가치관, 기획자와 

작가의 미적 태도, 그리고 각각의 작품에 내재된 언어의 

합일이 일어날 때 비로소 예술의 가치와 진위가 확정된

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이다. 출품작들 또

한 총체 예술의 단면을 드러냈고 작품과 예술가들은 각 

각의 시(작품)로, 시인(예술가)으로 자리했다. 모르긴 해도 

관람객들 역시 이 전시를 통해 ‘시의 외피를 한 예술’, 

그 존재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크베이 삼낭, <영혼의 길>, 2016-2017, 

2 채널 비디오, 사운드, 18' 14"

히와 케이, <프리 이미지(모국어만큼이나 눈이 먼)>, 2017, 

단채널 HD 비디오, 사운드, 18'

대구포럼 l 《시를 위한 놀이터》 전시전경

《Playground for Poetry》 effectively showed that the value and authenticity of 
art are determined only when an art museum̓s values, the aesthetic attitudes 
of curators and artists, and the language inherent in each work occur. Exerting 
a will to inherit the pioneering spirit of the avant-garde for a new world based 
on the historical moments of the Daegu Contemporary Art Festival (1974-
1979) in the 1970s, the exhibition could be materialized in “Daegu Forum I” 
to realize an “art museum of tenacity.” the Museum of Pers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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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Kun-hee Collection as a ray of  light for culture in Daegu

이건희 컬렉션,
대구 문화의 한 줄기 빛으로 작용하다

구아영  I  대구일보 기자

 《웰컴 홈: 향연》 전시전경

전시장 초입 삼성상회를 그려 놓은 가벽 디자인이 관객

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는다. 이내 쨍한 파란색 벽

지가 눈에 들어온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맞이한 것은  

삼성 故이건희 회장의 일대기다. 어렸을 적 사진과 업적, 

이건희 회장의 사상이 담긴 문구 등으로 벽면이 채워졌다.

작가 서동진의 <자화상>이 먼저 관람객을 맞이한다.  

이어 이쾌대와 변종하, 김종영, 유영국, 이인성, 문학진,  

서진달 등 향토 출신 작가들의 보기 어려웠던 전성기 시

절의 작품들을 줄줄이 만나볼 수 있다. 작품 사이사이  

삼성의 발자취로 삼성의 위엄이 덧입혀진다. ‘별표 국수’, 

‘백설표’, ‘SAMSUNG’ 등 시대별 로고와 과거 사진,  

관련 기사를 정리해 보여준다.

세계적인 한국 가수 방탄소년단의 RM이 남몰래 방문해  

보고 간 작품인 유영국의 <산>도 있다. 그 덕에 전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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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전시 기간 내 포토존이 만들어졌

고, 작품은 관객들에게 또렷하게 기억됨과 동시에 전 세

계적으로 소개되었다. 

전 국민의 주목과 기대감 속에 故이건희 회장의 대구 

컬렉션이 시작됐다. 올해 전국 문화계에서 가장 ‘핫’했

던 이슈인 故이건희 회장의 기증품 21점이 대구에 안긴 

것이다. 

이미 기증작품은 발표됐던지라 ‘삼성’과 ‘대구’, ‘故이

건희 회장’이라는 거대한 세 가지 키워드를 어떻게 전시

에 버무려 놓았을지 기대감이 컸던 터다. 대구시민들의 

궁금증은 극에 달하는 상태였고, 이에 부응하는 듯 대

구미술관은 기존 계획된 일정에 6개월을 당겨 전시를 

추진하는 등 부리나케 움직였다.

《웰컴 홈: 향연》 전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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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exhibition, which combines such grand 
keywords as “Samsung,” “Daegu,” and “late 
Samsung Chairman LEE Kun-hee," is considered 
“successful.” It is due to a perfect story that the 
late chairman LEE whose hometown is Daegu, 
bought works local artists from Daegu during their 
heydays and donated them to his hometown of 
Daegu.  
The exhibition covers Samsung’s history, which 
started in Daegu, the biography of the late 
chairman LEE, and the management philosophy of 
the CEO. 
This will mark the highest number of visitors for 
51 days in the 10-year history of its opening. In 
addition, it contributes to enhancing the pride of 
residents in Daegu and Gyeongbuk and serves as a 
ray of light in the local culture. 

이번 전시는 대구미술관이 기획해 온 전시와는 다른 특색을 

둔 전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대구는 故이병철 회장이 지금의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

까지 첫 단추를 끼운 곳이자 故이건희 회장이 문화에 대해 견

문을 넓힌 놀이터였다. 전시는 삼성의 시초인 삼성상회 시절

부터 어린 시절 故이건희 회장이 지내고 뛰어놀던 공간을 다

시금 주목하면서, 지금의 삼성이 되기까지 일군 업적을 나열

했다. 특히 기증된 21점은 지역과 연고가 있는 작가들의 작품

이다. 대구 화단을 대표하며 한국 근현대 미술을 이끈 거장들

로 한국 미술계에 한줄기 역사를 그은 작가들의 작품이다. 똑

똑하게도 대구미술관은 단순히 삼성이 남긴 흔적들로 가득 채

우지 않았다. 대구미술관 소장품의 컬래버를 통해 대구 화단

의 위대함을 기꺼이 뽐낸다. 결국 그가 기증한 수많은 작품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삼성이 이룩한 업적과 함께 대구 관객들

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에 인상 깊게 작용한다. 이뿐 아니

다. 지역과 연고가 없는 관람객들의 마음도 사로잡는다. 연고

를 떠나 대기업 CEO의 경영 철학까지 녹여서다. 故이건희 회

장의 사상이 담긴 비디오를 송출하는 등 대구에서 세계로 뻗

《웰컴 홈: 향연》 전시전경

《웰컴 홈: 향연》 전시전경 《웰컴 홈: 향연》 전시전경

어나간 삼성의 성장 과정과 철학 등을 담는다. 이는 대

구미술관의 전시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기록적인 날로 

감히 확신한다. 개관 10년 만에 51일간 4만여 명이 다

녀가는 등 최다 방문객 수를 달성한다. 단 한 가지 아쉬

움이 있다면 미술 애호가들은 소장품 21점이 무엇인지

는 단번에 골라낼 수 있었지만, 일반 관람객들은 전시관

에서 기증작을 알아차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이다. 기증작에 대한 아주 작은 표시라도 있었다면 일반 

관람객들이 故이건희 회장의 안목과 감수성을 공유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삼성을 키운 대표자의 남다른 

사상, 가치관 등을 함께 느끼기에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번 전시는 자칫 코로나19 등으로 식어가는 대구 문화

계에서 지역민들과 지역 예술가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자리한 희망찬 성과물로 기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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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mile somewhere between life and art

삶과 예술 사이 어딘가의 웃음 

염하연  I  월간미술 기자

행복, 슬픔, 회한 같은 감정의 파고로 메워지는 삶의 틈새에서 

웃음은 비스듬히 솟아난다. 

인간은 일생 동안 대략 50만 번 웃는다고 한다. 우리는 왜, 언제 

웃는가. 웃음이란 무엇인가. “일정 조건이 만족될 때 15개의 안

면 근육이 수축하면서 나타나는 움직임”이라는 과학적인 수치

만이 웃음의 표면적인 현상을 명확히 정의할 수 있다. 웃음은 셀 

수 없이 많은 원인들로부터 유발되는 불분명한 행위다. 유머라

는 공통의 사회적 코드를 통해 타인과 공유하는 웃음도 있고 완

벽하게 개별적인 웃음도 있다. 

사랑이나 애도와 마찬가지로 웃음도 형이상학적인 논의의 대상

이 되어 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희극을 “보통인 이

하의 악인을 모방”한 것으로 정의했다. 앙리 베르그송은 웃음은  

“생명에 덧붙여진 기계적 움직임”에서 비롯되는 것이자 언제

나 다른 사람의 지성과 접촉을 통해서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

고 말했다. 웃음을 정의하려는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 어

떤 말로도 웃음을 명확히 정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작가의 창작 

행위와 웃음은 많은 지점을 공유한다. 대구미술관 개관 10주년 

기획전 〈2021 Y 아티스트 프로젝트: 유머랜드주식회사〉에는 

다섯 명의 30대 작가가 참여했다. 이들에게 유머와 작업은 삶

과 예술 사이에서 떠다니며 일상을 추동하는 것이자 타인의 실

존으로부터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사회적 행위에 다름 아니며, 

‘젊은’ 미술 작가로서 살아내고 있는 삶 그 자체이다. 작업이라

는 창작 행위와 웃음은 사회적 약속에서 비롯된 언어 위에서 각

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덧입는다. 

대부분의 ‘젊은’ 작가들은 좌절이라는 공통의 인생 그래프를 

경험한다. 물기가 마르듯 처연히 사라지는 작업이라는 행위, 그

럼에도 여전히 90세까지 작업을 하겠다는 열망과(〈천천히 미술
《유머랜드주식회사》 전시전경, 이준용

전 시 명 | 2021 Y 아티스트 프로젝트 《유머랜드주식회사》

전시기간 | 2021. 9. 14.(화) ~ 12. 26.(일)

전시장소 | 4, 5전시실 

참여작가 | 최수진, 장종완, 이준용, 이승희, 김영규 

전시규모 | 회화, 드로잉, 설치, 영상 등 130여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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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e artists in their 30s participated in the special exhibition of 《2021 Y Artists Project: Humorland & Co.》 
to mark the 10th anniversary of the opening of the Daegu Art Museum. For them, smiling and working are 
floating between their life and art to drive their daily life, and they are nothing more than a social act of 
identifying their existence from the existence of others, and life itself which the artists endure or unravel as 
“young” artists. Therefore, the acts of creative work and smiling which support their lives add up to each of 
their individual situations on the language derived from social promises.

《유머랜드주식회사》 전시전경, 장종완

《유머랜드주식회사》 전시전경, 김영규

《유머랜드주식회사》 전시전경, 최수진

이승희, <우리가 남이가>, 2020, 철판, LED 조명, 각 80 x 80cm(6ea)

을 그만둔다〉), 돈도 없고 자유도 없지만 연인의 온기로 몸을 덥히며 살아가

는 젊음(〈서로를 녹이는 입김이 있다네〉)이 공존한다. “경제의 규격에 욱여

넣지 못한 잉여의 마음”으로 미술을 하는 이준용처럼 우리 모두는 열패감에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없이 무언가를 열

망하는 자기모순적인 삶의 굴레에서 허덕인다. 

김영규는 온라인 1타 강사 ‘미술왕’으로 분해 《연봉 1억 미술작가 되는 법》을 

출간했다. 미술 시장이 전례 없는 호황을 맞이하고 유명 연예인의 포스팅 한 

번에 작품의 운명이 바뀌는 이 시대, 여전히 험난한 길을 걷고 있는 대부분의  

작가들에게 보내는 그의 헌사다. 장종완의 작

업은 전통적인 회화의 문법을 따르는 것처

럼 보이지만 숭고한 신화와 종교를 B급 이미

지로 치환하는 반전을 보여준다. 성스러운 빛

이 비추는 숲 속에서 두 남자는 바나나로 변

한 손을 포개고(〈로맨틱 바나나〉), 아마도 인

간의 수렵 활동으로 인해 거죽과 발톱만 남았

을 곰은 고요한 자연이 박제된 풍경화를 찢으

며 말한다. “제 말 좀 끝까지 들어 보세요.” 빼

앗긴 터전에 대한 곰의 짜증스러운 갈망은 손  

인형극을 촬영한 영상 작업 〈예스터데이〉에 

등장하는 작은 털복숭이 동물의 한숨으로 연

결된다. 후회와 걱정으로 점철된 것 같은 이 작

은 존재의 고뇌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 반

면 최수진의 웃음은 충만한 색의 향연에서 비

롯된 총체적 감각의 절정으로 나타난다. 작가

가 회화를 다루며 사용하는 색채는 의인화되

어 무지개와 같은 인물의 배열로 펼쳐지고, 캔

버스 속에서 북적이고 웅성거리는 이들의 삶

은 빛과 환희로 가득하다. 

이승희의 설치 작업은 그가 해외에서 ‘우리’라

는 단어를 설명할 수 없었던 막연한 기억에서 

비롯되었다. 한국에만 존재하는 ‘우리’라는 단

어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의식의 허구성을 보

여주는 설치 작업을 통해 개인적인 경험으로 

풀어낸 ‘우리’, 사회라는 약속의 공간 속에서 

나와 타인을 가르는 경계로서의 ‘우리’에 대해 

고찰한다. 

작가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삶의 유머를 감지

하고 관객에게 웃음에 대한 최소한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작가들의 웃음은 때로 공중으로 

흩어지는 자조적인 실소로 읽히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술을 지속하게 하는 순수한 

생명력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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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배, 《카네이션-마음이 몸이 될 때》 전시전경

KANG Yo-bae and Me

강요배와 나

박재동  I  시사만화가

다. 그 무언가 다른 정신이 있을 것 같아서였고 가지 않

은 길 때문이 컸으리라. 결국 나는 만화를 그리게 되었

고 애니메이션도 하고 유화도 그렸다. 요배는 동양화니 

서양화니 할 수도, 할 필요도 없는 요배의 그림을 그렸

다. 어떻든 우리는 ‘그림’이라는 것을 놓지 않았고, 다른 

방식의 예술 표현을 못해서도 싫어해서도 아니라 ‘그린

다는 것’의 소중함을 꼭 보듬어 안고 있다. 그것은 마음

과 생각과 호흡까지도 정직한 노동과 함께 우리를 육화

하는 일이기 때문이리라.

동양화

3학년이 되자 전공을 택해야 했다. 회화과는 서양화

와 동양화로 나뉘어 있었다. 나는 몹시 고민이 되었다. 

쭉 해 온 서양화. 가지 않은 길 동양화. 어떻게 할까? 당

시 삼총사였던 배용균에게 물어보았다. “재동아, 동양

화라는 것은 화선지와 먹이라는 재료를 쓰는 회화일 뿐

이야.” 명쾌했다. 요배에게 물어보았다. 요배의 답은 아

주 짧았다. “동양 사람이 그리면 동양화지.” 선택지에 내

는 1분 전까지 정하지 못했다가 결국 동양화과를 택했

느티나무 아래서

1973년이었던가? 캠퍼스 연못가 느티나무 아래에 둘이 앉아 하모니카를 불

었다. “나는 예술이란 게 살아가는 삶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해. 일기처럼 말

이야. 재동이 너의 진달래꽃을 들고 있는 여자애 그림이 그런 차원의 그림이

야.” 당시 나는 부산의 화실 후배인 초등학교 꼬마가 편지로 부쳐 온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려 걸어 두었는데 그걸 보고 요배가 얘기한 것이다. 나는 걸작

을 만들려고 온 생명을 다해 화폭 앞에서 진력하는 것을 예술이라고 생각했

다. 일기라니. 그러나 20년 후 나는 요배의 말처럼 매일의 사회 문제를 일기

처럼 만화로 그렸고 요배는 반대로 대형 화폭 앞에 온 몸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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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배, 《카네이션-마음이 몸이 될 때》 전시전경

백록담

요배는 제대하면서 나를 데리고 제주도를 구경시켜 주었다. 거

의가 초가집이었던 제주도. 만장굴. 삼방산. 아부오름. 섭지코

지. 그리고 백록담. 백록담에서 우리는 그림을 그렸다. 요배는 

큰 화지에 수채화를 그렸고 나는 담뱃갑 종이에 볼펜으로 그

렸다. 이중섭의 영향도 있었으리라. 그리곤 내려와 내가 가져

온 보따리를 풀었다. 내가 어릴 때 그렸던 그림 보따리. 요배도 

어릴 때 그렸던 그림을 하나하나 펼쳤다. 마치 태어나기 전에 

화우로서 다음 생에도 함께 그리자고 한 사이처럼 말 없는 감

탄으로 서로의 그림을 확인하고 그림 보따리를 다시 여미었다. 

머리가 시원한 사람

요배는 어릴 때 어머니에게 “돈을 많이 벌어 어머니께 주겠

다”고 하니 “머리가 시원한 사람이 돼야지.” 하셨단다. 요배는 

머리가 시원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어머니가 특별한 말씀 없

으시고 그냥 날 믿어 주신 것 같다.

미술 교사

요배와 나는 미술 교사가 되었다. 요배는 창문여고. 나는 휘문

고에서. 종이 비행기 날리는 등 하도 급진적인 수업을 하다가 

쫓겨나서 다시 중경고에서 교사를 했는데 우리는 교과서는 

던져 버리고 당시 없었던 새로운 수업을 하였다. 한 달간 아이

들이 자유롭게 의논하여 무엇을 만들거나 그리거나 설치하거

나 상영하게 했는데 우리는 아이들이 허락만 하면 엄청난 작

업들을 해낸다는 사실에 놀랐다. 운동장에 집을 짓기도 하고 

특히 요배 학교에서는 각 반마다 영화(당시는 슬라이드 쇼)를 

만들어 영화제를 열기도 하였다. 이후 나는 대학에서 수업을 

하기도 하였고 요배는 작품만 하게 되었는데 만약 요배가 대

학생을 지도했다면 제주도든 서울이든 한국 화단에 놀랍도록 

새롭고 활발한 미술의 꽃을 활짝 피웠을 것이다.

현실과 발언

1979년. 오윤. 성완경 등이 이끈, ‘현실’이 빠진 미술계에 현

실의 이야기를 회복시킨 최초의 그룹 ‘현실과 발언’이 출현

하였다. 요배가 먼저 들어가고 그 연고로 나도 같이 활동하였

다. 이때 그린 요배의 정의도, 매장도, 똥 누기 등등의 작품은 

정신이 번쩍 들게 할 정도의 충격적인 파워를 보여 주었다. 글

과 그림을 자유롭게 섞어 구사하였으며 전시 방법도 독특했다. 

도화지를 여러 장 펴서 깔아 놓고 포스터 컬러로 그린 다음 다

시 거두어 한 묶음으로 달랑 들고 가서 벽에다 핀으로 다시 늘

어서 꽂아 전혀 새로운 방식의 그림과 전시 방식을 보여 주기

도 했다. 나는 피난 시절의 아이들. 어머니와 연탄 등 서민들의 

모습을 그렸다.

동서양화

30대 때 요배는 “제주도에 큰 화실을 만들어 친구들이 오면 밤새 술 마시며 이야기

하는 곳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제주도 귀덕에 자리 잡은 큰 화실에서 

요배는 제주도의 들꽃부터 스케치해가며 제주도의 자연과 역사와 삶을 그려 내었다. 

제주의 화가 변시지는 한국적이 아닌 것은 하나하나 떼어 내고 떼어내서 마지막 한 

줄기 선으로 자신다운 그림을 그렸지만 요배는 동서양의 모든 기법을 소화하여 과장

하여 말하면, 서양의 육체와 동양의 정신을 완벽하게 합쳐서 구현하였다. 이런 화가

는 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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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bae in his 30s said, “I will make a big atelier 
in Jeju Island and prepare a place to drink and talk 
all night when my friends come.” Like he said he 
sketched wild flowers in Jeju, ending up depicting 
Jeju̓s nature, history and life in a large atelier 
located in Gwedeok, Jeju. Jeju painter Byun Si-
ji produced unique paintings with the last line 
by removing what was not Korean-style, but he 
incorporated all the painting techniques of the East 
and the West, thus if hyperbolically put, combining 
the Western body and the Eastern spirit. I̓ve never 
seen an artist like him.

꽃을 그리지 않고 피우는 화가

요배는 줄기차게 제주의 자연을 그려 왔다. 자연을 그렸다기

보다는, 그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아름다움을, 그 어떤 것을 

그림으로 말하고 또 말했다고 해야 한다. 요배는 꽃을 그린 게 

아니고 꽃을 피워 내었다. 파도를 그리는 게 아니라 파도가 되

어 쳐 대었다. 눈을 그리면 눈발이 되어 휘몰아 쳐서 보고 있으

면 춥다. 비는 애니메이션처럼 끝없이 내린다. 밤하늘을 그리

면 밤하늘에, 밤바다를 그리면 바다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한다. 햇살을 그리면 햇살 한 바가지를 오롯이 담아 놓는다. 바

람을 그리면 바람의 뼈까지 만져지게 한다. 요배의 그림 앞에 

서면 항상 발이 딱 붙어 움직이지 않는다. 요배는 이제 색감 질

감 온도를 넘어서 소리까지 그리려고 한다. 소리를 그리다니. 

세상에! 나도 제주의 자연을 그리고 싶다. 아름답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구석도 요배가 다녀가지 않은 곳이 없고 어느 경

지의 골짜기도 남아 있는 곳이 없으니 나는 무얼 그려야 할까? 

그래도 나는 또 나의 체취가 있겠지.

그림이냐 삶이냐

요배는 고백하기를 “나는 좋은 삶이 목표이고 그림은 그 수단

이다.”라고 말했다. 나는 놀랐다. 예술가는 좋은 예술을 위해서 

삶을 바치는 존재라고 나는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나는 좋은 그림이 목표이고 좋은 삶은 그 수단이다. 요배는 과

연 철학하는 선비답게 성숙해 있다. 나는 환속한 승려 스타일

인데 장인 의식이 매우 강하다. 나는 그림 그리지 않는 나를 인

정하기 힘들다. 인정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림 그

리러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이다.

선로善老와 역로逆老

요배는 자연스럽게, 잘 늙어가는 선로를 택했다. 나는 나이는 

생각하기 나름이라며 늙지 않으려고 운동이다 뭐다 애를 쓰는 

역로를 택했다. 무르익고 성숙할 대로 성숙하여 자연스럽게 풍

화되어 가는 요배가 요배답고 보기 좋다. 그러나 늙지 않으려

고 애쓰는 나도 나답고 사랑스럽다.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

아 있기 때문이리라. 

갓김치 하나.

어느 날 요배 집에 갔더니 상위에는 술병 하나에 반찬이

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갓김치 한 그릇만 달랑 있었

다. 더 나오겠지 했는데 그걸로 끝이었다. 이럴 수가. 그

런데 갓김치 한 젓갈을 입에 넣자. 아!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었다. 후에 보니 그날따라 반찬이 없는 날이었다

고 부인이 말해 주었다. 그래도 아무 일 없는 듯 의연히 

갓김치 하나로 당당한 요배가 멋지다. 이것이 요배다. 나 

같았으면 오늘따라 반찬이 없어서 어쩌구 했을 텐데.

모란 꽃

어느 날 요배의 화실 정원을 같이 걷다가 풀숲을 요배가  

슬쩍 걷었다. 오오! 거기엔 세상에서 가장 크고 우아

한 짙붉은 모란꽃이 숨어 있었다.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 

운지 지금까지도 그런 모란꽃을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런 

엄청난 아름다움을 키우고 슬쩍 아무것도 아닌 듯 보여 

주는 요배. 나 같으면 한참 자랑을 했을 텐데. 

바둑

요배는 술을 즐기지만 나는 술을 못한다. 그러나 둘은 얘

기를 즐기고 바둑을 즐긴다. 언제 그 넓은 요배의 화실에

서 그림들과 그 하늘과 나뭇가지와 돌과 수선화와 숨겨

진 모란꽃을 찾아보고 바둑을 한 판 두러 가야 하는데.

- 2021.12. 서울에서 박재동

강요배, 《카네이션-마음이 몸이 될 때》 전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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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술관과 프랑스 매그 재단(Fondation Marguerite et 
Aimé Maeght)이 공동주최하고, 객원 큐레이터 올리비에  

들라발라드(Olivier Delavallade)와 대구미술관이 공동기획한  

《모던 라이프》전은, 모더니즘을 주제어로 양 기관의 소장품을 

공동 연구한 프로젝트이다. 

이번 전시의 공동주최 측인 매그 재단은, 예술가들과 적극 

소통하는 프랑스 최초의 사립미술기관이다. 알렉산더 칼더

(Alexander Calder), 알베르토 자코메티(Alberto Giacometti),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등 20세기 유명 예술가와 전후 현

대미술가의 작품 약 13,000점을 소장하고 있는 매그 재단과의 

이번 협업은, 예술이라는 하나의 순수한 목적 아래 한국과 프랑

스의 지역적 한계를 넘어 탄생시킨 아름다운 하모니이다.

양 기관의 소장품 중 78명 작가의 대표작 144점이 소개되는  

이번 전시는, 당대 예술가들이 순수하게 예술에만 의지하며  

부단히 추구했던 미적 근대성(Modernity)을 담은 전시이다.  

전 세계가 예상치 못한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는 지금, 오로지 미술 작품으로만 세상과 소통하는 미술관이 

대중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각 시대의 격동의 

시기를 온몸으로 맞서며 아픔과 고통조차도 예술로 승화시킨 

《Modern Life》 co-organized by Daegu Art Museum 
and the Foundation Marguerite et Aimé Maeght is 
an exhibition that intersectionally introduces the 
representative collections of the two museums under the 
theme of modernism in the art of the East and the West. 
Eastern and West Art. The exhibition exhibits brilliant 
works of the times that could compose narrative stories 
centering on modernist concepts by Alexander Calder, 
Alberto Giacometti, and Marc Chagall, and Korean 
artists including SUH Seok, PARK Seo-Bo and LEE 
Kang-So.  
In particular, most of the collections of the Foundation 
Marguerite et Aimé Maeght, which will be introduced 
in this exhibition, have been selected as works that 
have never been introduced in Korea, and include Marc 
Chagall̓s world-class masterpiece <La Vie>.

The 10th Anniversary Exhibition of  Daegu Art Museum 《Modern Life》

대구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 해외교류전

《모던 라이프》

마동은  I  대구미술관 전시기획팀장 

전 시 명 | 대구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 해외교류전 《모던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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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장소 | 1전시실, 어미홀

참여작가 | 국내외 작가 78명

전시규모 | 회화, 드로잉, 조각 등 144점

거장들의 작품을 통해 이 사회를 둘러싼 무거운 공기를 환기 

시키는 것이다. 양차 대전 이후 황폐해진 사회를 살아가며 인간 

본연의 감성이 메말라갈 때에도 미술 작품은 계속해서 탄생했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 세상에 나온 주옥같은 작품들은 그 예술적 

힘과 울림만으로 분명 희망의 시그널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모던 라이프》 전시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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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ason of  Meditation 

2022 소장품 기획전 

《나를 만나는 계절》

대구미술관은 2022년 첫 번째 전시로 소장품 기획전 

《나를 만나는 계절》을 개최한다. 전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주는 공포로 일상이 흔들리는 상황을 

직면한 우리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코로

나19로 우리의 일상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불가피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개개인의 사회 활동을 줄어들게 

만들었고 고립감을 야기하였다. 반면 그동안 돌보지 못

했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또 다른 거리에서 타

인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였다. 우리의 이러

한 상황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생각하게 만든다. 

《나를 만나는 계절》은 유한한 생명의 자연인이지만, 

무한한 생각을 펼치기도 하는 인간에 대한 고찰을 담

아낸 전시로 생명에서 출발하여 나와 타인, 더 나아

가 관계로 이어지는 인간의 삶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의 사계절에 비유하여 살펴본다. 생명의 시작을 알리

는 봄, 활기찬 일상을 향유하는 여름, 사유의 시간을 

갖게 하는 가을, 긴 밤의 침잠에 들게 하는 겨울. 계절

의 흐름처럼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나와 우리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고자 한다. 전시는 4개의  

주제, ‘생명을 지니다’, ‘일상을 관찰하다’, ‘나를 바라

보다’, ‘세상에게 묻다’로 구성되며, 대구미술관이 소

장하고 있는 1,840점의 작품 중 그 동안 선보인 적 없

는 소장품을 위주로 93점을 선별하여 주제에 맞게 엮

었다. 이러한 소장품 기획전을 통해 수집되고 있는 소

장품이 수장고에서 보관되고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

라 지속적인 연구와 새로운 해석을 통하여 끊임없이 

현재가 되고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임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를 만나는 계절》은 시간과 계절이 흐름에 따라 변

화하는 우리 삶의 이야기와도 같다. 누구든 한번쯤은 

인생에 대해 가졌을 법한 관조와 의문을 동시에 생각

해보는 전시이다. 삶과 죽음에 대한 사상가들의 답이 

담겨있는 미하엘 하우스켈러의 『왜 살아야 하는가』라

는 책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 “삶이라는 질문은 정

답이 아닌 표현을 기다린다.” 이 말처럼 삶에 대한 다

양한 해석과 표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각자만

의 자유로운 질문과 감정을 느껴가면서 스스로의 삶

에 대한 표현의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Daegu Art Museum presents 《A Season of Meditation》 as its first exhibition in 2022. It began with our 
story of facing a situation where daily life was shaken by the fear of the invisible virus. The exhibition 
seeks to compare the lives of humans starting from birth to relationship between oneself and others 
based on the metaphors of the four seasons, that is, spring, summer, autumn, and winter. The exhibition, 
designed to present collections Daegu Art Museum, selectively presents about 90 of the 1,840 works in 
the collections. It consists of four themes, that is, "Possessing Life," "Observing the Everyday," "Viewing 
Oneself," and "Querying the World," focusing on the artworks that have never been introduced before.

《나를 만나는 계절》 전시포스터

김정윤  I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 

전 시 명 | 2022 소장품 기획전 《나를 만나는 계절》

전시기간 | 2022. 1. 25.(화) ~ 5. 29.(일)

전시장소 | 2, 3, 4, 5전시실

참여작가 | 권정호, 서세옥, 최만린, 팀 아이텔 등 38명

전시규모 | 회화, 사진, 조각, 뉴미디어 등 9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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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f  humans in waves - SUH Seok’s world of  art

파동하는 인간에 대한 고찰 
서세옥의 작품세계

김정윤  I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

지난 2021년 초 故서세옥 선생의 유족이 기증 의사를 밝

힘에 따라 그의 대표적인 작품 90점을 수증하게 되었다. 

대구 출신이자 한국 전통 미학을 바탕으로 수묵추상이라

는 새로운 경향을 개척한 선도적인 인물인 그의 기증은 

서세옥의 작품 세계를 감상하고 연구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서세옥은 한국화의 전통적인 방식을 탈피하여 추상성과 

단순성을 토대로 지필묵(紙筆墨)의 전통 재료만을 사용

한 점과 선의 파격적인 수묵추상 작업으로 한국현대미술

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1970년대부터 〈사람〉 시리즈

를 통하여 인간을 주제로 하는 작업을 펼쳐나갔는데, 주

로 사람의 머리는 점으로, 몸은 선으로 표현한 기호화된 

형상을 선보였다. 이렇게 붓과 먹으로 종이에 점을 찍고 

선을 긋는 행위는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세계를 추구하

는 작가의 예술 세계가 고스란히 녹아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인간 형상을 동양적 자연관과 우주관을 넘어 한국

적 자연관, 즉 자연친화적이고 순응적 태도를 작업에 적

극적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형상과 구도의 단순성은 다

양한 해석의 폭을 제공하며 전통적 동양화를 넘어 서세

옥만의 독자적 화풍을 이루어냈다. 

서세옥의 〈사람〉 시리즈는 사람의 무리를 먹의 농담과 붓

질의 강약으로 운동감을 주고 발묵이 흐려지고 짙어지

는 규칙적인 듯 불규칙적이고 자유로운 표현은 즉흥적인 

서세옥, <춤추는 사람들>, 2003, 닥종이에 수묵, 130.2 x 204cm

기운으로 리듬감을 창조한다. 걸음과 형상이 다른 사람

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모습을 통하여 현대 

사회의 우리 모습이 엿보이기도 하며, 이는 마치 인간의 

삶의 시작에서 세월의 풍파 속에서 흐려지지만 그럼에

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는 인간의 생을 나타내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농묵과 담묵, 파묵, 발묵 등 서세옥만의 

자유자재로 구사로 인해 해학적인 분위기가 그의 작품 

전반에 감돈다.

〈춤추는 사람들〉(2003)은 그의 형식적이고 기법적인 구

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활기차게 춤추는 인간 군상을 

만들어냈다. 춤추는 사람들이라는 동적인 형상을 통하여 

경쾌한 리듬감과 감각적인 파동을 연출한다. 

그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엿볼 수 있는 면모는 오랜 시

간동안 최소한의 선으로 유기적으로 연결 지어 표현한 다

채로운 인간의 모습에서 공동체로서의 동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개성있는 점획과 번짐 안에서도 끊어지지 

않게 연결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은 마치 하나로 순환하는 

유기체를 보는 듯 하다. 그의 작품은 감상하는 우리로 하

여금 인간과 자연의 순환성과 인간의 관계성에 대해 성찰

하도록 하는 소중한 작품들이라 생각한다. 

서세옥의 작품은 2022년 1월 25일에 개최하는 소장품 

기획전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SUH Seok’s made a great impact on the Korean contemporary art world by 
exclusively using Korean traditional materials for paper, writing brushes 
and ink stick based on based on abstraction and simplicity, and breaking 
away from the traditional method of Korean painting. He has carried on the 
work on the theme of humans since the 1970s with the People series, mainly 
showing symbolic figures expressed in dots for the human head and lines for 
the body. The common aspect of his work is that the audience can feel a sense 
of community for people in various aspects of humans he depicts, which are 
expressed organically by connecting them with minimal lines for a long time. 
Images of humans, which are constantly connected even within the unique 
spotting and smearing, are reminiscent of an organism circulating as a single 
entity. I think his works are invaluable in that that they allow us to reflect on the 
circulation between humans and nature and the relationality among hu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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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Manlin, Drawings for Humans

인간을 향한 드로잉,
최만린

박보람  I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 

2021년은 대구미술관에 매우 귀중한 해로 기억될 것 

이다. 이건희 컬렉션, 최만린, 서세옥, 한운성 등 한국미

술계에서 뛰어난 작가들의 기증이 이루어진 뜻깊은 해

이기 때문이다. 그중 최만린은 한국 전쟁 이후 국내에서 

미술 교육을 받은 첫 세대이자 서구 추상 양식의 시대적 

흐름 속에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한 작가이다. 최만

린은 조각 외에도 많은 드로잉을 남겼다. 알려진 바로는 

700여 점의 드로잉이 축적되어 있으며, 현재 대구미술

관에 기증된 드로잉을 통해 작가의 창작 흔적을 연구해 

볼 수 있다. 드로잉은 작가의 창작에 있어서 완결되지 

않았으나, 자유로운 내면 세계를 볼 수 있다.1)  

이 드로잉들을 살펴보면 최만린의 “1961~1965년에 해

당하는 작품 세계에서 인체의 추상화 시기-「이브」로 불

리는”2) 시기의 연작들에 관한 출발을 알 수 있는 흔적

들이 많다. ‘이브’ 연작은 그의 작품 세계 중 초기작이

자 대표적으로 알려진 작품 중 하나이다.3) 특히 1958년 

제7회 국전 특선에 입상한 <이브 58-1>(1958)는 당시 

1) �2021년 최만린 작가의 소장품 기증은 총 58점으로 조각 
6점 드로잉 52점이다.

2) �김정희 편저, 「최만린의 조각 세계 40년: 생명의 힘의 형
태화」,  『최만린, Choi, Man-lin』, 삶과 꿈, 1998, 12p

3) �최만린의 이브라는 제목의 작품으로는 1958년~1965년
까지의 조각 작품 8개가 있다. 

1950년~1953년 한국 전쟁기를 지나온 인간상을 조각

으로 여실히 나타낸 이브 연작 중 첫 작품이다.4) 이 작

품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최만린은 여자 인체에 관한 

드로잉을 다양하게 그려왔는데 미술관에 기증된 작품

들도 포함된다. 그중 <이브 58-1>(1958) 조각과 관련 있

는 드로잉이 소장되어 소개하고자 한다. 

<D-57-23(2)>(1957)은 26.5×13cm로 작은 드로잉이

다. 앞에서 언급한 <이브 58-1>(1958)와 함께 연구해 볼 

수 있는 작품으로 보인다. 이브는 알다시피 구약 성서

에 나오는 최초의 여성으로 기독교에서 인류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아담과 이브 중 아담의 아내이다. 최만린은 

“이브”라는 것이 성서에 나온 인물로서 의미를 직접적

으로 전유하기보다는 당시 한국 전쟁 이후 나, 너, 우리 

옆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 하나의 인간을 말

하는 대명사로써 차용했음을 밝혔다. 이처럼 최만린 연

구자 및 평론가들이 언급하듯이 이브 연작은 그의 작품 

세계에서 생과 실존, 생명과 같은 주요한 토대를 마련하

도록 한 작품 중 하나이다. 

본 드로잉은 하반신 아래로 가시 면류관처럼 보이는 더

미를 안은 채 앉아있는 인간의 모습을 연필 선을 이용

하여 추상적으로 단순화하였다. 이 작품은 실제로 성북

구립 미술관에 있는 이브 조각에서 볼 수 있는 여성 신

체의 불룩한 배와 석고로 만들어진 마티에르, 가녀린 몸

의 섬세함을 모두 담아내지는 않았지만, 당시 이 작품 

과정의 드로잉으로 추정된다. 또한 다른 인체 드로잉보

다 인체에 있어 연필의 명암이나, 수채의 흔적들이 드로

잉의 완결성을 느끼도록 해준다. 이처럼 최만린의 작품

에서 보이는 인간상은 우리나라에 많은 상흔을 남긴 한

4) �이 작품은 현재 성북구립 최만린 미술관 영구 설치되어 있다.

최만린, <D-57-23(2)>, 1957, 연필, 종이에 수채, 26.5×13cm

CHOI Manlin is the first generation to receive 
art education in Korea after the Korean War and 
an artist who built his own world of art in the 
flow of the times of Western abstract styles. He 
has left many drawings in addition to sculptures. 
The donated piece D-57-23(2)(1957) for this 
exhibition is a small drawing of 26.5×13cm, 
which is presumed to be one of CHOI̓s first series 
of Eve 58-1(1958). The Eve series is his early and 
representative work that laid the foundation for his 
style of art on such themes as living, existence, and 
life. The human image shown in CHOI Manlin̓s 
work bears the pain of the Korean War, which left 
many scars on Korea, but it is noteworthy that 
it embodies the image of a human being thrown 
into the horizons of time for a new start. We hope 
that this donation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continue researching artist CHOI Manlin, wh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Korean art history.

국 전쟁의 아픔을 품고 있지만, 양가적으로 새로운 출발

로의 시간으로 내던져진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이번 기증을 통해 한국 미술사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한 최만린 작가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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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Art Museum 
Digital Virtual Space ‘Immersion’

대구미술관 
디지털 가상 공간 

‘몰입’

박예원  I  전(前)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

어미홀에 들어서면 ‘몰입’ 두 글자가 보인다.

대구미술관은 관람객이 소장품을 새로운 형태로 접할 수 있

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2021 스마트 박

물관·미술관 기반 조성 사업’ 중 ‘실감 콘텐츠 제작 및 체험

존 조성사업’에 지원했고 2021년 2월 5일 최종 선정되었다. 

2021년 2월부터 교육팀을 중심으로 수집연구팀, 미술 비평가, 

스토리텔러, 개발자가 모여 머리를 맞대었고 곧 디지털 가상 

공간 ‘몰입’이 모습을 드러낸다.

미술관은 공공성을 가지고 국민의 미적, 문화적, 사회적 성장

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미술관에서의 수집은 기관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대구미술관은 근대 미술의 요람이자 한국 현대 미술 발원지 

중 하나인 ‘대구’라는 지역성에 초첨을 맞춰 대구시 문화 자

산의 가치를 향상하고자 대구미술사에 기여한 원로 작가의 작

품, 대구미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진·청년작가

의 작품, 국내외 현대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는 작가의 

작품 등을 수집하고 있다.

디지털 가상 공간 ‘몰입’은 대구미술관의 소장품 47점을 6개

의 주제기획전 형식으로 묶고 실감 콘텐츠로 제작하여 풀어낸 

공간이다. 실감 콘텐츠는 관람객들에게 단방향으로 정보를 제

공하는 기술이 아니라 관람객들과 즉각적이고 현장감 있는 양

방향의 상호작용을 이루는 콘텐츠이다. 

디지털 가상공간‘몰입’전경(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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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자는 오감을 통해 실감 콘텐츠와 교감하고 적용된 기술을 

경험하며 작품이 지니고 있던 공간과 시간적 배경의 한계를 

극복한다.

대구미술관은 실감 콘텐츠를 고해상도로 작품을 복사·재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작품에 담긴 

작가의 생애, 역사와 관련된 스토리를 아카이브한 후 연출하

여 관람자를 근대의 대구 거리로, 작가의 작업실로, 대자연의 

풍경 안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2022년은 대구 근·현대 미술을 이끄는 이인성, 박현기, 이강

소, 곽인식, 곽훈, 권부문, 김우조, 김종복, 김호득, 서동진, 서

병오, 이명미, 전선택, 정점식, 최병소의 작품을 기반으로 인터

랙티브 미디어를 제작하고, AI·홀로그램 기술을 적용해 복원

된 작가와 함께 작품을 체감하는 방식의 전시를 구축하여 능

동적이고 적극적인 감상 활동을 유도하고자 한다. 

‘몰입’은 3D 홀로그램으로 복원된 작가가 작품 세계와 생애를 

설명하는 콘텐츠 《이인성의 생애와 예술세계》, 《대구 근대 풍

경으로의 초대》, 프로젝션 맵핑과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강조

해 작품의 주제나 매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콘텐츠 《실험

과 상상, 그리고 미술하기》, 《우주와 맞닿은 풍경》, 《삶을 그리

다, 놀이를 그리다》, 《마음을 담은 풍경》, 작가 15인이 인공지

능(AI) 도슨트가 되어 작품을 설명하는 디지털 액자형 콘텐츠

로 구성되어 있다.

《이인성의 생애와 예술세계》는 이인성의 〈노란 옷을 입은 여

인상〉, 〈석고상이 있는 풍경〉, 〈경주풍경〉, 〈사과나무〉, 〈인물

(男子누드)〉를 몰입·반응형 영상으로 제작하여 어둡고 척박

한 시대를 그림으로 살다간 천재화가 이인성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보여주며 《대구 근대 풍경으로의 초대》는 서동진의 수

채화 작품인 〈설경〉, 〈은행이 있는 거리〉, 〈자화상〉, 〈우리집 앞 

거리〉, 김우조의 판화 작품인 〈50년대 회상〉, 〈낙동강〉, 〈귀로〉, 

〈뒷골목 풍경〉을 몰입·반응형 영상으로 제작하여 작품에 등

장하는 근대 대구 풍경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과 상상, 그리고 미술하기》는 〈작품 80-M〉, 〈Work86-

3〉, 박현기의 〈낙수〉, 〈바다풍경〉, 이강소의 〈섬에서-20239〉, 

〈虛emptiness-10c802〉, 최병소의 〈무제〉를 ‘실험’이라는 

주제로 묶고 매체의 특성을 강조하였다. 《마음을 담은 풍경》

은 서병오와 김종복의 자연에 대한 심상을 소개하며 서병오의  

〈노매〉, 〈화훼괴석 10폭 병풍〉, 〈포원함진(해서)〉, 김종복의 

〈무한〉, 〈가야산〉이 몰입·반응형 영상으로 새롭게 제작되었고 

터치에 의해 흑백과 컬러로 교차되는 〈화훼괴석 10폭 병풍〉

과 〈무한〉은 먹과 유채물감의 특성이 돋보인다. 《우주와 맞닿은  

풍경》은 곽훈, 권부문, 김호득 작가의 작품을 ‘우주’, ‘풍경’이

라는 주제로 곽훈의 〈다완〉, 〈찻잔〉, 〈겁〉, 〈Chi(氣) Seed〉, 김

호득의 〈폭포〉, 〈흔들림, 문득-떠오르다〉, 〈흔들림, 문득-뜨

다〉, 권부문의 〈무제 #6721〉, 〈무제 #3824, 홍천〉, 〈무제(아이

슬란드, 요쿨살론#3395)〉을 새롭게 제작하여 현대미술

의 한 가운데에서, 전통의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풍경을 

만나보고자 한다. 《삶을 그리다, 놀이를 그리다》는 정점

식, 전선택, 이명미의 작품세계, 작가의 ‘삶’에 주목하여 

정점식의 〈무제〉, 〈봄〉, 〈하늘〉, 〈공간〉, 전선택의 〈무제〉,

〈닭〉, 〈무상(無常)〉, 〈자화상〉, 〈호수〉, 이명미의 〈놀이〉, 

〈놀이-사물 그리기〉, 〈말해주세요〉 새롭게 제작하였고 

이를 통해 그들이 그리는 대상과 그리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수집, 연구, 교육, 전시를 모두 아우르는 스마트 미술관, 

디지털 가상공간 ‘몰입’은 3월 중순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2022년 봄, 시민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며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제

공하는 콘텐츠로 확장하고자 한다. 관람자와의 지속적

인 상호 소통을 통해서 모두의, 모두를 위한 에듀테인먼

트(Edutainment1))의 장이 될 것이다.

1)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는 에듀케이션(education)
과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의 합성어로 게임을 하
듯 즐기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인성의 생애와 예술세계_체험 이미지이인성의 생애와 예술세계

“Immersion” as digital virtual space is a space 
where 47 collections of Daegu Art Museum 
are grouped in the form of six special thematic 
exhibit ions and produced and released as 
immersive contents. In 2022, the art museum 
will actively create interactive media based on 
the works of LEE Insung, PARK Hyunki, LEE 
Kangso, KWAK Insik, KWAK Hoon, KWON 
Bumgu, KIM Woojo, KIM Jongbok, KIM Hodeuk, 
SEO Byungoh, LEE Myungmi, JEON Seontaek, 
JEONG Jeomsik, and CHOI Byungso and apply 
AI and hologram technologies intended to induce 
dynamic and active appreciation by restoring these 
artists. “Immersion” will be piloted from mid-
December and approach citizens in the spring of 
2022. It is to be expanded to content that provides 
rich experiences through online platforms and 
linked education programs.

김우조 홀로그램 서동진 홀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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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Leap Forward and 
A New Decade

새로운 도약, 
새로운 10년

문현주  I  대구미술관 홍보마케팅팀장

2021년 대구미술관은 코로나19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지역 정

체성과 국제적 협력 등 분야별 균형감 있는 기획과 이어진 기증으

로 많은 주목을 받은 한 해를 보냈다. 올해 슬로건은 ‘새로운 10

년’으로 전시, 수집 연구, 교육, 홍보, 안전한 미술관 운영 등 분

야별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여 2022년 한해를 새로운 10년 위

한 원년으로 삼는다. 임인년 대구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는  

《모던 라이프》, 《다니엘 뷔렌》, 《실감 콘텐츠 교육형 전》 등 총 10개다. 

작년 10월 19일에 개막하여 올해 3월 27일까지 진행하는 해외

교류전 《모던 라이프》와 더불어 새해 첫 전시는 소장

품 기획전 《나를 만나는 계절》이다. 그동안 대중에게 공

개하지 않았던 소장품을 중심으로 인간에 대한 고찰과 

삶의 여정을 추적한다. 권정호, 마이클 딘, 서세옥, 최만

린, 팀 아이텔 등 작가 40여 명, 90여 점의 작품을 4가지  

주제로 만나볼 수 있다. 전시는 1월 25일부터 5월 29일까

지다. 올해 봄부터는 대구미술관 소장품을 3D 인터랙티

브 실감 콘텐츠로 만나는 디지털 가상 공간 전시 ‘몰입’과  

관람객의 체험 활동을 전시의 구성요소로 포함하는 교

육형 전시도 만날 수 있다. 디지털 가상 전시 ‘몰입’은 

근현대 대구미술 발전의 토양을 마련한 김우조, 서동

진, 이인성 등 거장 15명의 작품 30점을 선정해 홀로그

램, 인터랙티브, AI 기술로 복원한 실감 콘텐츠를 새롭

게 선보여 공립미술관의 공공성과 개방성을 제고한다.  

6월 14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대구작가시리즈 다티스트 

《이교준》, 《박창서》의 개인전, 7월 5일부터 12월 25일까

지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개념주의 미술의 거장 《다니엘  

뷔렌》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장소 특정적 신작을 포함

한 회화, 설치, 영상 등 30여 점의 작품을 야외공원과 어

미홀에 설치한다. 제22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자로 선정

된 유근택 작가의 개인전도 10월 18일부터 내년 1월 15

일까지 개최한다. 특별히 2022년부터 이인성미술상에  

청년상 부문이 추가되어 본상과 청년상 등 두 개 부분에  

각각 작가 1명씩 선정한다. 더불어 매년 하반기 젊은 작가

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Y 아티스트 프로젝

트도 어김없이 관람객 곁으로 돌아온다. 올해는 ‘정점식 

미술상’도 신설한다. 이 미술상은 故정점식 선생의  

예술가, 교육자, 평론가, 기획자로서의 업적과 정신을 계

승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매해 창작을 제외한 전 분야

에서 미술계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후원

한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2천만 원과 상패가 수여하며, 

시상식은 매년 6월 대구미술관에서 개최한다. 

In 2021, Daegu Art Museum was significantly 
spotlighted for its balanced curating of works 
in different field including regional identi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 series of donations 
despite many challenges including the COVID-19 
pandemic. Its slogan for this year is “A New 
Decade” which will make 2022 the starting year in 
a new decade by enhancing expertise and public-
ness in each field, including exhibitions, collection 
research, education, promotion, and safe operation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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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미술주간 연계로 Y 아티스트 프로젝트 《유머

랜드주식회사》의 전시 준비과정, 미술관 폐관  

후 모습 등을 공개하며 관람객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전시 기획 의도에 따라 5인 작가의 유머러스

하고, 직관적인 모습들을 7일간 매일 18시 30 

분에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방송하고,  

현장에서 참여자와 워크숍을 진행하며 전시와 

작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 진행 내용과 과정은 대구미술관  

유튜브에서 다시보기 가능하다.    

‘2021 대구미술관 미술학교’의 일환으로 <회복의 키워

드> 학술 행사를 실시했다. 미술관의 역할 중 ‘교육’에 주

목한 이번 행사는 ‘수집·연구·전시·교육의 융합’을 

통해 적극적인 의미 생산자로서의 관람객 개발, 장소적 

경험에 대한 갈등 해소, 문화 접근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병준(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미남(한양대학교 

응용미술교육학과 교수), 최아름((주) DOT 소셜 임팩트 

디렉터), 조주현(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김가현(부산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가 발제하고 펜데믹 

시대에 시공간을 넘어 미술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확장

된 미술 플랫폼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제21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전《강요배: 카네이션-마음이 

몸이 될 때》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강요배 작가를 초청하

여 작가로서의 정체성, 작품 세계, 작업 에피소드 등을 직

접 들어볼 수 있는 <작가와의 대화>를 진행했다. 사전 예

약을 통해 참여한 20명의 관람객과 함께 작품 속 작가의 

의도들을 함께 살펴보며 전시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2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자로 한국 화가 유근택 작가가 선정됐다.

이인성미술상은 한국 근대미술사에 큰 업적을 남긴 서양화가 이인성(대구, 

1912-1950)의 작품세계와 높은 예술 정신을 기리고 한국미술 발전에 기여하

기 위해 대구시가 제정한 상이다. 심문섭 추천위원회 심사위원장은 “자연과 

인간, 환경과 사회 문제에서 도출된 주제를 바탕으로 실험적인 재료와 화면

을 실천해 한국화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현하였다는 점을 높게 평가해 유근택 

작가를 선정했다”고 선정 기준을 밝혔다. 이인성미술상 수상 작가는 약 1년 

간의 개인전 준비 기간을 거쳐 2022년 대구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한다. 

2021 미술주간 연계 프로그램

지난밤, 미술관에서 일어난 일을 나도 알고 싶다.  

2021. 10. 7.(목) ~ 10. 15.(금), 대구미술관 4, 5전시실 강요배 작가와의 대화 

2021. 11. 4.(목), 대구미술관 3전시실, 13시 

2021 대구미술관 미술학교 학술 행사 

〈회복의 키워드〉

2021. 10. 14.(목), 대구미술관 교육실, 14시

‘제22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자 선정’ 유근택 작가  

유머랜드주식회사 참여작가 5인과 이동민 학예연구사

학술 행사 회복의 키워드 강요배 작가와의 대화 현장

유근택 작가

Online and offline programs were held to address visitors’ questions by disclosing the preparation process for 
《Humorland & Co.》, 2021 Y Artist Project in connection with the Korea Art Week, and how the museum looked it 
closed. The humorous and intuitive images of the five artists were broadcasted every day at 18:30 p.m. for seven 
days on Instagram Live based on the curatorial intent, and workshops were held with participants offline to discuss 
on the exhibition and its exhibits. 

2021 Art Week Programs
I also want to know what happened at the art museum last night. 

Oct. 7(Thur) ~ 15(Fri), 2021

As part of an event of 2021 d am’s Academy program 
in Daegu Art Museum, an academic event was held on 
〈The Keyword of Recovery〉. The event, which focused 
on “education”  among the roles of the museum, 
touched upon the development of visitors as active 
producers of meanings, resolution of conflicts over site-
specific experiences, and cultural accessibility through 
“convergence of collection, research, exhibition, and 
education.”

2021 Academic Events of  d am’s Academy in 
Daegu Art Museum 

〈The Keyword of  Recovery〉

Oct. 14(Thur), 2021

〈Artist Dialogue〉 was held as a program aligned with
《KANG Yo-bae: Carnation-When Mind Becomes Body》, the 
exhibition of the winner of the 21st LEEINSUNG Art Prize 
to look into artist KANG Yo-bae’s identity as artist, oeuvre 
and anecdotes to share with the audience. With 20 visitors 
who participated through reservations, the session offered 
a time to examine his artistic intentions in his works and 
understand the exhibition.

Dialogue with Artist KANG Yo-bae 
Nov. 4(Thur), 2021

Korean artist YOO Geuntaek was selected as the winner of the 22nd LEEINSUNG Art Prize. The prize was 
established by Daegu City to commemorate his world of works and admirable artistic spirit of Western painter LEE 
INSUNG (1912-1950), who made great achievements in the history of Korean modern art, an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art. The winner of the prize is to hold his solo exhibition at Daegu Museum of Art in 2022 
after about a year of preparation.

Artist YOO Geuntaek “selected as the winner of  the 22nd LEEINSUNG Art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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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시일정

해외교류전 《모던 라이프》

대구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하여 프랑스 매그재단과 대구

미술관의 우수 소장품을 소개하여 국내외 근현대 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양상과 흐름을 조망하는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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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품 기획전 《나를 만나는 계절》

인간에 대한 고찰에서 출발한 4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그동안  

선보인 적 없는 작품을 집중 조명하는 대구미술관 소장품  

기획 전시

•전시기간 | 2022. 1. 25.(화) ~ 5. 29.(일) 

어미홀 프로젝트

<그리기연구소> 연계 참여프로그램  

•전시기간 | 2022. 4. 12.(화) ~ 5. 15.(일) 

관객 참여형 전시 

미술가의 그리기에 대한 감상과 연계되는 관람객의 그리기 활동

을 전시의 구성요소로 포함하는 교육 전시

•전시기간 | 2022. 4. 12.(화) ~ 5. 15.(일)

해외교류전 《다니엘 뷔렌》 

프랑스 미술의 거장 ‘다니엘 뷔렌(Daniel Buren)’의 개인전

으로 설치미술과 공공 미술을 통해 현대미술의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전시 

•전시기간 | 2022. 7. 5.(화) ~ 2023. 1. 29.(일)  

Exhibition Schedule

전시 해설 오디오 가이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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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미술관 채널

2022 다티스트 《이교준》 

대구 작가시리즈 다티스트 선정 작가(원로) 이교준의 작품  

세계를 살펴보는 전시   

•전시기간 | 2022. 6. 14.(화) ~ 10. 3.(월)

2022 다티스트 《박창서》  

대구 작가시리즈 다티스트 선정 작가(중년) 박창서의 작품  

세계를 살펴보는 전시    

•전시기간 | 2022. 6. 14.(화) ~ 10. 3.(월) 

제22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전 《유근택》 

제22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자 유근택의 작가의 작품 세계를 

볼 수 있는 개인 전시      

•전시기간 | 2022. 10. 18.(화) ~ 2023. 1. 15.(일)

2022 Y 아티스트 프로젝트 

국내외 젊은 작가 작품에 집중하여 동시대 미술을 해석하는 

젊은 작가들의 다양한 시각 소개하는 전시      

•전시기간 | 2022. 10. 18.(화) ~ 2023. 1. 15.(일)

디지털 가상공간 ‘몰입’ 

대구미술관의 주요 소장품을 활용하여 실감 콘텐츠로 제작

하고, AI와 홀로그램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소장품 

감상 전시’      

•전시기간 | 2022. 3. ~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관장이 들려주는

《모던 라이프》 전시투어를 진행한다. 

월 1회 지정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50분 동안 총 5회

에 걸쳐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최은주 관장이 직접 

준비한 전시 해설로,《모던 라이프》 전시 기획 단계부

터 대구미술관과 매그재단의 소장품에 대한 설명, 작

가들의 생애, 매그재단의 소장품이 대구에 전시되기

까지의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하여 전시를 보다 깊게 

감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에는 1월 20일, 2월 24일, 3월 24일에 참여 

가능하다. (현장 선착순 접수 10명_유료 관람객 기준)

해외교류전 《모던 라이프》 기획 의도와 비하인

드 스토리 등을 전하기 위해 프랑스 매그재단 

올리비아 들라발라드 객원 큐레이터와 대구미

술관 전시기획자 마동은 전시 팀장이 관람객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사전 예약자 20명을 대

상으로 2시간 동안 이어진 큐레이터 토크에서

는 전시 타이틀, 주제, 작품 선정, 운반 및 설치 

등 전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전

해 관람객들에게 전시를 더욱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선사했다.

대구미술관 관장이 들려주는 《모던 라이프》 

2021. 11. 18(목), 월 1회 지정 목요일

《모던 라이프》 큐레이터 토크 

2021. 11. 18.(목), 대구미술관 어미홀, 16시

관장이 들려주는 《모던 라이프》 현장

《모던 라이프》 큐레이터 토크 현장

Daegu Art Museum presents an exhibition tour of 《Modern Life》 moderated by the director from November 2021 to March 2022. 
The program, which runs for 50 minutes from 11 a.m. on Thursday to be designated once a month, is an exhibition tour with commentaries 
from director CHOI Eunju. It was designed to introduce various stories in depth from the exhibition planning stage for 《Modern Life》, 
explanation on collections housed at Daegu Art Museum and the Foundation Marguerite et Aimé Maeght, life stories of the artists, and how 
the collections at the foundation came to be.

《Modern Life》 Moderated by the Director of  Daegu Art Museum 
Nov. 18(Thur), Thursday to be designated once a month

Curator Olivier Dalavallade of the Foundation Marguerite et Aimé Maeght and chief curator MA Dongeun of Daegu Art Museum had a time to 
meet with visitors to convey the intention and behind-the-scenes story of the international exchange exhibition of 《Modern Life》. The two-hour 
curator talk for 20 people who made a reservation to join the program covered a series of processes on how an exhibition is presented including 
making a title and a theme, selecting exhibits, shipping and installation so that they audience could enjoy exhibitions with a greater interest.

《Modern Life》 Curator Talk
Nov. 18(Thu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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