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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술관과 프랑스 매그 재단(Fondation

층별안내

1F

Marguerite et Aimé Maeght)이 공동주최하고, 객원
큐레이터 올리비에 들라발라드(Olivier Delavallad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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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술관이 공동기획한 《모던 라이프》전은, 모더니즘을
주제어로 양 기관의 소장품을 공동 연구한 프로젝트이다.
특히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이하는 대구미술관은,
향후 지속•발전시킬 해외교류전의 또 다른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대중에게 다채로운 작품을 소개할
공공미술관으로서의 기대와 역할에 부응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이번 전시를 준비하였다.
이번 전시의 공동주최측인 매그 재단은, 예술가들과
적극 소통하는 프랑스 최초의 사립미술기관이다. 매그
재단은, 20세기 후반, 수 많은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있었던
매그 부부(Aimé Maeght, Marguerite Maeght)에게
당시 프랑스의 문화부 장관이었던 앙드레 말로(Andr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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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raux)의 제안으로 프랑스 남쪽 지역에 문을
열었다. 조르주 브라크(Georges Braque), 알렉산더
칼더(Alexander Calder),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알베르토
자코메티(Alberto Giacometti) 등 20세기 유명 예술가와
전후 현대미술가의 작품 약 13,000점을 소장하고 있다.
매그 재단과 대구미술관의 이번 협업은, 예술이라는
하나의 순수한 목적 아래 한국과 프랑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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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담은 전시이다. 전 세계가 예상치 못한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오랜시간 고통받고 있는 지금,
오로지 미술 작품으로만 세상과 소통하는 미술관이

찾아오는 길

대중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역시 작품을
통해 다가가는 것이다. 각 시대의 격동의 시기를 온몸으로
맞서며 아픔과 고통 조차도 예술로 승화시킨 거장들의
작품은 이 사회를 둘러싼 무거운 공기를 환원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다. 양차 대전 이후 황폐해진 사회를 살아가며
인간 본연의 감성이 메말라갈 때에도 미술 작품은
계속해서 탄생했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 세상에 나온
주옥같은 작품들은 본질상 내재된 아우라(Aura)만으로
분명 희망의 파동을 울릴 것이기 때문이다.
《모던 라이프》라는 전시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전시는 대부분의 출품작에서 ‘모더니티(Modernity)’
의 전이와 변용적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모더니티의
범주에 속해 있는 모더니즘(Modernism) 미술은

Modern Life, co-hosted by Daegu Art Museum
and the Fondation Marguerite et Aimé Maeght
in France and co-curated by Olivier Delavallade
and Daegu Art Museum, is a collaborative project
researched collections of both institutions under
the theme of Modernism. In particular, Daegu Art
Museum, which marks its 10th anniversary this year,
has put forth its best efforts to present a cooperative
model for international exchange exhibitions that
will continue and develop in the future and meet the
expectations as its role of a public art museum.
The Fondation Marguerite et Aimé Maeght, the cohost of this exhibition, is the first private art institution
in France that actively seeks communication with
artists. The Fondation Marguerite et Aimé Maeght
opened in southern France in the late 20th century
at the suggestion of André Malraux, then French
Minister of Culture, to Aimé Maeght and Marguerite
Maeght, who were sponsoring numerous artists. The
collaboration with the Fondation Marguerite et Aimé
Maeght, which holds about 13,000 works of famous
20th-century artists and postwar artists, including
Georges Braque, Alexander Calder, Marc Chagall,
Wassily Kandinsky, and Alberto Giacometti, is a
beautiful harmony created beyond the geographical
boundaries between Korea and France under one
simple purpose, art.
This exhibition, which introduces 144 masterpieces
of seventy-eight artists among the collections of
both institutions, contains the aesthetical modernity
that artists of the time constantly pursued by
relying purely on art. Now that the whole world has
been suffering from an unexpected new virus for
a long time, the only way that art museums, which
communicates with the world solely through the
artworks, can comfort the public is through works of
masters who confronted the turbulent times of each
era with their whole bodies and sublimated even
pain and suffering into art will be enough to reduce
the heavy air surrounding this society. Living in a
society devastated after World War II, even when the
natural sensibility of human beings dried up, works
of art continued to be born, and gems that came out
through such a process will surely wave the hope
only with the inherent aura.
As the title of the exhibition Modern Life suggests,
transitional and transformational aspects of
Modernity can be found in most of the exhibited
artworks. Modernism art, which belongs to the
category of Modernity, functioned to historically
establish the course of art from the mid-1950s to the
mid-1960s that took place in Europe before World
War II; it extended the phenomena in the history of
the time to the logic of the development of art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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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2차 세계대전
이전 유럽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미술의 전개를 역사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기능했고,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이론적
근거가 끊임없이 제시되며 당대의 현상적 역사를 미술의
발전 논리에까지 확장시켰다. ‘근대성(Modernity)’,
한국에서도 ‘모더니티’라는 용어로 직접 사용되는 이
개념은 당대의 예술이 ‘모던하다’라는 특정한 의식을
전제로 한다. 17세기 영국에서는 이미 널리 쓰이고
있었으며, 19세기 중반 미적 모더니티의 이론가 샤를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에 의해 학계의 신조어로
등장하여 알려지게 된 모더니티는, 독창적인 개념을
내포함과 동시에 매우 다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전시는 그러한 다중성을 8개의 소주제로 분류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며 이번 전시의 기획 배경이 되는
모던(Modern)의 확장된 개념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
전시는 7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는 1전시실과
아카이브 섹션이 맞닿아 있는 어미홀 등 크게 두 곳의
장소에서 총 8개의 테마가 소개된다. ‘탈-형상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섹션은 알베르토
자코메티(Alberto Giacometti), 장 뒤뷔페(Jean
Dubuffet), 훌리오 곤잘레스(Julio González), 최영림 등
총 15점의 작품이 소개된다. 이 섹션은 인간에 대한 탐구를
기반으로 변형된 구조와 독특한 면 분할을 통해 형상적인
양식에서 벗어나려는 예술의 자율성을 보여준다. 이어서
두 번째 섹션인 ‘풍경-기억’은, 피에르 탈 코트(Pierre Tal-

Coat), 안나 에바 베르그만(Anna-Eva Bergman), 유영국,
김창열 등 총 16점의 작품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우리 주변의 풍경과 개인의 기억들을 소환시키며 각자의
추억을 잔잔하게 들추어낸다. 세 번째 섹션은 모더니즘
미술에서 빠질 수 없는 담론이자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
주제 중 하나인 ‘추상’ 파트이다. 추상의 물결은 전후
유럽,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및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는데, 특히 이번 섹션에는 고차원의 사유를
이끌어 내는 한국의 한묵, 이우환, 정점식, 이강소 등의
작품을 비롯해 매그 재단의 소장품 중 그동안 한국에는
전혀 소개되지 않았던 브람 반 벨데(Bram van Velde),
파블로 팔라주엘로 (Pablo Palazuelo), 에두아르도
칠리다(Eduardo Chillida)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작품들은 존재 자체로 함의하는 아우라가 선명하다.
네 번째 색션에서는 ‘글’을 테마로 엄선된 작품들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앙리 미쇼(Henri Michaux), 한스
아르퉁(Hans Hartung) 등 회화 속에서 여러 형태의
문자를 발견할 수 있는 매그 재단의 소장품 12점과 최병소,
박서보, 이배 등 작품에 분명 존재하나 쉽게 식별되지 않는

many researchers constantly presented its theoretic
grounds. The concept of Modernity, which is also
directly used in Korea as ‘Modernity,’ presupposes a
certain consciousness that art of the time is ‘modern.’
Modernity, which was already widely used in England
in the 17th century and appeared as a new coinage
in academia by Charles Baudelaire, a theorist
of aesthetical Modernity in the mid-19th century,
contains an original concept and has quite multiple
characteristics. This exhibition aims to take a step
closer to the expanded concept of Modern, which is
this exhibition’s background idea, by classifying such
multiplicity into eight subcategories while examining
it in an overview.
The exhibition unfolds in a total of eight themes at
Gallery 1 with seven categories and Umi Hall, which
is connected to the archive section. The first section
with the theme of ‘De-figuration’ introduces a total
of fifteen works, including Alberto Giacometti, Jean
Dubuffet, Julio González, CHOI Youngrim. This
section shows the autonomy of art to escape from
the figurative way through the modified structure
and unique parcelled-facets in the exploration of
the human being. Subsequently, the second section,
‘Landscapes-memories’ summons the scenery
around us and individual memories that change over
time and calmly evoke old memories through a total
of sixteen works, including Pierre Tal-Coat, Anna-Eva
Bergman, YOO Young Kuk, and KIM Tschang-yeul.
The third section is ‘Abstraction,’ an indispensable
discourse in Modernist Art and one of the soughtafter research topics of many researchers. The wave
of abstraction spread throughout postwar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even to Asia and the world.
In particular, in this section, the artworks by Korean
artists that elicit higher thoughts such as HAN Mook,
LEE Ufan, JUNG Jeumsik, and LEE Kangso are
shown; also, works from the Fondation Marguerite
et Aimé Maeght, including Bram van Velde, Pablo
Palazuelo, and Eduardo Chillida that are unfamiliar
to the Korean audience yet emitting clear aura solely
for their existence are introduced. In the fourth
section, carefully selected works under the theme of
‘Writings’ greet the audience. Around twelve pieces of
artworks with various types of characters appeared
on like Henri Michaux, and Hans Hartung’s paintings
from the collection of the Fondation Marguerite
et Aimé Maeght are presented; around ten works
with characters that clearly exist yet are not easily
identified in the works by CHOI Byungso, PARK
Seobo, and LEE Bae are on display. The artworks
convey their own reticent voices. Thereafter, moving
on to the fifth section, ‘Ultra modern solitude’ begins.
This section, which includes an intermediate exit to
the hallway from Gallery 1 as a coincidence in the
space’s layout, creates quite a different atmosphere

문자들을 품은 작품 10여 점이 그들만의 과묵한 목소리를
전한다. 이후 다섯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면 ‘초현대적
고독’이 시작된다. 공간 구성 상 우연의 일치로 1전시실에서
복도로 나갈 수 있는 중간 출구가 포함되어 있는 이
섹션은, 이전 파트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
공간은 전후 모더니즘 미술이 끊임없이 쏟아낸 형식적인
변화들과 그들의 일면을 현대적 개념으로 계승한 혼종된
작품들 속에 잠시 숨을 고를 여유를 주며, ‘개인’ 혹은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다시 공간을
돌아 나오면 여섯 번째 섹션 ‘평면으로의 귀환’이 관객을
기다린다. 평면성과 함께 색채의 율동감을 보여주는 시몬
한타이(Simon Hantaï), 클로드 비알라(Claude Viallat),
프랑수아 루앙(François Rouan) 등 매그 재단 소장품을
비롯해 김기린, 윤형근, 이우환, 리차드 세라(Richard

Serra) 등 대구미술관의 소장품 약 20여 점이 소개된다.
이번 섹션은, 회화의 본질과 태생적 특성 그리고 죽음의
과정을 겪어야만 새롭게 정립될 수 있는 자연의 순리에
대입시킨 회화의 미래를 예견해보는 자리이다. 끝으로
1전시실의 마지막 카테고리인 일곱 번째 섹션 ‘재신비화된
세상’에는 27점이라는 가장 많은 작품이 관람객의
시선을 붙잡을 것이다. 이응노의 인간에 대한 성찰이
담긴 회화 작품과 기호적 반추상의 세계를 심화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존재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서세옥의
작품을 비롯해 프랑스가 국보급 작품으로 여기고 있는
샤갈(Marc Chagall)의 회화 등이 소개된다. 이후 어미홀로
나가면 이번 전시의 마지막 섹션인 ‘기원’이 펼쳐진다.
칼더(Alexander Calder)의 작품을 비롯해 이건용, 이우환,
리차드 롱(Ricahrd Long) 등의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 이
공간은, 인간과 자연, 세계와 우주의 지속적이며 순환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이번 전시는 모더니즘이라는 거대 담론을 기저에 놓고
출발한 프로젝트이나 이를 미술사적으로 분석하거나
기발표된 수많은 미론 이론을 논증하기 위한 것과는
다른 선상에 있는 전시이다. 현재를 반영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기대하는, 모더니즘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성질을 내포한 작품들을 소개하는 것이 이번 전시의 가장
큰 핵심이다. 이번 전시에서 소개되는 144점의 작품은,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드러내는 유연한 강인함과 침착한
아름다움으로 무장되어 있다. 전시를 관람하는 찰나의
순간이 관람자로 하여금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대화를
시도하며, 곳곳에 스며있는 낯익은 의미들을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대구미술관

from the previous part. The place provides time to
catch a breath and focus on the ‘individual’ or ‘self’
among the mixed works that inherited the formal
changes that post-war modernism art constantly
poured out and one side of them with a modern
concept. After a spatial detour, the sixth section, ‘Regenerating painting’ awaits the audience. Around
twenty works that show a sense of chromatic rhythm
along with two-dimensional planarities, such as
that of Simon Hantaï, Claude Viallat, and François
Rouan’s from the collection of the Fondation
Marguerite et Aimé Maeght, are introduced with
the works from the collection of Daegu Art Museum
such as KIM Gui-line, YUN Hyong-keun, LEE Ufan,
and Richard Serra. This section is a place to foresee
the essence and the natural characteristics of
paintings as well as the future of painting, substituted
for laws of nature that can only be established anew
by going through the course of death. Lastly, in
the seventh section, ‘Re-enchanting the world,’ the
last category in Gallery 1, twenty-seven artworks
will captivate the audience as this section has the
largest displayed counts. Introducing, LEE Ungno’s
painting that contains his reflections on human
beings, SUH Seok’s works implying human existence
in the process of deepening the symbolic semiabstract world, and Marc Chagall’s painting, which
are considered as a national treasure in France.
Following the way out through Umi Hall, the very last
section of this exhibition, ‘Genesis’ will unfold. The
works of Alexander Calder, LEE Kunyong, LEE Ufan,
and Richard Long are installed; this space shows the
continuous and cyclical relationship amongst the
human, the nature, the world, and the universe.
Although this exhibition is a project that started with
the underlying colossal discourse of Modernism as
its basis, it is on a different line from analyzing it in
art history or for demonstrating numerous previously
published aesthetic theories. The main point of
this exhibition is to introduce works that reflect
the present and hope for the future, which contain
particular and unique characteristics of Modernism.
The 144 works presented in this exhibition provide
strength with flexibility and tranquil beauty that
disclose their existence. We hope that the fleeting
moment of viewing the exhibition will become a
profound time for the viewer to experience the
alluring aura.
Daegu Art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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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 라이프》는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은
대구미술관의 생일을 축하하는 전시이다. 한 미술관의
생일을 축하하는 방법으로 다른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빼어난 미술품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보다 합당하고
아름다운 방법이 있을까? 게다가 본 전시의 경우, 두
문화의 만남, 서로 다른 회화의 전통을 가진 두 미술계의
만남을 축하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번 전시를 통해 두
미술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발견하는 흥미로운
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축하하는 자리로서의 의의 외에도 본 전시는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한 개념에 대해 숙고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 개념은 바로 ‘모더니티’이다. 모더니티는 역사의
시기를 구분하는 개념만이 아니라 한 시대의 패러다임을
뜻하는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다.
매그 재단은 20세기 후반 프랑스의 가장 뛰어난 미술품
콜렉터였던 에메 매그(Aimé Maeght)와 그의 배우자
마그리트 매그(Marguerite Maeght)의 노력으로
창립되었다. 매그 재단은 예술가를 위한, 예술가에 의한
미술 재단으로 구상된 기관이다. 재단의 건축은 카탈루냐
출신 건축가인 호세프 루이스 세르트(Josep Luis Sert)가
담당하였으며, 재단의 창립에 기여한 또 다른 사람으로
호안 미로(Joan Miró)를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재단 창립
몇 해 전에 이미 아틀리에의 형식으로 작품과 관람자를
연결해주기 위한 만남의 장소를 조성하여 재단 사업의
모델을 보여주었다.
대구미술관은 소장품의 질적 수준과 그간 전시에서 보여준
기획력과 야심으로 한국의 문화예술계에서 그 위상을
증명했다. 한 미술관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미술관이
마주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1970년대에
한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아방가르드 미술이 탄생한 곳은
바로 이곳 대구이다. 내가 한국의 아방가르드 미술가들과
작품을 발견한 곳도 바로 이 대구미술관이다.
모더니티의 역사는 단절과 재전유(réappropriation)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예술이 자율성을 획득한 역사, 특정
종류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역사이기도 하다. 이
모더니티의 역사에는 지난 세기에 한국과 유럽이 겪었던
비극이 새겨져 있으며, 이것은 양국의 미술 전통이
보여주고 있으며, 대구미술관과 매그 재단의 소장품이
증거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몇 마디로 모더니티를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 윤곽을
짚어보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첫째 모더니티 미술은

Modern Life is an exhibition celebrating the
memorial of the 10th anniversary of DAM. What
would better way there be to celebrate a memorial
of an art museum than to initiate a conversation with
the outstanding works of art within the collection?
Moreover, in the case of this exhibition, it is meant
to celebrate the encounter of two cultures and
two art worlds with different painting traditions.
This exhibition hosts an interesting arena where
the audiences can simultaneously discover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rt
worlds.
In addition to its significance as a celebration, this
exhibition will bring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a
concept that is often misunderstood; the concept
is ‘Modernity.’ Modernity is not only a concept that
distinguishes historical period, rather an important
concept that means a paradigm of an era.
The Fondation Marguerite et Aimé Maeght was
founded in the late 20th century by the efforts
of France’s most magnificent art collector Aimé
Maeght and his spouse Marguerite Maeght. The
Maeght Foundation is an institution designed as
an art foundation for, and by, the artists. A Catalan
architect Josep Luis Sert was in charge of the
foundation’s architecture, and the artist Joan
Miró was another person who contributed to the
foundation’s establishment. Miró had set a model of
the foundation by arranging a meeting to connect
the artworks and the audiences in the form of an
atelier already a few years before its founding.
Daegu Art Museum has proven its status in the
cultural and artistic circle in Korea with the quality of
its collections as well as the initiative and ambition
shown in the previous exhibitions. Talking about an
art museum is also about understanding the context
the art museum faces. Here in Daegu, Korea's most
progressive avant-garde art was born in the 1970s;
it is Daegu Art Museum, where I also discovered the
works of Korean avant-garde artists.
The history of Modernity is not only a history of
severance and reappropriation, yet also a history in
which art has acquired autonomy and liberation from
certain kinds of restraint. The history of this Modernity
is engraved with the tragedies of Korea and Europe
in the past century: as shown in both countries' art
traditions and as evidenced through the collections
of Daegu Art Museum and the Fondation Marguerite
et Aimé Maeght.
It is difficult to define Modernity in a few words, but it
will be possible to trace the outline. First, Modernity
art is a perpetual inquiry for a form. For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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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형태를 찾는 고집스러운 탐구이다. 대부분의
모더니티 미술가들에게 하나의 언어를 구축하는
문제였으며, 형태의 새로운 어휘를 고안하는 일이면서,
근본적으로 혁신된 문법을 구축하는 일이었다. 미술가들은
전통적인 형태에 저항하는 예술적 쾌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위기의식 때문에 이 일에 뛰어들었다. 왜냐하면, 당시의
표준화된 형태들은 현실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시대의 고유한 토대 위에서
예술을 재건해야 했다. 더 본질적인 형태로 회귀하도록
해주는 고유한 자원의 힘으로 미술 내적인 차원에서
미술을 되살려야 했다.
미술에서 모더니티의 태동은 프랑스의 경우 비평적 사유,
이론적 사유를 동반하였다. 미술가들에 앞서 시인들이
먼저 모더니티 운동을 보여주었는데 그 선두주자가 바로
샤를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 1821~1967)이다.
보들레르는 아카데믹한 예술에 맞서 낭만주의를
옹호하였으며, 낭만주의 예술에서 진정한 ‘근대
미술’(modern art)을 발견했다. 보들레르는 규범적 예술의
장과 나란히 예술적 표현의 자유라는 또 다른 길이 열리는
것을 지지하면서 예술적 상상력, 색을 통한 감각의 직접적
표현을 지지했다.
전시는 한 편의 이야기와 같은 방식으로 기획되었다.
전시의 처음이자 마직막인 기원, 이어서 ‘탈-형상화’,
‘풍경-기억’, ‘추상’, ‘글’, ‘초현대적 고독’, ‘평면으로의 귀환’,
그리고 ‘재신비화된 세상’이다. 두 미술관의 소장품을 한
자리에 선보이면서 하나의 개념을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것은 결코 하나의 이론이나 담론 속에 갇혀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유의 경로들, 덤불 숲길, 산책을 제안하려는
마음이다. 작품을 함께 감상하는 행복을 나누고 싶은 마음,
작품으로부터 받은 영감, 감각과 감정에 대해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다. 전시는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역량들을
흔들어 깨우는 힘이 있다. 그러한 전시의 힘 안에서
축하하는 자리, 작품을 관람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작품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유의 중심에 작품을
초대해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할 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작품만의 독창적인 표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올리비에 들라발라드
객원 큐레이터

Modernity artists, it was a matter of constructing a
language, devising a new vocabulary of forms, and
fundamentally building innovative grammar. Artists
jumped into such quests because of a sense of crisis,
not for the artistic pleasure of resisting traditional
forms. Since the standardized forms of the time did
not help to understand reality, they had to rebuild
art on the unique foundation of the times. Art had to
be revived at the level within art with the power of a
unique resource that allowed it to return to a more
essential form.
The birth of Modernity in art was accompanied by
critical and theoretical thinking in France. Prior to
the artists, poets were engaged in the Modernity
movement, and the forerunner was Charles
Baudelaire (1821-1867). Baudelaire defended
Romanticism against academic art and discovered
true ‘modern art’ in Romantic Art. Baudelaire
supported the opening of another pathway of
freedom of artistic expression alongside normative
art, while he advocated artistic imagination and the
direct expression of sensation through color.
The exhibition is presented as a narrative : seven
chapters - De-figuration, Landscapes-memories,
Abstraction, Writing, Ultra-modern solitude, Regenerating painting and Re-enchanting the
world - and an epilogue as an opening : Genesis.
Reorganizing a concept into a narrative while
presenting the collections of the two art museums
in one place is never a desire to be trapped in a
single theory or discourse, but rather to suggest
paths of thought, bush-forest trails, and walks. It is
to share the happiness of appreciating the artworks
together and desire to hold a conversation about
the inspiration, sensation, and emotions affected by
the art pieces. Exhibitions have the power to shake
and awaken the competence latent within us. In the
power of such exhibition, I would like to provide a
place to celebrate and browse the artworks. I want
you to invite the artworks to the center of all thought
while trusting the art piece. In doing so, you will be
able to discover a unique expression of the art that
cannot be expressed in any other words.
Olivier Delavallade
Guest Curator

Exhibition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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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형상화

De-figuration

이 섹션은 구상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제기한다.

This section raises an essential question on
figurative art. Alberto Giacometti’s upright sculptures
are the antithesis of the figurativism representing
power. Though Giacometti's figures are standing
upright, they are staggering as if they are about to
collapse or tremble like a frightened human being.
Artists introduced in ‘De-figuration’ are not satisfied
with just exploring genres. They deconstruct a
representational form and propose a new way
of presenting a form. Would not the image of a
staggering but persisting person be a single image
of all individuals who have endured the tragedy of
World War II and the end of Western civilization?
‘De-figuration’ is a work tracing memories searching
for the essence and quintessence of identity
inside and outside the figuration. This would be an
unavoidable task that is absolutely required for ‘refiguration’ that comes closer to the truth.

자코메티의 입상들은 권력을 재현하는 구상의 대척점에
있다. 자코메티의 입상들은 서 있지만,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비틀거리거나, 겁먹은 사람처럼 떨고 있다.
‘탈-형상화’에 소개되는 작가들은 장르를 탐구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들은 하나의 재현 양식을 탈구축하고
형상을 재현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한다. 비틀거리면서
버티고 서 있는 인물은 2차 대전이라는 참극, 서구 문명의
종말을 겪은 모든 개인의 이미지가 아닐까?
‘탈-형상화’는 형상의 안팎에서 정체성의 본질, 정수를
찾아 기억을 더듬어가는 작업이다. 이것은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는 ‘재-형상화’를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불가피한
작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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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베르토 자코메티 Alberto Giacometti
‹Femme de Venise Ⅲ›, 1956
Bronze, 119×17×33.5cm

Collection of Fondation Marguerite et Aimé Maeght
© Succession Alberto Giacometti / SACK, Seoul, 2021
3 최영림 CHOI Youngrim
‹얼굴›, 1963
Mixed media, 42.5×49cm

Collection of Daegu Art Museum

4

2 장 뒤뷔페 Jean Dubuffet

‹Faits et raisons›, 1976
Acrylic on canvas, 183.5×213.5cm
Collection of Fondation Marguerite et Aimé Maeght
© Jean Dubuffet / ADAGP, Paris - SACK, Seoul, 2021
4 최영림 CHOI Youngrim
‹얼굴›, 1953
Oil on canvas, 40×27cm

Collection of Daegu Art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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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기억

Landscapesmemories

이 섹션은 서양 회화라는 거대 장르의 문제를 논한다.

This section discusses the problem of the colossal
genre, Western painting.
‘Modernity’ completed the independence of painting
as a genre freed from representation. As a result of
the painting’s freedom from the figure, landscape
painting carried the depth and thickness of time and
memory.
A landscape that is more desolate than in the air, a
ghostly presence, or a landscape inhabited only by
signs, looks like traces of someone’s existence or
elapsed.
In the works of Pierre Tal-Coat (1905~1985), symbols
left by old people or objects are shown. It could be a
symbol of humans or geological traces.
Christian Boltanski (1944~2021) embodies
Landscapes-memories. His works bring back
memories forgotten by history to commemorate
ordinary, common, nameless memories. The
memories are displayed in front of the world to
protect them from the shame of oblivion. The altars
he built are both relics and refuge. This constitutes
the landscape of memories and minds that each of
us holds within us. It is the memory of humanity that
appears through the absence of figures.

‘근대성’은 형상에서 해방된 장르로서 회화의 독립을
완성했다. 회화가 구상으로부터 독립한 결과 시간과
기억의 깊이와 두께를 짊어진 것은 풍경화였다.
허공보다 더 적막한 풍경, 유령같은 현존 또는 기호들만
거주하는 풍경은 누군가가 존재했던 흔적 또는
누군가가 지나쳐 간 흔적들처럼 보인다.
피에르 탈 코트(Pierre Tal-Coat, 1905-1985)의 작품에는
옛사람 또는 사물이 남긴 기호들이 나타나 있다. 인간의
기호일 수도 있고 지질학적 흔적일 수도 있다.
크리스티앙 볼탕스키(Christian Boltanski, 1944~2021)는
풍경-기억을 구현한다. 그의 작품들은 평범하고 흔한, 이름
없는 기억을 기념하기라도 하듯 역사가 잊은 기억들을
되살려 놓는다. 망각의 파렴치로부터 기억을 지키려는 듯
세계의 전면에 그 기억들을 전시한다. 그가 쌓은 제단들은
성물함이며 피난처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자기 안에 품고
있는 기억과 마음의 풍경을 구성한다. 부재한 형상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인류의 기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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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에르 탈 코트 Pierre Tal-Coat
‹Grand tracé Ⅱ›, 1955
Acrylic on canvas, 96×200cm

Collection of Fondation Marguerite et Aimé Maeght
© Pierre Tal-Coat / ADAGP, Paris - SACK, Seoul, 2021

6 라울 우박 Raoul Ubac

‹Le champ abandonné›, 1967
Relief based on agglomerated resin, 135×207×3.5cm
Collection of Fondation Marguerite et Aimé Maeght
© Raoul Ubac / ADAGP, Paris - SACK, Seoul, 2021

7 볼프강 게프겐 Wolfgang Gäfgen

‹Angles tracés I›, 1979
Colored pencil on paper, 73×102cm
Collection of Fondation Marguerite et Aimé Mae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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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

Abstraction

추상을 떠나서는 근대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Modern Art is remembered along with abstract art
to the extent that we cannot think of Modernity apart
from abstract art. Abstract art is a pivotal genre of
Modernity and an emblematic genre showing the
radicality of art as it is attained due to difficult strife.
Abstract art raises the question of images.
It functions as art that fights against a specific
image that can be overly explicit while continuing
to create images. Here, we would like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the abstraction of each object, image,
and landscape. This is not to differentiate the art
genre but to show the porosity(porosité), the passage
between reality, and the ability to extract the truth
from forms. Therefore, to properly understand the
so-called abstract things hold a strong connection,
we need to 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mages and examine how the mattresses are woven
'to see' the facts. Modern art sharpens the gaze as
if it were sharpening a blade, which is intended to
reinforce the human ability to read signs, restore the
blunt power that has been misused.

근대 미술은 추상 미술과 나란히 기억된다. 추상 미술은
힘겨운 투쟁의 결과로 얻어진 만큼 모더니티의 중추적
장르이자, 미술의 급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르이다.
추상 미술은 이미지의 문제를 제기한다.
계속해서 이미지를 만들면서도 지나치게 명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유형의 이미지에 맞서 싸우는 미술로서
기능한다. 여기서 우리는 각각의 오브제, 각각의 이미지,
각각의 풍경이 가진 추상의 가능성을 이야기해 보고자

8

9

한다. 이것은 예술 장르를 구분 지으려는 것이 아니라
실재와 형태로부터 실재를 추출하는 능력 사이의 통로,
그 다공성(porosité)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따라서
추상적이라고 말해지는 것들 역시 세계와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이미지들과 그 사실을 ‘보기 위해’ 빠져나와야 하는
매트리스가 어떤 관계로 엮여 있는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근대 미술은 마치 칼날을 갈 듯 시선을 예리하게
다듬는데, 이것은 징후를 읽는 인간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 아니 잘못 사용되어 둔감해진 능력을 복원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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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8 피에르 알레친스키 Pierre Alechinsky

‹Le partage des eaux›, 1990-91
Acrylic on Taiwan paper mounted on canvas with predella,
286×269cm
Collection of Fondation Marguerite et Aimé Maeght
© Pierre Alechinsky / ADAGP, Paris - SACK, Seoul, 2021
10 크리스티앙 볼탕스키 Christian Boltanski
‹기념비›, 1986

Black and white photographs, tin frames, light bulbs,
154.6×137.2×7.6cm
Collection of Daegu Art Museum

9 유영국 YOO Young Kuk
‹작품›, 1973
Oil on canvas, 133×133cm

Collection of Daegu Art Museum

11 송현숙 SONG Hyunsook
‹7획›, 2013

Tempera on canvas, 105×110cm
Collection of Daegu Art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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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파블로 팔라주엘로 Pablo Palazuelo

‹Omphale II›, 1962
Oil on canvas, 277×207cm
Collection of Fondation Marguerite et Aimé Maeght

14 브람 반 벨데 Bram van Velde

‹Composition abstraite›, 1973
Gouache on paper, 137×149cm
Collection of Fondation Marguerite et Aimé Maeght
© Bram Van Velde / ADAGP, Paris - SACK, Seoul, 2021

13 장 폴 리오펠 Jean-Paul Riopelle

‹Peinture›, 1954
Oil on canvas, 208×204cm
Collection of Fondation Marguerite et Aimé Maeght
© Estate of Jean Paul Riopelle / SOCAN – SACK, Seoul, 2021
15 에두아르도 칠리다 Eduardo Chillida

‹Collage›, 1969
Chinese ink and collage on paper, 105×105cm
Collection of Fondation Marguerite et Aimé Maeght
© Eduardo Chillida /VEGAP, Madrid-SACK, Seoul, 2021

16 정점식 JUNG Jeumsik
‹꼴라주›, 2003
Mixed media, 107×77.5cm

Collection of Daegu Art Museum

18 이강소 LEE Kangso
‹섬으로부터-03038›, 2003
Oil on canvas, 200×360cm

Collection of Daegu Art Museum

17 최명영 CHOI Myoungyoung
‹평면조건 991114›, 1999
Acrylic on canvas, 182×228cm

Collection of Daegu Art Museum

19 한묵 HAN Mook
‹구성›, 1967

Oil on canvas, 52×52cm
Collection of Daegu Art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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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Writings

글은 세계를 그리고 살아 있는 것들을 이해하게 해준다.

Writing allows us to understand the world and the
living things. From the most abstract concept to the
most concrete object, it helps us to understand the
elements that make up the world. Through writing
that appeals to language, an arbitrary system of
symbols, it gives probabilities between events and
describes sensations or emotions. This section
deals with the problem of symbols that produce
or deconstruct meaning. Symbols produce or
deconstruct meaning and sometimes restore
meaning that has been tirelessly deconstructed, As
appeared in the works of CHOI Byungso. Restoring a
symbol that buries its meaning is like tearing a page
out of a book. Modernity corresponds to a period
when the most radical ideologies in history emerged.
By using colossal and insignificant ideologies as
means, Modernity organized a counter-power as
a kind of ‘response.’ Modernity challenges and
disputes the absolute meaning of a closed system.

가장 추상적인 개념들로부터 가장 구체적인 사물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기호들의 자의적인 시스템인 언어에 호소하는 글을 통해
사건들 사이의 개연성을 부여하고 감각 또는 감정을
묘사한다. 이번 섹션에서는 의미를 생산하거나 분해하는
기호들의 문제를 다룬다. 기호들은 의미를 생산하거나
해체하고 때로는 지칠 정도로 힘들게 해체된 의미를
복원한다.
가령 최병소가 그러하다. 의미를 매장시켜 버리는 기호의
복원, 책의 한 페이지를 찢어내는 것과 같다. 모더니티는
역사적으로 가장 급진적인 이데올로기들이 부상했던
시기에 상응한다. 거대하면서도 보잘것없는 이데올로기를
수단으로 삼아 모더니티는 일종의 ‘응답’으로서 대항
권력을 조직했다. 모더니티는 닫힌 체계의 절대적 의미에
문제를 제기하고 시비를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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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피에르 술라주 Pierre Soulages

‹Peinture›, 1971
Oil on canvas, 230×162cm
Collection of Fondation Marguerite et Aimé Maeght
© Pierre Soulages / ADAGP, Paris - SACK, Seoul, 2021
22 앙리 미쇼 Henri Michaux

‹Sans titre›, 1968
Chinese ink on paper, 75×105cm
Collection of Fondation Marguerite et Aimé Maeght
© Henri Michaux / ADAGP, Paris - SACK, Seou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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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한스 아르퉁 Hans Hartung

‹T 1971-H 13›, 1971
Acrylic on canvas, 154×250×4cm
Collection of Fondation Marguerite et Aimé Maeght
© Hans Hartung / ADAGP, Paris - SACK, Seoul, 2021
23 앤 매든 Anne Madden

‹And the word was god›, 1979
Charcoal on 16 spiral notebook sheets glued on paper,
103×65cm
Collection of Fondation Marguerite et Aimé Maeght
© Anne Madden / DACS, London - SACK, Seou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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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현대적 고독

Ultra modern solitude

‘초현대적 고독’은 모더니티의 다양한 양상들 가운데
하나로 개인의 위상을 이야기한다. 여기서 개인은 신의

‘Ultra modern solitude’, one of the various aspects
of modernity, addresses the status of the individual.
Here, the ‘individual’ refers to a being in the age that
has lost meaning after the death of God and the end
of history and is also faced with totalitarian ideologies.
This section deals with modern identity, which is
contradictory, divisive, always multi-layered, and
complex. Trapped in contradictions and paradoxes,
individuals struggle.
The individual is another island that cannot
communicate with the people around that are
also lonely islands. Though it is perceived as
communicating, communication cannot be reached
further. Individuals isolated from themselves are
alienated from the protection of the community.
Would this be the inevitable price to pay to preserve
freedom?
Jacques Monory (1924~2018)’s Pompeii (1971) depicts
the painter’s family and friends. A number identifies
each character. All of Monory’s characters appear to
have been frozen on the spot, surprised by a disaster,
like the people of Pompeii buried under the ground
on the day of the eruption of Vesuvio. No one talks;
no gaze crosses.

죽음과 역사의 종언 이후 의미를 상실한 시대, 이와
동시에 전체주의적인 이데올로기들과 마주한 시대에
처한 개인을 말한다. 이번 섹션은 모순적이고 분열적이며
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근대의 정체성 문제를 다룬다.
모순과 역설 속에 갇혀 개인은 발버둥 친다.
개인은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 고독한 섬인 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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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섬이다. 소통한다고 말할지라도
더 이상 소통에 이르지 못한다. 스스로 고립된 개인은
공동체의 보호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이것은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 치러야 할 필연적 댓가일까?
자크 모노리(Jacques Monory, 1924~2018)의 〈Pompeii
25

폼페이〉 (1971)는 화가의 가족과 친구들의 모습을 담았다.
각각의 인물은 숫자로 구별된다. 모노리의 인물들은 모두
베수비오(Vesuvio) 화산이 폭발하던 날 땅에 묻힌 폼페이
사람들처럼 어떤 재난에 놀라 그 자리에서 얼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누구도 대화하지 않는다. 어떤 시선도
교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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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최병소 CHOI Byungso
‹무제›, 2009

Pen, ballpoint pen and pencil on newspaper, 55×82.5cm
Collection of Daegu Art Museum

26 서병오 SEO Byeongo
‹화훼괴석 10폭 병풍›, 1927
Ink on paper, 134×33.5cm×10pieces

Collection of Daegu Art Museum

25 이배 LEE Bae

‹Issu du Feu›, 1996
Charcoal on canvas, 260×194cm
Collection of Daegu Art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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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자크 모노리 Jacques Monory

‹Pompéi›, 1971
Oil on canvas, 195×390×2.5cm
Collection of Fondation Marguerite et Aimé Maeght
© Jacques Monory / ADAGP, Paris - SACK, Seoul, 2021
29 베르나르 모니노 Bernard Moninot
‹Réflection n°1, partie n°2›, 1973
Oil on wood, 153×273cm

Collection of Fondation Marguerite et Aimé Maeght
© Bernard Moninot / ADAGP, Paris - SACK, Seoul, 2021

28 발레리오 아다미 Valerio Adami

‹Bedroom scene›, 1969
Oil on canvas, 243×365cm
Collection of Fondation Marguerite et Aimé Maeght
© Valerio Adami / ADAGP, Paris - SACK, Seoul, 2021
30 피터 스템플리 Peter Stämpfli

‹362S›, 1979
Pencil on paper, 139×163cm
Collection of Fondation Marguerite et Aimé Maeght
© Peter Stampfli / ADAGP, Paris - SACK, Seoul, 2021

31 정병국 JUNG Byung-guk
‹무제›, 1995
Acrylic on canvas, 218×291cm

Collection of Daegu Art Museum

33 카와마타 타다시 Kawamata Tadashi
‹간다메종 No.6›, 2010
Wood panel, wool, paint, 153×210×8cm

Collection of Daegu Art Museum

32 장 샤오강 Zhang Xiaogang
‹홍매와 약병들›, 2012
Oil on canvas, 120×150cm

Collection of Daegu Art Museum

34 한운성 HAN Unsung

‹The Giant IV›, 1982
Lithograph, 75×56cm Ed. 3/6
Collection of Daegu Art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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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으로의 귀환

Re-generating
painting

뒤샹(Marcel Duchamp)의 모더니티와 그를 계승한
후예들은 회화의 세계에 종말을 고했다. 한편, 아방가르드

The Modernity of Marcel Duchamp and his
descendants who succeeded him marked the end
of the world of painting. Meanwhile, avant-garde and
abstract painters secluded themselves in their own
world. Some painters fought the trend of the times
and returned to the more explicit representation,
even being narrative and literary. At the same time,
other artists ask about the essence of painting,
the foundation of painting that constitutes the
materiality of painting itself. The latter is France’s
Support/Surface movement. During this period,
Korean painters attempted to diverge from the style
of painting imported from the West to restore the
disconnected strings from the traditional Korean
painting. Among such attempts, the most interesting
yet convoluted works are Dansaekhwa. Literally
implemented as ‘one colored,’ this monochromatic
painting can be interpreted as an effort to hold
onto the bond with nature in a modernizing and
westernizing world. Dansaekhwa artists counterpose
the slow and repetitiously simple gesture against
the complexity of the world. In this way, they tried to
construct art without images and stories, art without
the attempt of persuasion, and contemporary art that
meditates. The most pioneering and original painting
movements of the 60s and 70s took place in two far
ends of the world. Both movements attempted to
recreate paintings from their own roots, and many
descendants continuously carried the movement.

화가들과 추상 화가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세계 속에
은둔했다. 몇몇 화가들은 시대의 흐름과 싸우며 더
명시적이고 서사적이며 문학적이기까지 한 구상으로
돌아갔고, 또 다른 화가들은 회화의 본질과 회화의
물질성 자체를 구성하는 회화의 토대에 대해 질문한다.
바로 프랑스의 쉬포르/쉬르파스(Support/Surface)
운동이 후자에 해당한다. 이 시기 한국의 화가들은 단절된
한국 전통 회화의 끈을 복원하기 위해 서양으로부터
유입된 화풍과 결별하기를 시도한다. 그러한 시도
가운데 가장 흥미로우면서 난해한 작업은 단색화
작업이다. 말 그대로 “하나의 색”으로 구현되는 이 단색
회화는, 근대화, 서구화하는 세계 속에서 자연과의 끈을
붙잡으려는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단색화가들은 느림과 단순한 동작의 반복을 대치시킨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미지와 이야기를 벗은 예술, 설득하지
않는 예술, 사색하는 현대미술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60-70년대의 가장 선구적이고 독창적인 회화 운동이
세계의 두 극에서 일어난 것이다. 두 운동 모두 회화를 그
뿌리에서부터 재-생성하기를 시도했고 수 많은 후예들이
그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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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시몬 한타이 Simon Hantaï

‹M.C.6.›, 1962
Oil on canvas, 223×212cm
Collection of Fondation Marguerite et Aimé Maeght
© Simon Hantai / ADAGP, Paris - SACK, Seoul, 2021
37 프랑수아 루앙 François Rouan

‹Peinture-tressage›, 1969-71
Acrylic on canvas, 217×153cm
Collection of Fondation Marguerite et Aimé Maeght
© Francois Rouan / ADAGP, Paris - SACK, Seou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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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클로드 비알라 Claude Viallat

‹C.F.2.8.3.›, 1968
Acrylic on canvas, 448×210cm
Collection of Fondation Marguerite et Aimé Maeght
© Claude Viallat / ADAGP, Paris - SACK, Seoul, 2021
38 장 미셸 뫼리스 Jean-Michel Meurice

‹Peinture›, 1972
Acrylic on canvas, 230×234cm
Collection of Fondation Marguerite et Aimé Mae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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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비화된 세상

Re-enchanting
the world

샤갈(Marc Chagall), 미로(Joan Miró), 칼더(Alexander
Calder), 레제(Fernand Léger), 미첼(Joan Mitchell),

Marc Chagall, Joan Miró, Alexander Calder,
Fernand Léger, Joan Mitchell, LEE Ungno, SUH Seok,
and KWAK Hoon, etc.
These artists here praise being alive. Despite the
seeming wickedness of existence, beyond the
tragedy in history, they celebrate the living. That
something continues to exist and continues to
grow; this power of life, the power close to animism,
radiates through the darkness of the world. Power
spreads through this land and amongst those living
in this land. All power converges to the power of
praise. Despite the power of plants (Ellsworth Kelly,
Joan Mitchell), the power of animals (KWAK Hoon,
Alexander Calder), the power of humans, and still all
their vulnerabilities (Fernand Léger, Joan Miró, Marc
Chagall). The most esoteric and mysterious artist
among them all would be Miró, Jean-Louis Prat, a
close friend of Miró, wrote the following words in
the catalogue of the last major Miró’s retrospective
exhibition (held at Grand Palais, France, 2018) :

이응로, 서세옥, 그리고 곽훈 등...
여기 이 작가들은 살아 있는 것을 찬양한다. 존재가 보이는
40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보여주는 비극을 넘어
작가들은 살아 있는 것을 찬양한다. 무언가가 계속해서
존재하며 계속해서 자란다는 것, 이 생명의 힘, 애니미즘에
가까운 이 힘이 세상의 어둠을 뚫고 발산한다. 이 땅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 속에 힘이 퍼져 나간다.
모든 힘은 찬양하는 힘으로 모인다. 식물의 힘(켈리, 미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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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힘(곽훈, 칼더), 인간의 힘, 그리고 여전히 그 모든
연약함(레제, 미로, 샤갈)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 작가들
가운데 가장 난해하고 신비로운 작가는 미로(Miró),일
것이다. 미로의 막역한 친구이자 탁월한 기획자였던 장
루이 프라(Jean-Louis Prat)는 미로의 마지막 회고전(그랑
팔레, 프랑스, 2018)의 도록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미로는 경이에 찬 눈으로 대지와 하늘을 탐구했으며
언제나 무한히 큰 것과 무한히 작은 것을 이해하기를
갈구했다. 그것은 분명 작가가 무한대와 무한소에 동일한
의미와 동일한 중요성을 부여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무한대는 무한소로부터 생성되며 무한소는 무한대와
함께 살도록 운명지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화가는 그 자신이 무한소 안에 있으면서 그를 둘러싼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였고 주의를 기울인 결과를 공유했다.
그의 꿈의 색깔들이 만들어내는 영원한 미궁 속에서
작가는 삶을 영위하고 자신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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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김기린 KIM Gui-line
‹안과 밖›, 1988
Oil on canvas, 230×155cm

Collection of Daegu Art Museum

41 윤형근 YUN Hyong-keun
‹암갈색과 군청색의 블루 #2›, 2003
Oil on linen, 162×130cm

Collection of Daegu Art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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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신성희 SHIN Sunghy

‹Painting›, 1981
Oil on burlap, 97cm×162cm
Collection of Daegu Art Museum

42 리차드 세라 Richard Serra

‹Afangar Icelandic Series: VestureyⅡ›, 1991
Etching, 180cm×90cm
Collection of Daegu Art Museum

“Miró explored the earth and the sky with his eyes
full of wonder, always longing to understand the
infinitely large and infinitesimally small. This must
have been the case since the artist gave the same
meaning and the same importance to infinity and
infinitesimal. It also may have been because of the
thoughts that infinity was created from infinitesimal
and that infinitesimal was destined to live alongside
the infinity. While considering himself in infinitesimal,
he paid attention to everything surrounding him and
shared the outcomes of his attention. In the eternal
labyrinth created by the colors of his dreams, the
artist led life and expressed himself.”

28

29

43
44
47

45

43 마르크 샤갈 Marc Chagall

‹La Vie›, 1964
Oil on canvas, 296×406cm
Collection of Fondation Marguerite et Aimé Maeght
© Marc Chagall / ADAGP, Paris - SACK, Seoul, 2021
45 조안 미첼 Joan Mitchell

‹Mon paysage›, 1967
Oil on canvas, 260×180cm
Collection of Fondation Marguerite et Aimé Maeght

46

44 페르낭 레제 Fernand Léger

‹La partie de campagne›, 1954
Oil on canvas, 245×301cm
Collection of Fondation Marguerite et Aimé Maeght

46 호안 미로 Joan Miró

‹Naissance du Jour I›, 1964
Oil on canvas, 146×114cm
Collection of Fondation Marguerite et Aimé Maeght
© Successió Miró / ADAGP, Paris - SACK, Seoul, 2021ㅤ

48

49

47 서세옥 SUH Seok
‹사람들›, 1990s

Ink on paper, 172x273cm
Collection of Daegu Art Museum

48 곽훈 KWAK Hoon
‹할라잇›, 2019

Acrylic on canvas, 227.3×181.8×2cm
Collection of Daegu Art Museum

49 이응노 LEE Ungno
‹무제›, 1986
Ink on paper, 137×69cm

Collection of Daegu Art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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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

Genesis

이 전시는 생명의 끝없는 순환인 '기원'으로 끝을 맺는다.

This exhibition ends with ‘Genesis’ as the endless
cycle of Life.
‘Genesis’ introduces the artworks that radiate
powerful energy, and it encompasses all works. This
section will address the vitality of this world and the
elements that buil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ld and the universe. In the works of LEE Ufan,
Alexander Calder, LEE Kunyong, Richard Long, etc.,
we will take root in the basic nutrients that make
humans. This is because humans are, after all, beings
composed of this root, this tree, and this rock.
For example, in Calder’s Airplane Tail (1953), each
element that composes the work moves, mixes,
vibrates, or reciprocates concerning other elements
of the universe, becoming a single organism
that forms an influencing relationship with its
surroundings.
LEE Ufan draws the energy of life from the stones,
and Richard Long also sets the surrounding rocks
with human traces infused with the attitude that
values harmony with nature.
In addition, LEE Bae contemplates the infinite
intersection of creation and extinction by storing the
remnants of the wood, completely burned out in fire
as huge charcoal. In doing so, Lee Bae is reviving an
age-old tradition in Korea of placing charcoal in the
foundations of traditional buildings, both to insulate
the ground from moisture and to ward off evil spirits.
The presence of his works at the end of the tour tells
us, with the greatest relevance, that modernity is
deeply rooted in tradition and even how it can be
salutary to reconnect with it.

‘기원’은 강력한 힘을 발산하는 작품을 소개하는 섹션으로
모든 작품을 아우르는 우주이다. 우리의 세계, 우리와
우주의 관계를 구축하는 요소들이 가진 생명력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우환, 알렉산터 칼더(Alexander Calder),
이건용과 리차드 롱(Richard Long) 등의 작품 속에서
우리는 인간을 구성하는 기초적인 양분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인간은 결국 이러한 뿌리, 나무, 돌들로
구성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예컨데, 칼더의 〈Airplane Tail 날개〉(1953)는 작품을
이루는 각각의 요소들이 우주의 다른 요소와의 관계 속에
움직이거나 섞이고, 진동하거나 왕복하며 주변과 영향
관계를 형성하는 하나의 유기체가 된다.
이우환은 돌로부터 생명의 기(氣)를 이끌어내고, 리차드
롱(Richard Long) 역시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태도를 담아 인간의 흔적이 스며들어 있는 주변의 돌들을
나열한다.
또한 이배는 불에 완전히 전소된 나무의 잔재를 거대한
숯으로 저장하여 생성과 소멸의 무한한 교차를 사유한다.
이로써 이배는 지반의 습기를 차단하고, 액운을 쫓기 위해
건축물의 기초에 숯을 놓는 한국의 오랜 전통을 되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전시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의 작품은,
근대성(Modernity)이 우리의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심지어 그것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할 수 있는지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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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1

52

53

50 이우환 LEE Ufan
‹관계항›, 1984

Natural stone, iron plate, glass plate
Stone 40×43cm, iron plate, glass plate 140×160×1.5cm
Collection of Daegu Art Museum
52 리차드 롱 Richard Long
‹경복궁 서클›, 2004

Granite, Diameter 550cm
Collection of Daegu Art Museum

51 이건용 LEE Kunyong
‹신체항 71-2011›, 2011

Concrete, soil, wood, 152×152×214cm
Collection of Daegu Art Museum

53 이배 LEE Bae

‹From fire›, 2014
Charcoal, Rubber band, 100×75cm
Collection of Daegu Art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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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그 재단 참여작가

대구미술관 참여작가

Participating artists of Maeght Foundation

Participating artists of Daegu Art Museum

Valerio Adami 발레리오 아다미, 이탈리아, 1935-

곽인식 QUAC Insik, 한국, 1919-1988

Pierre Alechinsky 피에르 알레친스키, 벨기에, 1927-

곽훈 KWAK Hoon, 한국, 1941-

Eduardo Arroyo 에두아르도 아로요, 스페인, 1937-2018

권오봉 KWON Obong, 한국, 1954-

Anna-Eva Bergman 안나 에바 베르그만, 노르웨이, 1909-1987

김기린 KIM Gui-line, 한국, 1936-2021

Alexander Calder 알렉산더 칼더, 미국, 1898-1976

김창열 KIM Tschang-yeul, 한국, 1929-2021

Marc Chagall 마르크 샤갈, 러시아-프랑스, 1887-1985

박서보 PARK Seobo, 한국, 1931-

Eduardo Chillida 에두아르도 칠리다, 스페인, 1924-2002

서병오 SEO Byeongo, 한국, 1862-1936

Jean Dubuffet 장 뒤뷔페, 프랑스, 1901-1985

서세옥 SUH Seok, 한국, 1929-2020

Erró 에로, 아이슬란드, 1932-

송현숙 SONG Hyunsook, 한국, 1952-

Sam Francis 샘 프란시스, 미국, 1923-1994

신성희 SHIN Sunghy, 한국, 1948-2009

Franta 프란타, 체코-프랑스, 1930-

유영국 YOO Young Kuk, 한국, 1916-2002

Wolfgang Gäfgen 볼프강 게프겐, 독일, 1936-

윤형근 YUN Hyong-keun, 한국, 1928-2007

Alberto Giacometti 알베르토 자코메티, 스위스, 1901-1966

이강소 LEE Kangso, 한국, 1943-

Julio González 훌리오 곤살레스, 스페인, 1876-1942

이건용 LEE Kunyong, 한국, 1942-

Simon Hantaï 시몬 한타이, 헝가리-프랑스, 1922-2008

이광호 LEE Kwangho, 한국, 1981-

Hans Hartung 한스 아르퉁, 독일-프랑스, 1904-1989

이동엽 LEE Dongyoub, 한국, 1946-2013

Ellsworth Kelly 엘스워스 켈리, 미국, 1923-2015

이명미 LEE Myungmi 한국, 1950-

Fernand Léger 페르낭 레제, 프랑스, 1881-1955

이배 LEE Bae, 한국, 1956-

Anne Madden 앤 매든, 영국, 1932-

이우환 LEE Ufan, 한국, 1936-

Brice Marden 브라이스 마던, 미국, 1938-

이응노 LEE Ungno 한국, 1904-1989

Jean Messagier 장 메사지에, 프랑스, 1920-1999

이태호 LEE Taeho, 한국, 1950-

Jean-Michel Meurice 장 미셸 뫼리스, 프랑스, 1938-

전선택 JEON Seontaek,한국, 1922-

Henri Michaux 앙리 미쇼, 벨기에-프랑스, 1899-1984

정병국 JUNG Byung-guk, 한국, 1948-

Joan Miró 호안 미로, 스페인, 1893-1983

정점식 JUNG Jeumsik, 한국, 1917-2009

Joan Mitchell 조안 미첼, 미국, 1925-1992

차계남 CHA Kea Nam, 한국, 1953-

Bernard Moninot 베르나르 모니노, 프랑스, 1949-

최명영 CHOI Myoungyoung, 한국, 1941-

Jacques Monory 자크 모노리, 프랑스, 1924-2018

최민화 CHOI Minhwa, 한국, 1954-

Pablo Palazuelo 파블로 팔라주엘로, 스페인, 1915-2007

최병소 CHOI Byungso, 한국, 1943-

Jean-Luc Parant 장 뤽 파랑, 튀니지-프랑스, 1944-

최영림 CHOI Youngrim, 한국, 1916-1985

Jean-Pierre Pincemin 장 피에르 팡스망, 프랑스, 1944-2005

한묵 HAN Mook, 한국, 1914-2016

Paul Rebeyrolle 폴 레베이롤, 프랑스, 1926-2005

한운성 HAN Unsung, 한국, 1946-

Germaine Richier 제르멘 리시에, 프랑스, 1902-1959

댄 플래빈 Dan Flavin, 미국, 1933-1996

Jean-Paul Riopelle 장 폴 리오펠, 캐나다, 1923-2002

리차드 롱 Richard Long, 영국, 1945-

François Rouan 프랑수아 루앙, 프랑스, 1943-

리차드 세라 Richard Serra, 미국, 1938-

Pierre Soulages 피에르 술라주, 프랑스, 1919-

장 샤오강 Zhang Xiaogang, 중국, 1958-

Peter Stämpfli 피터 스템플리, 스위스, 1937-

카와마타 타다시 Kawamata Tadashi, 일본, 1953-

Pierre Tal-Coat 피에르 탈 코트, 프랑스, 1905-1985

크리스티앙 볼탕스키 Christian Boltanski, 프랑스, 1944-2021

Raoul Ubac 라울 우박, 프랑스, 1910-1985

토니 크랙 Tony Cragg, 영국, 1949-

Bram van Velde 브람 반 벨데, 네덜란드, 1895-1981
Claude Viallat 클로드 비알라, 프랑스,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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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연계 프로그램

Exhibition Related Program

큐레이터와의 대화

Conversation with Curator

Visitor Information

관람정보

관람시간

Opening hours

매주 화요일-일요일 10:00 ~ 18:00

Tue – Sun : 10:00 ~ 18:00

일시

2021. 11월 중

Date

November, 2021

사전예약자에 한하여 입장 가능

Pre-booking required for entry

장소

대구미술관 1전시실, 어미홀

Venue

Gallery 1, Umi Hall

⁂매주 월요일 휴관

⁂Closed on Mondays

참석자

마동은(공동 큐레이터),

Panel

Olivier Delavallade(Co-curator),

올리비에 들라발라드(공동 큐레이터)
내용

전시 기획의도, 전시구성 및 작품 소개,
관객과의 질의응답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
⁂자세한 사항은 미술관 홈페이지 참조

어린이•가족을 위한 감상교육 《안녕 담씨!》

MA Dongeun(Co-curator)
Content

creation process, audience Q&A
⁂This event may be held online depending on COVID-19
proliferation
⁂Please check Daegu Art Museum website for further
information

Appreciation educ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Hello DAM!

2022. 1. – 2. (겨울방학)

Period

Jan - Feb, 2022 (Winter Break)

장소

대구미술관 1전시실

Venue

Gallery 1

대상

초등학생 및 보호자

Participants

Elementary students and
their guardians

내용

출품작에 담긴 내용과 의미를 발견해가는

Content

Educational activities to
discover the content and
meaning of the entries

교육 활동
대구시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한
선착순 접수
⁂자세한 사항은 미술관 홈페이지 참조

Classification

Introduction of exhibition objectives,

기간

참여방법

Admission
입장료

How to participate First-come-first-serve basis using
the Daegu City Integrated
Reservation System

구분

관람요금

• 성인

10,000원

• 청년/대학생
• 예술인 패스카드, 하사 이하 군인

7,000원

• 소년

7,000원

할인
(50%)

• 다자녀가정 구성원
• 기초생활수급자(본인)
• 자원봉사 100시간 이상(본인)
• 그린카드 결제시(본인)

일반요금의
50%
할인 결제

무료

• 영유아
• 경로
• 장애인, 동반1인
• 국가유공자 등

일반

0원
*무료티켓
발권

7,000won
50%Discount
on regular fee

Free

• Infant
• Senior
• Person with disability and one
accompanying person
• Patriots and Veterans
(Following to the back of the
National Independence Honoree)

• Three generations of military
service

⁂Discount and free recipients must bring the relevant evidentiary documents.
⁂Admission fee is subject to change depending on Daegu Metropolitan City's
COVID-19 quarantine measures.
⁂If you have an admission ticket to <Modern Life>, you can view all the
exhibitions at Daegu Art Museum for free during the exhibition period.

대구미술관 야외 주차장 24시간 무료

Parking
Daegu Art Museum outdoor parking lot is free 24 hours
Getting here

셔틀버스

운행노선 및 출도착 시간 대구미술관 홈페이지 참조

버스

대공원역 하차(2호선 5번 출구) → 수성 3번 버스

Shuttle bus

2021. 10. 30(토) – 2022. 3. 27(일)

일시

매주 주말 및 공휴일,

11:00 / 14:00 / 16:00
대상 및 인원

성인 10명(선착순)

신청방법

어미홀 입구에서 정시 선착순 현장신청

⁂평일에는 도슨트 전시해설을 진행하지 않음

Period

Oct 30(Sat), 2021 –

Hours

Weekends and public holidays,

지하철

for bus routes and timetable
Take Suseong 3 bus from exit 5 of
Daegongwon Station(line 2) → Get off at

Subway

Get off at Deagongwon Station(exit 5) →

Mar 27(Sun), 2022
11:00 / 14:00 / 16:00
Participants

대구지하철 2호선 대공원역 하차(5번 출구) →
미술관 셔틀버스 혹은 일반버스 이용 후

every tour
⁂No docent tours on weekdays

Daegu Art Museum
Take Museum Shuttle or local bus to Daegu

대구미술관 하차

Art Museum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될 수 있음

⁂Shuttle bus service may be unavailable depending on COVID-19

10 adults(first-come basis)

Sign up at Umi Hall entrance at the start of

See museum website

Bus

환승 후 대구미술관 하차

기간

0won
*free ticket

주차

오시는길

Docent Tours

7,000won

• Member of multi-child family
• Minimum Wage
Earners(Oneself)
• Volunteer 100hr+(Oneself)
• Payment with Green
Card(Oneself)

⁂할인 및 무료대상자는 관련 증빙 지참 필수
⁂대구광역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변동 가능

10,000won

• Youth/College student
• Art Pass card, Serviceperson
under sergeant
• Adolescent

(국가유공자증 뒷면표식에 따름)

⁂《모던 라이프》전 입장권 소지 시, 당일 대구미술관의 모든 전시 입장 가능

• Adults

Discount
(50%)

• 병역명문가

⁂Please check Daegu Art Museum website for further
information

도슨트 전시해설

General

Price

developments

문의

Inquiries

대구미술관

Daegu Art Museum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술관로 40

40 Misulgwan-ro, Suseong-gu, Daegu

TEL 053 803 7900

TEL 053 803 7900

42250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술관로 40
40 Misulgwan-ro, Suseong-gu, Daegu, Korea 42250
TEL 053-803-7900, FAX 053-803-7869
artmuseum.daegu.go.kr

대구미술관 개관 10주념 기념전 《모던 라이프》

2021.10.19 - 2022. 3.27
대구미술관 1전시실 및 어미홀

공동주최

대구미술관, 매그 재단

후원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과

공동기획

마동은, 올리비에 들라발라드

The 10th Anniversary Exhibition of Daegu Art Museum
Modern Life
2021. 10. 19. – 2022. 3. 27.
Daegu Art Museum, Gallery 1 & Umi Hall
Co-Organizer
Sponsor
Co-Curating

공동주최
Co-Organizer

Fondation Marguerite et Aimé Maeght,
Daegu Art Museum
Cultural Service of the Embassy of
France in Korea
Olivier Delavallade, MA Dongeun

후원
Spons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