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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축하메세지
Congratulatory Remarks

신채기(계명대학교미술대학교수)

공공미술관으로서전문성과대중성을두루갖춘

대구미술관! 뉴스레터창간을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미술문화의저변확대, 국제적위상

강화, 현장의전문화에눈부신성과를거두시길.

정상형(다빈치대표이사)

여유의미학이있고, 어려운예술을소통의예술로

바꾼문화의산실대구미술관의소식지창간을

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더욱더지역민에다양한

문화전시정보를제공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장용근(포토그래퍼)

대구미술관뉴스레터창간소식이들립니다.

문화예술과대중이소통하는장이되고, 

담화와논의의공간이되길바랍니다. 

늘 바른소식, 좋은소식만담아주세요.

임창민(미디어아티스트)

대구미술관소식지출간을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구미술의생생한소식은

물론, 국내외비중있는미술계소식도

함께전해주시는대구미술관소식지가

되기를기대하면서…

민복기(올포스킨피부과그룹대표원장) 

대구미술관뉴스레터발간을축하드립니다. 

대구미술관소식, 대구지역의미술이야기, 

세계미술소식등많은유용한정보를시민들에

게전해주시어대구미술관을대구시민들이더욱

친숙하게느낄뿐만아니라미술전반에대해서

흥미를가질수있는또다른계기가되기를기대합니다.   

이명미(작가)

4년만의편지, 편지가 4년만에도착했다. 

걷기시작한아이가보낸손 씨의편지다.

일련의성공적인전시를통해“대구에도

미술관이있다”는“4.19전에 2.28이있었어”

하는기분과비슷하게, 그러나이제막불꽃이

붙은심지가꺼지지않고활활, 계속해타오르기를성원하고축하한다.

김향금(대구현대미술가협회회장)

‘미술관뉴스레터’창간을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술이란권위를내려놓고좀더

시민들에게가까이다가갈수있는‘파랑새’와

같은역할을할것이라기대합니다.

박경동(효성병원장)

새로창간되는대구미술관소식지를통해서

대구미술관은시민을품고, 시민은대구미술관

을품으며, 또 세계미술은대구로, 대구미술은

세계로향하게하는아름다운촉매역할을

기대하면서소식지의창간을진심으로축하합니다.

최재수(매일신문기자) 

‘처음’이라는뜻을

지닌‘첫’이란단어

를접하면왠지

맘이설렌다. 새해

‘첫날’이나‘새학기’

때마음을다잡을때도설레

는마음으로손을모은다. ‘첫키스’나

‘첫사랑’이란단어는떠올리기만해도

가슴떨린다. 그만큼기대가되기때문이다.

‘뉴스레터창간’도마찬가지다. 편집자나

관계자는시간이지나도처음처럼뜨거운

마음과설레는마음을가졌으면한다.

이재화(대구광역시의회문화복지위원장)

대구미술관뉴스레터창간을축하드리며, 

대구미술관이일상속미술관, 다양한미술문화와

볼거리가득한문화공간으로시민들에게사랑받기

를기대합니다. 더불어뉴스레터를통해지역사회

미술문화를대표할수있는미술관으로거듭나길바랍니다.

권 민(철학가)

“정보자체가타락했다”는문장을

쓴적이있습니다. 사랑보다정보가

중요해진닳아빠진세상에서라도

사랑을, 예술을, 본질을가득담아

눌러쓴편지가되어주시길!

박미정(대구미술관도슨트)

대구미술관뉴스레터창간을축하합니다.

대구미술관이개관하면서도슨트를시작하여

지금까지미술관의변화와발전을같이할수

있어서즐겁고행복합니다. 뉴스레터창간을

계기로미술관소식이대구시민들에게

한발자국더가까이다가설수있고대구미술관이한국을

너머세계속에서우뚝설수있길바랍니다.
오동욱(대구경북연구원문화관광연구실장)

지역시각예술의중추기관인대구미술관의

뉴스레터창간을축하드립니다. 수요자가

필요로하는미술관련정보와정책을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가져다주는

넘버원길라잡이가되기를바랍니다.

김옥렬(현대미술연구소대표)

대구미술관개관 4주년을축하드립니다. 

대구미술관의 4년의행보, 과거와현재그리고

미래의미술을위한다양한기획으로문화예술의

기폭제가되고있습니다. 대구미술관이한국인의삶의

만족도나아가세계인의삶의가치가담긴전시기획으로

누구나자부심을느끼는장소가되기를바랍니다.

류형우((사) 한국예총대구광역시연합회장)

대구미술관뉴스레터의창간을축하드립니다.

대구미술관은미술의과거와현재와미래를

담은문화예술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를가진

대구자부심이자자화상이라고생각합니다. 

대구미술관뉴스레터가대구시민, 대구예술인들이미술과소통하고

미술의이해와미술의맛과멋을알수있는좋은소통의문이될수

있기를바랍니다. 또한대구미술의역사와전통, 매력, 저력을

소개하여대구시민은물론전국적인관심과사랑을이끌어내고, 

대구미술관과대구미술이세계예술의중심에설수있도록

알찬지면으로엮어지기를기대합니다. 

이광호(신라갤러리대표)

대구미술관 뉴스레터 창간호 발간을 축하 드립니다.

시민을위한미술관이되는초석이되기를

기원하며한국에서뿐만아니라

세계에서도중심이되는미술관이되기를기원합니다.

김실화(TBC 문화로채움 PD)

납작만두맛있는곳, 동인동수많은찜갈비집가운데

원조집만물어오던타지역친구들의질문이

언제부턴가고품격으로변했습니다.

“대구미술관이가볼만하다며?”뉴스레터창간

소식에행복해집니다. 타지역친구들에게연애편지

전하듯부지런히전달하겠습니다.

김태곤(대백프라자갤러리큐레이터)

대구미술관뉴스레터창간을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진국의경우도시가치

기준을그지역에미술관과도서관이몇개

나있고관람객은얼마만큼있느냐로평가한

다고합니다. 그만큼문화에대한관심과투자가

곧선진국의척도기준이된다고보는것이죠.

국내미술관의새로운역사를만들어가고있는대구미술관역시

대구예술문화를대표하는새로운랜드마크로성장해나갈것을

믿어의심치않습니다. 대구미술관앞날에무궁한발전과행운이

함께하길기원합니다.

박일숙(대구미술관담스서포터즈)

대구시립미술관뉴스레터창간을축하

드리며대구시민과함께더욱성장하고

번창하길기원합니다.

박병구(대구미술협회회장)

누가무엇때문에예술을

즐기는가? 라는질문에

대해대구미술관이

고민한흔적이보입니다. 

미술관이삶의빛을주고

사람의숨결이넘치는곳으로만들기위한

김선희관장님의노고에감사드리고, 

그 고민의흔적인미술관뉴스레터의

출간을진심으로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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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세계가 주목하는 스타 작가들의 대규모 전시회를

기획해 온 대구미술관이 올해도 어김없이 대구의 여름을 더욱 뜨

겁게 달구는 화제의 전시를 개최했다. 바로 탁월한 작품성으로 미

술계의 각광을 받고 있는 나이지리아계 국인 작가 잉카 쇼니

바레 MBE의‘아시아 최초’미술관 개인전이 그것이다. 우리

에겐 다소 생소한 쇼니바레의 작품 세계를 폭넓게 선보이고

있는 이번 전시가 감상자들의 마음 속에 어떤 울림을 만들어

낼까?

아프리카풍의 화려한 색채와 문양이 톡톡 튀는 잉카 쇼니

바레의 작품 한 점 한 점에는 수없이 많은 역사적 이야기가 숨겨

져 있다. 높이 쌓여있는 화려한 케이크를 등으로 받치기 위해 마

치 서커스를 하듯 중심을 잡고 있는 마네킹의 익살스러운 모습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충분히 매료시킬만하다. 하지만 케이크 맨의

피부가 검다는 사실, 그의 머리가 지구본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는 주식의 등락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감상자는‘제국주의’, ‘식민주의’그리고‘자본주의’라는 역사적

으로 아주 민감한 주제와 맞닥뜨린다. 또 다른 작품에서 쇼니바레

는 넬슨(Nelson) 제독의 함선에 실렸던 함포를 재현하고 있다. 트

라팔가(Trafalga) 해전에서 프랑스군을 대파하면서 국의 국민

웅으로 기억되는 넬슨 제독과 웅의 역사적 행적을 상징하는

함포, 하지만 쇼니바레는 이 작품 속에서 역사의 아이러니를 이야

기 한다. 넬슨 제독의 웅적 승리는 아프리카를 짓밟아 식민화하

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역사에 기록된 웅은

필연적으로 누군가에게는 잔인한 침략자 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피할수없는역사의역설이다.

잉카 쇼니바레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결코 직

설적으로던지는법이없다. 그 대신‘은유’와‘상징’을통해넌지

시 암시한다. 미술사, 음악사, 역사 그리

고 문학사 등 인문학의 다양한 분야를 깊

고 넓게 넘나드는 쇼니바레는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한데 버무려 전혀 새로운 문맥을

만들어 낸다. 검은 피부를 가지고 국에서 태어났

고, 나이지리아로 돌아가서는 국식 교육을 받았던 잉카 쇼니바

레, 국 국적을 가지고 런던에서 작업하면서 아프리카 현대미술

을 대표하는 그에게서 발견되는 중심 개념은‘문화적 혼존성’

(Cultural Hybridity)이다. 쇼니바레는 가장 아프리카적으로 인식되

고 있는 더치왁스(Dutch Wax)라는 천을 작품에 사용함으로써 이

같은문화적혼성을은유적으로표현하고있다.

전시 제목“찬란한 정원으로”는 잉카 쇼니바레의 작품에

드러나는 다층적인 내러티브를 반 한 것이다. 사적인 공간으로

고요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주는 공간“정원”과 웅장하고 장엄한

느낌의 수식어“찬란한”, 이 두 단어의 어울리지 않는 결합은 의

도된 것이다. 잉카 쇼니바레는 무겁고 어두운 역사적 소재를 작품

에서 다루고 있지만, 더치 왁스의 색상과 문양처럼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꿈꾼다. 잉카 쇼니바레가 초대하는 찬란한 정원은 모두에

게열려있다.

전시 Exhibition

“예술성”과“대중성”그리고“역사성”, 세 마리토끼를한번에
Chasing Three Rabbits at Once: 

Artistic Quality, Popularity, and Historicity

잉카 쇼니바레: 찬란한 정원으로

Yinka Shonibre MBE: Wilderness into a Garden

내 머리 속의 행성들(음악) Planets in My Head (Music) 

2012, Dutch wax printed cotton, child’s grand piano, Victorian
stool, Victorian lesson music, leather, 115×90×176cm

Photo Seok Jaehyun ⓒ Daegu Art Museum

캐논볼 천국 Cannonball Heaven

2011, two unique life-size mannequins, Dutch wax-printed cotton,
leather boots, 600 foam balls and fiberglass reproduction cannon,
dimensions variable

Photo Seok Jaehyun ⓒ Daegu Art Museum

아담과 이브 Adam and Eve

2013, unique life-size mannequins, Dutch wax
printed cotton textile, fiberglass, wire and steel
baseplates, 285×230×115cm

Photo  Seok Jaehyun ⓒ Daegu Art Museum

지구본 위의 소녀 4  
Girl on Globe 4

2011, globe 90cm,
unique life-size mannequin,

Dutch wax printed on cotton textile and
globe, 120×70×65cm

Photo Seok Jaehyun ⓒ Daegu Art Museu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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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Art Museum has been organizing

exhibitions of globally sought-after artists every year,

and this year, we are proud to present, as the first

museum in Asia, the solo exhibition of the works of

Yinka Shonibare MBE－the British-born Nigerian

artist receiving much attention from international art

scenes for his remarkable aesthetic sensibility.

Each of the works of Shonibare, characterized

by unique African-style visual imagery created

through vibrant colors and ornate patterns, is

embedded with numerous historical narratives. The

sculpture of a figure, bent over and carrying a tower

of layered cakes on his back is comical enough to

captivate viewers. However,

the moment that one discovers

the fact that the mannequin is dark-skinned

with a globe charting the stock market in

place of its head, one encounters the

historically sensitive issues of “imperialism,”

“colonialism,” and “capitalism.” 

Yinka Shonibare MBE deploys

“metaphors” and “symbolism” to allude to

what he seeks to express and communicate.

Born in England, Shonibare was educated in

Nigeria under a British-style system. The

work of Shonibare, who now lives and

works in London with a British passport, yet

is recognized as an artist representative of African

contemporary art, is marked by the central concept of

“cultural hybridity.” Through the use of Dutch wax-

printed fabric what is considered to embody the most

Africanness, Shonibare metaphorically expresses this

cultural hybridity. 

The title of the exhibition－Yinka Shonibare:

Wilderness into a Garden－reflects the multilayered

narratives embodied in the artist’s work. The

mismatch between “garden,” which is a private

space marked by silence and peace, and “wilderness,”

marked by grandeur and sublimity is intentional.

Yinka Shonibare addresses issues of the dark history

of the past but simultaneously dreams of a world as

bright and beautiful as the colors and patterns of the

Dutch wax-printed fabric featured in his work. The

“wilderness garden” presented by Shonibare is open

to everyone. 

김석모｜대구미술관 전시2팀장

Kim Sukmo | Daegu Art Museum

Senior Curator

오딜로와 오데트 Odile and Odette

2005
Film
14 minutes 28 seconds

잉카 쇼니바레: 찬란한 정원으로

2015. 5. 30(토) - 2015. 10. 18(일)
대구미술관 1전시실, 어미홀
참여작가: 잉카 쇼니바레 MBE

전시연계 프로그램

2015년잉카쇼니바레전시연계릴레이인문학강좌
일시 2015. 9. 5(토), 13:00~19:00
장소 대구미술관강당
강의주제
가. 대 제국의두얼굴: 더치왁스와차무역을중심으로

(남철호교수, 국사)
나. 서구아프리카니즘의신화를벗기다: 아프리카탈식민문학

(허정애교수, 문학)
다. 잉카쇼니바레의작품에나타난음악적요소

(이내선교수, 음악사)
※강좌일정은변동가능하며자세한사항은추후홈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Yinka Shonibre MBE: Wilderness into a Garden

May 30 - October 18, 2015
Gallery 1, Umi Hall

Accompanying Event

2015 Yinka Shonibare: Exhibition-related Lecture Series
Date  September 5, 2015, 1p.m.-7 p.m.
Venue  Lecture Hall, Daegu Art Museum
Lecture
•Two Faces of the British Empire: Dutch Wax-printed

Fabric and Tea Trade (Prof.Nam Cheol-ho, British
History)

•Revealing the Myth of Western Africanism:
Postcolonial African Literature (Prof. Heo Jeong-ae,
English Literature)

•Musical Elements in the Work of Yinka Shonibare
(Prof. Lee Nae-seon, Music History)

※(registration for the lectures will be available in due course through the Museum)

전시 Exhibition

다섯개의 속옷과 그 이상의 의미 Five Undergarments and Much More

1995
African fabric, Rigilene, fishing line, interlining
(Tailored by Sian Lewis)
95×130cm each

가면무도회 Un Ballo in Maschera

2004, Film, 32mins 

안녕, 지난날이여 Addio Del Passato

2011
Film
16 minutes 52 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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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Exhibition 대구 3부작

The Daegu Trilogy

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진솔하게 실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를 작업적

으로 모색하고자 한다.”라는 작가의 표현에서도 드러나듯 그의 작품은 예술가로서의 직

관보다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작가적 성찰에 근거하고 있다. 작가는 Project Zero 1-

140416을 통해 팽목항의 바람, 줄에 빼곡하게 매달린 노란 리본들, 바람에 소리를 내어

놓고 흔들리는 풍경, 그 바람에 찢기고 닳아버린 깃발 등의 기호적 의미구조를 오각형 형

태로 구성한 다섯 개의 화면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HOME은 우리나라의 보편적 주거 형

태인 아파트의 야경에 대한 관음증적 시선을 인간과 기술 간의 상호 작용성에 기초한 멀

티미디어 인터랙티브 아트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렇듯 작가는 작품을 통해 자신의 예술

적 취미를 개인적 역에서 사회적 역으로 확장함으로써 존재와 삶의 관계를 시간적·

공간적·역사적 의미기호와 상징을 통해 투 해 내고 있다. 따라서 감상자들은 세 작가

가 따로 또 함께 풀어낸 예술의 장 The Daegu Trilogy를 통해서 대구미술의 오늘을 흥미

롭게경험할수있을것이다.

대구미술, 3인 3색전
Daegu Art: 3 Artists and 3 Colors

대구미술관은 개관 4주년을 기념하여 대구현대미술의 흐름을 조명하는 The

Daegu Trilogy를 마련하 다. 2015년 5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개최되는 이 전시는 지

난 <대구미술의 사색>과 <대구미술: 기억의 풍경>에 이어 대구미술의 오늘을 되짚는 전

시로서 기획되었다. 본 전시에 초대된 김호득, 이기칠, 김희선은 한국화, 조각, 미디어 설

치라는 각 역에서 독자적인 예술성을 구축한 작가들이다. 이렇듯 각자의 미적 층위가

뚜렷한 세 작가의 작품들은 The Daegu Trilogy를 통해 어우러져 색다른 조화를 선보이게

된다.

작가 김호득(갏浩得)은 이 전시를통해 가변설치작품인 <흔들림-문득, 공간을 그리

다-Ⅰ, Ⅱ>와 수묵화 <바람-풍경-Ⅰ, Ⅱ> 등의 신작을 선보인다. 미술관 선큰 가든과 제3

전시실에 펼쳐진 김호득의 작품들은 감상자들을 사유의 역으로 이끄는 감각적 매개자

의 역할을 한다. 천장에 매달린 묵색 한지 수십여 장을 먹물이 그득 담긴 커다란 사각형

수조 위로 늘어뜨려 구성한 <흔들림-문득, 공간을 그리다-Ⅰ>은 한국화의 틀과 경계를

넘어서고 그 범주를 확장시킨 작품이다. 잔잔한 먹물 수조는 제3전시실 창밖의 나무수풀

이 바람에 일 이는 순간을 채집이라도 하듯 대상들을 투 시켜 전시 공간으로 들여놓는

다. 때론 전시실 천장의 물성적 구조를 수 미터 깊이의 투명한 바닥으로 꿈틀거리며 가라

앉히기도 한다. 불투명하고 농도 짙은 먹물이 담아내는 대상의 환 은 본질적으로 맑음

이다. 이렇듯 역설을 품은 김호득의 작품은 추상 수묵화 <바람-풍경-Ⅰ, Ⅱ>와 어우러져

그 사유의 실마리를 숨기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한다. 따라서 이 작품은 감상의 위치에 따

라 수조가 담아내는 다양한 환 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상자들의 호기심을 자아

내기에충분하다.   

제2전시실의한 역에는작가이기칠(굃基七)의공간및가변설치작품인 <작업실>,

<공간연습>과 상설치작품인 <연습-골드베르크 변주곡 연습>이 그림(圖)-언어(言語)-사

물(事物)-소리(音)의 기호로서 펼쳐져 있다. 작가는“악몽에서 깨어나면 생시임에 안도하

지만, 삶이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꿈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는 연습이 아

니라 현실이지만, 이 실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요구된다. 그래서 무언가를 연습

하려는 것이고, 이것은 곧예술가로서 실제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라는

말로써 그의 예술적 삶을 관통하는 개념, ‘연습(the practice)’을 언급하고 있다. <연습-골

드베르크 변주곡 연습>은 마치 자신의 정신적 흔적을 울림으로 찍어내기라도 하듯 변주

곡을 연주하는 작가의 모습을 담은 상작품이다. 그의 나이 쉰에 익히기 시작한 피아노

연주는 그 자체로 오직 진지한‘연습’으로서 <작업실>과 <공간연습>에 이어 전시공간을

감각적으로변주하는예술이된다. 

제2전시실의 다른 한 역은 미디어 설치작가 김희선(갏希宣)의 상설치작품인

Project Zero 1-140416-, Project Zero 2-더 빨리, 좋은 하루-를 비롯해 멀티미디어 인터

랙티브 설치작품인 HOME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생각

흔들림 문득 공간을 그리다 1
Wave of Mind, Awakening Moment-

Drawing SpaceⅠ
2015
Hanji, Korean Ink in water pool
Installation 

대구3부작

2015. 5. 19(화) - 9. 13(일)
대구미술관 2·3전시실, 선큰가든
기획: 박소
참여작가: 김호득, 이기칠, 김희선

The Daegu Trilogy

May 19 - September 13, 2015
Gallery 2,3, Sunken Garden
Guest Curator: Soyoung Park
Artists: Kim Ho-deuk, YI Gee Chil, 

Kim Hee-seon



reflects and draws the subjects into the exhibition

space as if capturing the moment of the wind wafting

through a clump of trees outside the window. 

Yi Gee Chil makes reference to “the practice,” the

concept penetrating his artistic life, as “the reason why

life is difficult is because it is not a dream but actuality.

Actuality is not practice but reality, and to adapt to this

actuality requires practice. This is why I seek to practice

something, and this is precisely an expression of will to

live a life of actuality as an artist.”

The Practice of J.S Bach’s Goldberg Variations, is

a video work featuring the artist playing Bach’s

Goldberg Variations as if embodying his spiritual traces

in the form of echoes. Yi began to learn the piano at the

age of 50, and the playing the piano in itself is sincere

“practice” that becomes a sensible variation for the

exhibition space following the works of The Studio and

The Space-Practice. 

Media installation artist Kim Hee-seon presents

the symbolic meaning structures of the wind of

Paengmokhang Port, with yellow ribbons densely tied

onto the string, the sound of the landscape releasing its

mind to the wind, and old flag that has been ripped and

torn by the wind through five regular pentagons on the

screen.

HOME is a work that expresses a voyeuristic

perspective on the nightscape from apartments, which

are the general form of housing in Korea, into

multimedia interactive art based on the interactivity

between humankind and technology. In this way, the

artist expands his artistic hobby from the personal

realm to the social realm through his works. By doing

so, Kim refl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existence and

life through temporal, spatial, and historical semantic

meanings and symbols. 

In this way, the three artists will extend an

invitation to the visitors to a forum for thought and

sympathetic communication by presenting the signs

and symbols of the art of Daegu today through the

exhibition The Daegu Trilogy.

윤미숙｜대구미술관 전시1팀장

Yoon Mi-sook | Daegu Art Museum Senior Curator

Project Zero 2 - Faster+Good Day -

2015
4CH Audio- video Installation
1 screen size 190×300cm

11

전시 Exhibition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연습
The Practice of J.S Bach’s Goldberg Variations 

2015
2 channel video projection
Size variable

작업실 The Studio

2015
Black granite, natural stones,tape
Size variable

In celebration of its 4th anniversary, Daegu Art

Museum presents The Daegu Trilogy, an exhibition

exploring the historical flow of the contemporary arts

scene in Daegu. The exhibition, which retraces the

present day art of Daegu, was organized with the aim

of expanding the forums available for communication

and discussion on local art. 

The exhibition showcases the works of three

artists－Kim Ho-deuk, Yi Gee Chil, and Kim Hee-seon －

who have established individual artistry in the areas of

Korean painting, sculpture, and media installation,

respectively. Under the title of the exhibition, The

Daegu Trilogy, the three artists organized their own

spaces in such a way as to secure individual and

independent spaces for each of the works, yet at the

same time remaining in harmony with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exhibition space. By doing so, the

aesthetic layers of the artists, which have been

established up to this day, are presented in a

sophisticated manner by both coming together and

loosening up through the exhibition space.

Park Soyoung, the guest curator of the exhibition,

explains this effect of formative spatial composition

based on the artistry of the artists as “gradual shifting

from the space of silence and meditation to the space

of sound and communication.”

In the exhibition, Kim Ho-deuk presents his latest

works including variable installation works, Wave of

Mind, Awakening Moment－Drawing Space I and II and

ink paintings Wind－Landscape I and II. The works of

Kim act as sensual mediators that lead the visitors to

the realm of thought. This is embodied in the words of

the artist stating “only black and white exist on my

hanji (Korean traditional handmade paper). Depending

on the viewer, either nothing may be visible or a single,

inclusive whole could be observed. Infinite possibilities

exist within the paper.”

Wave of Mind, Awakening Moment－Drawing

Space I, featuring dozens of sheets of ink-colored hanji

hanging down from the ceiling above a large

rectangular water tank filled with ink, is a work that

goes beyond and therefore expands the framework and

boundaries of Korean painting. The ink-filled water tank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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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Exhibition 윤동희, 발견된 기억

Youn Donghee: Discovered Memories

이번 전시에서 윤동희는 세월호 사건에까지 이어진 우리

사회 내 폭력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전시를 위해 1950년

대 미국을 휩쓴 반공산주의 선풍인 매카시즘(McCarthyism)과

같은 폭력적 지배 이데올로기뒤에 가려질수 밖에 없었던 진실을

드러내는 작품 <붉은밤>과 역사 속에 은폐되어 사라져 간 사람들

을 기억하고 위로하는<망령>이 재설치되었고, 잊혀져가는 세월

호 참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반 >(2015)과<가라앉은 기억>

(2015)이 새롭게 제작되었다. 전시된 작품들이 모두 완성된 형태

를 띠거나 지속 가능한 발전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거칠지만 현실을 반 하고자 하는 작가의 작업이 동시대

를 살아가는 한 젊은이의 모습이자 동시대 미술의 한 경향임에는

분명하다. 

윤동희는‘Y작가’로 선정된 이후에도 계속 작업을 해 나갈

것인지 아닌지를 단정하여 말하지 못했다. 사실 윤동희뿐만 아니

라 미술관을 통해 소개된 많은 젊은 작가가 앞으로 작가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미술관은 젊은 작가들이

지속적으로 작업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그들을 통해 동시

대에 유효한 의제를 제시할 수 있는 전시를 만들어내야 한다.

미술관이 젊은 작가들을 지원한다는 건 이런 측면에서 더욱더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지원이 끊기지 않는 한 작가들은

작업을 계속할 것이며, 이를 통해 언젠가 변화가 나타나리라 기대

를한다면말이다.

An art school diploma does not necessarily

guarantee the success of an artist. Many artists

struggle with the conflict between making a living

and embracing their passion, and they eventually

give up on their lives as artists. This is especially true

in the case of young artists who have begun their

careers marked by long and tiresome austerity.

Accordingly, Daegu Art Museum launched the Y

Artist Project, which provides young artists with

opportunities for various creative activities such as

opening solo exhibitions and encouraging continuous

creation of artwork for those with comparatively less

opportunities for solo exhibitions. To date, a total of

five artists including Lee Wan have held solo

exhibitions at the Daegu Art Museum through the Y

Artist Project, and since then all of them are actively

pursuing their artistic endeavors. 

Youn Donghee (b.1983), who has been selected

as the sixthartist for the Y Artist Project , graduated

from the School of Fine Arts of the College of Design

and Art at Yeungnam University. Youn is the

youngest among the artists who were selected for the

project and is a local artist based in Daegu. The artist

addresses the issues of “repression” and “violence”

in the sociopolitical context through his works. The

Spirit (2012) and A Red Night (2013) are among the

major works of the artist addressing such themes.

These two works, which were first exhibited in 2012

and 2013, respectively, will also be presented in this

exhibition. In addition, two recent installation works

of the artist－Subdued Memory (2015) and Reflection

(2015)－which were created in commemoration of the

Sewol ferry tragedy, will be on display. Reflection is

particularly meaningful to the artist as the work was

created together with the efforts of people sharing

the same views and thoughts as the artist. 

변수정｜대구미술관 큐레이터

Byeon Soojung | Daegu Art Museum Curator 

Y Artist 6 윤동희: 발견된 기억

2015. 5. 19(화) - 10. 4(일)
대구미술관 4, 5전시실
참여작가: 윤동희

Y Artist 6 Youn Donghee: Discovered Memories

May 10 - October 4, 2015
Gallery 4, 5

젊은작가, 윤동희
Young Artist, Youn Donghee

가라앉은 기억 Subdued Memory 

2015 

video installation and 304 glass cubs

미술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누구나 예술가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많은 작가가 생계 문제와 순수한 열정 사이에서

갈등하다 작가의 길을 포기한다. 특히나 요즘처럼 길고 지루한

저성장 시대에 갓 사회로 나온 젊은 작가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

하다. 누군가는 작품제작비 지원이 없으면 작업을 시작하지 않는

최근 분위기를 비난하지만, 많은 젊은 작가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공공기관의 레지던시와 기금지원에 기대어 버티는 것 뿐일

지도 모른다.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젊은 작가들의 삶의 모습은

작업에 고스란히 녹아 들어간다. 이것이 동시대의 미술이다.

진정에서 나온 예술작품은 사람들에게서 공감을 이끌어 내고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시간이 걸릴지언정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게 마련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기관들이 젊은

작가들의 전시를 기획하고 지원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어쩌면

이러한 변화에 대한 기대에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구미술관도 작가로서 자리 잡기까지의 과도기

적 고민을 젊은 작가들과 함께하고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 지난 2012년부터 <Y(young) Artist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 신생 미술관의 초보적인 행보인 만큼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총 다섯 명의 작가가 본 프로젝트를 통해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하 고, 올해엔 여섯 번째 작가 윤동희(1983~)가

<발견된 기억>이란 제목으로 전시를 열었다.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윤동희는‘Y 작가’중에서 가장 나이가 적고, 전시 경험

이 많지 않다. 다시 말해, 전시의 재료로써 보장된 작업을 보여주

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그가 전시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윤동희의 커리어가 앞서 말한 동시대 작가의 삶을 보여주는 하나

의 지표이기 때문이다.

윤동희는 한국의 역사와 사회적, 정치적 현실을 퍼포먼스,

상, 설치 등의 미술 형식으로 몸을 바꿔가며 이야기한다. 그리

고 그 폭은 사적인 것부터 거대담론까지 다양하며 서로 다른

사건들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다. 하지만 과거 1960~1980년대

집권체제를 상기시키는 <새빨간 거짓말>(2012), <망령>(2012),

<붉은 밤>(2013) 등으로 이어지는 대표작들의 제목이 말해주듯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비교적 일정하고 명확하다. 

붉은 밤 A Red Night 2013, demension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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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Exhibition 오트마 회얼: 뒤러를 위한 오마주

Ottmar Hörl: Hommage à Dürer
미술관에온토끼
Rabbits Visiting the Museum

오트마 회얼: 뒤러를 위한 오마주

2015. 2. 10(화) - 12. 6(일)
대구미술관 야외공원
참여작가: 오트마 회얼

Ottmar Hörl: Hommage à Dürer

February 10 - December 6, 2015
Daegu Art Museum Outdoor Park

대구미술관진입로를따라올라가다보면멀리서부터빨간

토끼 한 마리가 보이고 그 길을 따라 올라간 미술관 입구 야외공

원에는 11마리의 토끼 모양의 조각이 잔디에 살포시 앉아있다. 이

들은 독일작가 오트마 회얼(Ottmar Hörl, 1950~ )의 작품으로 올

해 2월부터 대구미술관 야외공원에서 전시되고 있다. 회얼은 자

신의 작품을 미술관이나 갤러리의 화이트 큐브가 아닌 공공장소

와 같은 개방된 공간에서 전시하는데 이를 통해“현대미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예술 작품’에 대한 편견과 오해

를뛰어넘고자한다.

전시 작품은 오트마 회얼이 2003년부터 작업해 온 대규모

설치 작업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으로 그 모태는 알브레히트 뒤러

(Albrecht Dürer, 1471-1528)의 <어린 토끼>와 <커다란 잔디>의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커다란 토끼>다. 독일 르네상

스 미술의 거장인 알브레히트 뒤러의 작품은 미술 교과서에도 자

주 등장해 우리에게 익숙한데 그는 세 하고 사실적인 기법으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정신을 계승하 을 뿐 만 아니라 판화를 무

제한으로 찍어내 유럽 전역에 판매하는 등 15세기 당시로써는 혁

명적인 방식으로 회화, 드로잉을 근대화하 다. 뒤러의 대량생산

의 작업방식과 사실적인 기법을 계승한 오트마 회얼은 이번 전시

에서 유럽이 아닌 아시아의 문화적 환경 속에서 알브레히트 뒤러

의 미술사적 유산을 동시대의 관람객들이 사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있다. 

단일한 형태의 조각 12점을 설치해‘유일성’이라는 예술

작품이 오랜 시간 갖고 있던 개념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작가는

작품의 개수인 12가 지닌 동서양의 의미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

다. 그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올림푸스 산의 12명의 주신, 이

스라엘의 12지파, 아시아에서의 숫자 12가 황도12궁, 12간지 등

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유럽

과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 아시아를 연결해 작품이 담고 있는 여러

의미를관람자들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 다.

회얼은공공장소에작품을설치해관람객이작품과소통할

수있는장(場)을마련하며사실적인표현과플라스틱이라는친숙한

재료로 작품을 제작해‘모든 사람을 위한 예술 (Art for Everyone)’

을 추구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대구 미술관을 방문하는 모든 관

람객들이 예술작품과 소통하고 작품을 직접 만지고 기대며 잠시

나마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

한다.

On the way upto the Daegu Art Museum, there is

a red rabbit; at the entrance of the park, there are

another 11 gently seated rabbits. Thus, a total of 12

rabbits await visitors every day. 

These red rabbits are

sculptures of German

artist Ottmar Hörl

(b.1950). As part of the

large-scale installation

work that the artist has

been pursuing since

2003, The Great Piece

of Hares was created

to commemorate the

500th anniversary of

Albrecht Dürer’s (1471-

1528) Young Hare and The Great Piece of Hares.

Albrecht Dürer, a master of German Renaissance

art, not only succeeded the spirit of the Italian

renaissance through his elaborate and realistic method

but also modernized drawings and paintings through a

revolutionary way at the time of the 15th century,

including infinitely printing prints and selling them

throughout Europe. Ottmar Hörl, who succeeded the

mass-production modus operandi and realistic method,

seeks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visitors of today to

enjoy the artistic inheritance of Dürer.

Made with material that we are familiar with, the

plastic rabbits offer “Art for Everyone,” which allows

visitors to touch and feel them, and thereby

communicate with the artist, providing visitors the

opportunity to relax and enjoy the works. 

최지아 | 대구미술관 큐레이터

Choi Jee - ah | Daegu Art Museum Curator 

뒤러의 토끼 Durer Hare, 2014, FRP, 155×210×95cm(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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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Special

그의 기증목록에는 근현대 작가 141명의 구상 및 추상 작

품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세계적인 화가 이우환 화백의 대표 연작

인 <조응>(2004), <바람과 함께>(1990)와 한국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대구 출신의 근대미술가 이인성 화백의 작품

<연못>(1933)은 기증작중에서도백미로꼽힌다. 

여기에 강우문, 신석필, 이경희, 전선택, 김창락, 도팔량, 백

낙종, 백태호, 변종하, 서석규 등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근현대 작

가들과 국내 유명작가와 해외 작가들의 작품도 포함돼 다채로움

을 더했다. 게다가 김 회장이 5월 초에 122점에 대한 추가 기증의

사를밝혀기증작은총 578점으로불어났다.  

김 회장의 기증은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되고 있다. 그 중에

서도 대구미술사 정립을 위한 아카이브로 손색이 없을 만큼 대구

경북 근현대 작가들의 작품이 촘촘하게 포함되었다는 점은 특히

높은평가를받고있다. 

“대구는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사에서 한 획을 그은 역사성

을 가진 지역입니다. 저의 컬렉션의 골격도 여기에 맞춰졌어요.

가급적이면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수집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국

립현대미술관에서 대구 근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하고 있었어

요. 만약 제가 수집하지 않았다면 이들 작품이 국립현대미술관으

로 흘러가거나 흩어질 개연성이 높았습니다. 모두 흩어지기 전에

모아서기증하게되어기쁩니다.”

김 회장의 이번 기증은 규모 면에서도 대구 미술계 기부 사

상최대를자랑한다. 이우환화백의작품 <조응>과 <바람과함께>

는 각각 5억~10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전체 기증 작품을 금액으

로 환산하면 엄청날 것이라는 대구미술관측의 분석을 굳이 인용

하지 않더라도 그가 기증한 578점은 작품 수와 가치 환산액에서

보았을때전국차원에서도뒤지지않는수치다.

그의 기증규모는 기증에 담긴 의미 못지않게 세속적인 호

기심도 툭툭 건드린다. 바로 김 회장의 재력 상태다. 컬렉터와 재

력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필연성을 가진다는 것을 상기할 때

800~900여 점이라는 수집 작품 수와 578점의 기증 작품 규모는

그를 재력가로 인식하기에 오히려 자연스럽다. 김 회장은 이에 대

해“대구 수성구 만촌동의 유성건설 사옥이 전 재산이다. 나는 동

종업종경 자들중가장돈이없는사람”이라며손사래를쳤다. 

“30여 년 동안 좋은 작품이 있고, 또 돈이 있을 때 작품을

조금씩 수집해서 이만큼 모은 것입니다. 사고 싶은 작품이 생겨도

돈이 없어 선금만 걸어 놓을 때도 많았어요. 그럴 때는 혹시나 다

른 사람에게 팔릴까 봐 밤잠을 설치며 노심초사도 많이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조금씩 형편되는 대로 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결코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작품을 수집할 만큼의 재력가가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듯 그에게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부친으로

부터 독립해 처음 건설 회사를 차리고 자리를 잡기까지 쉽지 않은

세월을 건너왔다. 하지만 그 시기에도 그의 컬렉션은 멈추지 않았

다. 김 회장은 그림을 구입할 때 나름의‘복안’을 마련하고 진행

김인한컬렉션
The Kim Inhan Collection

시간을 거슬러 30여 년 전 유성건설 김인한(66) 회장이 첫

미술 작품을 구입할 때로 되돌아가보자. 30여 년 동안 컬렉터로

살아온 김 회장의 오늘을 이해하는데 이 사건은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개요는 이랬다. 30여 년 전 어느 날 김 회장의 부인 우

손숙씨가“서양화가 이경희(90) 화백의 작품 <바다 풍경>을 구입

해 달라”는 느닷없는 부탁을 한다. 당시 건설 회사를 경 하는 부

친 밑에서 일을 배우던 젊은 김인한은 수소문 끝에 동원화랑 손동

환 대표를 찾았고, 손 대표의 도움으로 부인의‘그림 구입’미션

을무리없이완수할수있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부터 30여년이 지난 올 2월의 어느

날로 다시 돌아와 보자. 지난 2월 초 대구 언론의 눈은 일제히 김

회장에 집중되었다. 미술계 인사로는 드물게 연일 언론에 대서특

필되며 조명되었다. 컬렉터인 김 회장이 지난해 12월 대구미술관

에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지난 1월 말 456점의 기증목록과 작품 일부를 미술관에 전달하

고, 대구미술관이 이 사실을 공표하면서 그의 용기 있는 기부가

세상에알려졌기때문이다. 

시끌벅적한세상의반응과달리대구미술계기증문화에획

기적인 이정표를 제시한 김 회장의 일상은 평온했다. 쇄도하는 언

론의 인터뷰 요청에도 별일 아니라는 반응으로 일관했다. 그에게

이번 기증은‘대구 미술사를 정립할 수 있을 만큼 그림을 수집해

서 미술관이 생기면 기증하겠다’는 30여 년 전에 세운 자신의 계

획을실행한것일뿐, 특별할것은없었다. 

“처음부터 대구에 미술관이 생기면 기증할 계획을 가지고

작품을 수집했어요. 이번 기증은 30년 동안 하나하나 준비해 왔던

계획을실행한것뿐입니다.”

01 이인성, 연못, 1933, oil on canvas, 33.4×24cm

02 강우문, 춤, 1993, oil on canvas, 75.5×90cm 

03 김창락, 무제, 1965, oil on canvas, 162×130cm

04 도팔량, 무제, 연도미상, oil on canvas, 33×33cm

05 변종하, 무제, 1985, color on ceramic, 40×4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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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 속으로 속절없이 가두기도 한다. 단숨에 사람의 마음을 쥐락

펴락하는 예술이야말로 매혹의 정수가 아니고 무엇이랴. 예술은

형이상학 너머의 형이상학임이 틀림없다. 김 회장이 미술 작품을

수집하고미술관에기증한이유도여기에있다.

김 회장과의 긴 인터뷰를 마무리 하면서‘왜 미술관 이었

나’라는 원론적인 의문이 떠올랐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한 세인들

의관심에‘미술관존재이유’로답을대신했다.

“외국의 유명 미술관에 가보면 줄을 서서 기다리며 입장하

는 풍경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술관에 가는 일은 참

으로 엄청난 일이지요. 도서관이 로 표현된 지혜의 보고라면,

미술관은 그림으로 구현된 철학의 보고이자 성의 역이 아니

겠어요? 사람들은 이러한 인문학의 보고인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감상하며 자기 세계를 확실히 하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곤 합니다.

이 얼마나아름다운일인가요.”

This past January 2015, Kim In-han, president of

Yusung Construction expressed his will to make a

donation of 456 works from his collection to Daegu Art

Museum that he amassed over a time span of 30 years. 

This extensive collection, which is the largest

gift since the opening of Daegu Art Museum, includes

conceptual and abstract art of 141 modern and

contemporary artists. Highlights include Correspondence

(2004) and With Winds (1990), works forming part of

the major series of globally renowned artist Lee Ufan,

and Pond (1933) by Lee In-sung, a leading modern

artist in Korean art history who was born in Daegu.

Adding diversity to the collection are the works of

both local and global celebrated artists, and modern

and contemporary artists representative of Daegu

and the Gyeongsangbuk-do Province region including

김인한 컬렉션

The Kim Inhan Collection
특집 Special

해 왔다. 작품 구입시‘미술관 기증’이라는 명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개인의 사욕을 위한 컬렉션이 아닌 미술관 기증이라는 대

의명분에서 비롯된 만큼 작가들과 화상들은 그의 수집활동에 공

감해 주었고, 또 그것을 지지해 주었다. 이 덕분에 김 회장은 형성

가보다조금은낮아진가격으로작품을구입하고는했다. 

“미술관에 기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대게 조금은 가

격을 낮춰 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작품을 사서 팔지 않았기 때문

에 사람들이 저의 의도를 충분히 신뢰해주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신뢰가 컬렉션 하는데 좋은 자원이 되어주었지요. 그렇다고 아주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작품을 구입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

다.”

‘굿 컬렉팅’의 대표 케이스가 이번 기증에 포함된 이우환

화백의 작품이다. 15년 전 김 회장은 이 화백의 작품을 1억 원에

구입했다. 비교적 좋은 가격이었다. 이 화백 역시 김 회장의‘미술

관 기증’의도를 충분히 공감하고, 흔쾌히 좋은 가격으로 작품을

넘겼다. 현재 이 작품들은 6억원 정도의 가치로 평가 되고 있다.

“만약 자산을 불리기 위해 컬렉션을 했다면 작품을 팔아 부자가

될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

았습니다. 미술관기증이라는목표가명확했기때문입니다.”

컬렉터와 작가를 연결하는 매개체는 화상(畵商)이다. 컬렉

터에게 좋은 화상과의 인연은 돈 못지않은 중요한 자원이다. 김

회장에게도 존경하는 화상이 두 명 있다. 동원화랑 손동환 대표와

중앙갤러리 정대 대표가 그들이다. 이 두 화상은 모두 김 회장

과 미술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는 막역한 사이다. 김 회장이 작품

을수집할때마다이들의든든한조력이있었다. 

“손 대표는 전국에서도 예술을 사랑하는 열정이 최고인 분

입니다. 어려운 작가들을 보면 도와주려고 애쓰고 저 같은 컬렉터

들의 철학에도 공감해 주고, 명분이 확실하다면 이윤을 남기지 않

고 작품을 파는 훌륭한 분이지요. 아마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지

금쯤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 대표도 저의 철학을

알고 많은 도움을 주셨지요. 이분들의 예술에 대한 순수한 마음은

차원이다릅니다.”

김 회장은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하지만

미술계에서는 컬렉터로 꽤 유명하다. 대구미술계에 그에 대한 이

런저런 평가가 있었을 것이다. 김 회장은“‘키다리 아저씨’와‘공

공의 적’으로 극명하게 엇갈렸다”고 회상했다. “제 컬렉션을 돈

벌이로 왜곡한 사람들에게서 수많은 오해를 받았고 욕도 많이 먹

었어요. 심지어 제가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모사해서 판다는 소리

까지 나돌았어요. 그런 반면에‘키다리 아저씨’라는 별명도 있었

습니다. 어려운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하고 또 이들에게 조금의 지

원을해준것에대한사람들의호의로받아들이고있습니다.”

모든 세상사에는 인연이 있기 마련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시절인연이다. 김 회장의 이번 기증 또한‘바로 지금’인 인연이

있었다. 대구미술관 김선희 관장의 향이다. “김선희 관장이 대

구에 와서 대구미술관을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전국에서 손

꼽히는 미술관으로 성장시키지 않았습니까. 최근 미술관으로 아

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대구미술관의 최근

성장을보면서지금이기증의적기로보았습니다.”

김 회장은 컬렉터로 활동하며 국내외 미술관과 작가들의

작품들을 섭렵했다. 30여 년 부력이 말해주듯 그의 미술적 지식은

전문가 못지않다. 하지만 김 회장의 미술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

았다. 갤러리와도 인연을 맺으며 보다 폭넓은 미술사랑을 펼쳐 왔

다. 자신이 수집한 작품을 사람들과 공감하기 위해 유성건설 사옥

에서 우손갤러리를 시작했다. 지금은 봉산동에 새롭게 건물을 지

어 그의 장녀인 김은아 씨가 대표를 맡아‘품격있는 갤러리’를 기

치로 선 굵은 전시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컬렉터로 시작해

이제는대를이어미술과인연을맺고있는것이다.

“수많은 작가와 만나면서 그들의 예술에 매료되

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림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

갔습니다. 그림은 술은 술인데 아름다운 예술입니다.

차원이 다르지요. 독한 술은 먹고 나면 머리가 아프고,

그 뒤로는 한동안 술 생각이 나지 않지만, 예술은 취하

면 취할수록 행복해지는 마술 같은 것이지요. 좋은 그

림을 보면 빚을 내서라도 사야 할 정도로 컬렉터로서

저도예술에중독되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예술은 매혹 그 자체다. 때로는 소

나기 같은 청량감으로 다가왔다가도, 어느 때는 뿌연

08 이우환, 조응, 2004, oil on canvas, 218.2×290.9cm

09 이우환, 바람과 함께, 1990, oil on canvas, 181.8×227.3cm

10 백낙종, 무제, 1951, oil on canvas, 45.5×38cm 

11 전선택, 휴일, 1980, oil on canvas, 97×130cm

08 09

10 11

06 전혁림, 무제, 연도미상, oil on canvas, 45.5×38cm

07 이응노, 군상, 1986, painting on Korean paper, 137×69cm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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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 Wu-mun, Shin Seok-pil, Lee Gyeong-hui, Jeon

Seon-taek, Kim Chang-rak, Do Pal-lyang, Baek Nak-

jong, Baek Tae-ho, Byeon Jong-ha, and Seo Seok-

gyu. In early May, Kim decided to donate an additional

122 works, bringing to 578 the total number of

donated works. 

Kim’s donation of artworks to the museum is

gaining attention from various angles. Among them,

the fact that the gift collection includes works of a

great many Daegu-born modern and contemporary

artists of archive character, which will help establish

the art history of Daegu that has been almost blank, is

very highly valued. The most noteworthy aspect of

Kim’s donation is the fact that he acquired artworks

with the aim of donating them to a museum from the

very beginning. Over the course of 30 years, Kim

collected artworks under the framework of museum

donation and by giving meaning to every work. This

is the precisely the reason why the gift collection

includes a great number of works by Daegu-born

modern and contemporary artists. 

There were several people who assisted in

Kim’s efforts to build up a good collection, in

particular including Son Dong-hwan, director of the

Dongwon Gallery, and Jeong Dae-young, director of

the Joongang Gallery. The two gallerists shared

Kim’s philosophy toward art and assisted Kim

whenever he faced hardships in acquiring artworks.

Therefore, the donated collection also embodies the

passion and philosophy toward art of the two art

dealers. 

There is a specific reason why Kim saw this

year as an appropriate time to make the donation.

This has largely to do with Director Kim Sunhee of

Daegu Art Museum. Since she took office as director,

Kim Sunhee has organized exhibitions of world-class

artists of the global contemporary art scene including

Japan’s Kusama Yayoi and China’s Zhang Xiaogang,

which achieved success all across the nation, and has

strived to bring art closer to the lives of the local

residents of Daegu. President Kim highly valued such

efforts and achievements of director Kim and

therefore decided to donate his works to the Daegu

Art Museum. 

Art is enchantment. Sometimes it presents the

viewer with a sense of refreshment as that of a

sudden rain shower, and at other times it helplessly

traps the viewer like fog. What other than art that

plays the minds of the viewers would be the essence

of enchantment? Art is undoubtedly metaphysics

beyond metaphysics. This is precisely the reason why

President Kim collected artworks and moreover

donated his grand collection to the museum. For Kim,

art is the greatest of the humanities that beautifully

feeds the soul. 

황인옥 | 대구신문, 기자

Hwang In-ok | The Daegushinmun, journalist 

황인옥(대구신문, 기자)
남대학교정치외교학과졸업

現대구신문문화부기자

특집 Special

12 서석규, 무제, 1978, oil on canvas, 30×80cm

13 이성자, Chemin des Antipodes, 1990, oil on canvas, 50×65cm

14 류성하, 연평아재 3, 1988, oil on canvas, 160×129cm 

15 김 세, 낮도깨비, 1991, oil on canvas, 82.5×127.5cm

16 백태호, 고운초상, 1980, oil on canvas, 43×32cm

17 김용수, 무제, 1998, acrylic on canvas, 163×163cm

18 정일, 무제, 연도미상, oil on canvas, 52×71cm

19 신석필, 월무, 연도미상, oil on canvas, 72×90cm

20 배명학, 신라토기, 1971, oil on canvas, 53×45cm

21 김용조, 항구풍경, 연도미상, oil on canvas, 34×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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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미술관은 작가에 의해 창조된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상상함으로써 작품에 담긴 감정을

읽어내는 미적경험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술관에서

의운 위원회는 어떤역할을담당할까? 

미술관 운 위원회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에

따라 미술관 운 방향과 발전에 관한 사항, 미술관 주요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소장 작품 수집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비롯해서

미술관 운 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현재 제 3기

체제인 대구미술관 운 위원회는 남성희 위원장, 이경순 부위원장,

이동관 간사를 비롯하여 9명의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인 대구시 문

화체육관광국장 정풍 , 대구미술관장 김선희를 포함하여 총 11명

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렇다면, ‘진지한 열정’이라는 예술적 유전자

를 공유하며 각자의 역에서 활약 중인 대구미술관 운 위원님들

의면면은어떠할까?

작품이주는진한감동으로인해도상봉(1902-1977) 작가의유

화작품인 <성균관 풍경(1959)>을 특히 좋아한다는 남성희 위원장은

끊고 맺음의 때를 정확히 짚는 유려한 회의진행이 큰 매력이다. 현재

보건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인 남위원장은 학창 시절 곽 훈 선생께

서 칭찬을 아끼지 않을 만큼 미술 교과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보 다

고 하니, 비록 작가로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의 미술관 운 위원

장직수행은이미오래전부터예견된일이었던듯하다. 

다음으로 (주)현대화섬 감사로 활동하는 이경순 부위원장은

사실상예술과는거리가멀어보이는약학과출신이다. 그러나이부

위원장이오늘날미술작품컬렉터로서또미술관운 위원회부위원

장으로서 활동하게 된 밑바탕엔‘작품에 대한 통찰력’과‘인연’에

대한 신뢰가 발아하고 자라날 수 있었던‘약국’이라는 공간이 자리

한다. 이 부위원장이운 했던약국은약국이기도했지만, 예술에대

한다양한시각의책들을섭렵할수있는장소이기도했기때문이다.

예술을 최고의 미적유희로 비유하는 이 부위원장은 그래서 늘 만면

에미소가가득하다.

그리고온화한생김새만큼이나 유유자적의미를갖춘 이동관

간사는 현재 대구 매일신문사 편집부국장이다. 두 번의 운 위원회

의를 통해서 드러난 이 분의 참 멋은 회의의 맥과 맥 사이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잇는 유연한 화술에 있다. 그래서인지 이분에게는 예사

롭지않은고수의풍모마저느껴지기도한다. 

제련현장의 붉은 열정만큼이나 예술을 사랑하는 (주)동일산

업 대표 오순택 위원은 제3자의 임원 추천에도 한사코 평위원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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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하며 추천을 정중히 사양한 분이다. “더 배워야 한다.”며 당신

스스로를 낮추는 겸허함은 설핏함에서는 절대 찾아지지 않는 큰 기

운인데, 어쩌면 오위원의 그런 기운이 운 위원회의 무게 중심에 놓

여있는지도모를일이다.       

그렇다면, 가까운 사촌 이내의 집안에 미술대학 출신자가 열

명이 넘을 정도로 미술을 사랑하는 가풍을 지닌 운 위원은 과연 누

구일까? 그 분은 바로 열한 살 때 아동화개인전을 열었던 경북대학

교 미술학과 박남희 교수이다. 앞짱구에 볼이 통통했던 소녀의 모습

을그대로간직한박위원의예술적열정에대한부연은그저군더더

기에해당될뿐이다.

운 위원 가운데 절대 동안을 자랑하는 분으로는 (주)조일알

미늄의 이 호 대표가 으뜸이다. 학창 시절, 이 위원은 수준 높은 미

적감각의소유자로미술교과점수가꽤높았다고한다. 심지어가장

좋아하는 미술가가 누구냐는 질문에 실력 좋은“우리 딸”이라는 다

소 과감한 답변도 서슴지 않았는데, 이 발언은 그가 미술관 운 위원

으로활동하는것이결코우연이아님을알수있는대목이기도하다.

서정석 변호사는 운 위원 중 유일한 법률가이다. 서 위원은

두 번째 운 위원회의의‘기증자 예우 규정’에 대한 안건 심의와 관

련하여, “관장님! 이 안을 다른 미술관 예를 참조해서 만든 것이지

요? 규정이라는 것은 한 번 만들면 바꾸기 어렵습니다.”라든가“교

육프로그램이연중 200회진행된다고하는데, 이렇게진행하고있습

니까?”등의 에두르지 않는 명쾌한 질문으로 법률가적 면모를 유감

없이발휘한분이기도하다.

네오룩 이미지올로기 연구소소장인최금수 위원은그야말로

호방한 감성의 소유자이다. 그의 메일주소에는 어 animal이란 단

어가들어가있는데, 그것은그의이름이‘금수(禽獸)’와같은발음이

기 때문이다. 학창 시절, 어쩌면 그 이름과 관련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을법한유쾌한최위원의이름은바로금수(갏洙)이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위촉직 운 위원은“미술은 사람에게 놀

이”라고 표현하는 우리나라 등록 제1호(1987년) 사립미술관인 토탈

미술관 관장 노준의 위원이다. 계절 중에서 봄을, 꽃 중에서 들꽃을

좋아하는 노위원은 선구자의 실천적 이력과도 같은 은발을 한 참으

로멋진분이다. 운 위원은미술관살림을함께해나간다는측면에

서 미술관의 가족과도 같다고 여기는 그는 그래서 대구미술관의 가

족중한분이다.

이상의 위촉직 운 위원 아홉 분과 더불어 열정과 진지함이

적절히배합된무게감으로미술관운 위원회를떠받치고있는당연

직 운 위원으로는 정풍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김선희 대구

미술관장이 있다. 미술에 대한 감성의 날이 무뎌질 사이 없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미술관 관장을 비롯해 미술관 운 위원회의 모

든 구성원은 대구미술관을 중심으로 한 유기적이고 균형 잡힌 관계

의망으로결속되어있다. 바로시민에게사랑받는대구미술관, 시민

들이친근하게여기는대구미술관의오늘과또내일을위해서!    

From a viewer’s point of view, a museum is a

space for aesthetic experiences of sensing the emotions

embodied in artworks by perceiving and imagining the

expressive images created by artists. Then, what would

be the role of the members of the board of the museum,

which is considered a space for such aesthetic

experiences and a symbolic venue for artworks?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of the Museum and Art

Gallery Support Act, the board is a body that deliberates

the major issue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museum

including those related to the direction of operation and

development, establishment of major plans of operation,

and plans for acquiring collections. In this way, the board

of Daegu Art Museum, which takes on the characteristic

of a deliberative body, currently operates under its

tertiary system. The 1st board was launched on

September 3, 2010, followed by the launch of the second

system on October 10, 2012. The current 3rd board was

established on October 30, 2014.

The 3rd board is composed of a total of 11 people

of which nine are commissioned members and two are

ex officio members. The term of membership is two

years, but members may serve one additional term. The

nine commissioned members are Chairman Nam

Seong-hee, President of Daegu Health College; Vice-

Chairman Yi Gyeong-soon, Auditor of Hyundai

Chemical; Secretary Yi Dong-gwan, Deputy Managing

Editor of Maeil News Oh Soon-taek, CEO of Dongil

Industries; Park Nam-hee,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Fine Arts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Yi Young-

ho, CEO of Choil Aluminum; Seo Jeong-seok, lawyer;

Choi Geum-su, Director of Neolook Imageology Institute;

and Noh Joon-eui, Director of The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Moreover, there are two ex officio

members－Jeong Pung-young, Director of the Culture,

Sports, and Tourism Bureau of Daegu Metropolitan City;

and Kim Sunhee, Director of Daegu Art Museum－who

support the committee with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passion and sincerity, together with the nine

above mentioned commissioned members.

Director Kim, who exerts her utmost efforts in

every project with her continuous sensitivity toward art,

and the rest of the members of the board, are united

within an organic yet balanced network around Daegu

Art Museum, which seeks to win the hearts of the local

residents of Daegu. 

윤미숙｜대구미술관 전시1팀장

Yoon Mi-sook | Daegu Art Museum Senior Cu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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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품 Collection

댄플래빈
무제(마고를그리워하며)

댄 플래빈은 도날드 저드(Donald Judd), 칼 안드레(Carl

Andre), 솔 르윗(Sol Lewitt) 등과 함께 미니멀 아트(Minimal Art)를

대표하는 작가에 속한다. 1960년대 후반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미니멀 아트는 형상의 재현, 은유 혹은 상징과 같은 전통적인 미

술 형태와 그 의미 체계를 부정했다. 작가의 개인적 필치(筆致)와

그로부터 생겨날 수 있는 의미를 철저히 제거하기 위하여 미니멀

아티스트들은 금속판이나 큐브형태의 물건들을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내고이들을반복적으로배열하는작업을지속하 다.

댄 플래빈은 1960년대 초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형광등을

특정한 형태로 배열하는 작업을 선보 다. 그의 작품에서 형광등

이 발하는 빛은 공간을 채우고 감상자의 몸을 침투한다. 감상자는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을 만질 수 없지만 플래빈의 빛은 감상자의

신체를 엄습함으로써 전통적인 작품과 감상자의 관계를 뒤집는

다. 서양미술사에서‘빛’이라는 재료는‘신적인 것’, ‘ 원함’혹

은‘숭고함’(Sublime)을 상징한다. 고딕 성당의 높은 스테인드

래스를 통해 부서지는 빛은 하늘에서 내리는 신의 은총이다. 만질

수는 없지만 온 대지에 내려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빛, 하지만 플

래빈의 빛은 차디 찬 인공의 빛을 발산한다. 원을 향하지도 않

고, 우리를 명상의 상태로 이끌지도 않는 플래빈의 빛은 그저 차

가운빛일뿐인것이다.

대구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댄 플래빈(Dan Flavin, 1933-

1996)의 1986년작 Untitled (Fondly to Margo) 은 길이가 2.44 미

터인 형광등 여덟 개로 구성되어 있다. 세로로 세워져 벽면에 부

착된 형광등은 넷씩 짝을 지어 45。각도로 서로 마주하고 있으며

노란빛과분홍빛을발산한다. 

플래빈은 1962년 이후에 제작된 대부분의 형광등 작업을

무제로 남겨두고, 그 대신 괄호 속 부제를 통하여 개별 작품을 구

분한다. 플래빈의 이 같은 제목 짓기는 바넷 뉴먼(Barnett

Newman)에게서 향을 받았다. 뉴먼이 1961년 자신의 동생이 갑

작스레 세상을 떠나자 그를 추모하기 위해 작품 Shining Forth를

동생에게 헌정하면서 (to George)라는 부제를 추가한 것처럼 댄

플래빈은 1962년 동생이 세상을 떠나자 뉴먼과 마찬가지로 작품

Icon IV (the Pure Land)에 (to David John Flavin)이라는 부제를 통

해 동생의 죽음을 추모했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플래빈은 작품을

특정한 인물에게 헌정하기 위해 부제를 붙 는데, Untitled (Fondly

to Margo)는 갤러리스트 마르고 리빈(Margo Leavin)을 위한 것이

다. 또한 플레빈은 1986년에 제작한 형광들의 배열이 다른 작품

들에도동일한제목을부여하 다. 

이작품은모두다섯개의에디션이존재하며, 그중한점은

1996년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컬렉터 쥬세페 판차(Giuseppe

Panza)의 기증으로뉴욕구겐하임미술관이소장하고있다. 

Dan Flavin (1933-1996), one of the patriarchs of

minimalist art, began creating his signature works of

arranging commercially available fluorescent light

tubes and fixtures in unique forms in the 1960s. The

light emitted by the tubes permeates the space and is

absorbed by the bodies of viewers. Generally, visitors

are not allowed to touch works exhibited in museums.

However, the light of the works of Flavin envelops

visitors, thereby overturning the traditional relationship

between artworks and their viewers. In the history of

Western art, the material of “light” symbolizes

“divinity,” “timelessness,” and “sublime.” The light

that passes through the stained glass windows of

gothic cathedrals portrays God’s grace from heaven.

Light gives life to all things, but Flavin’s work emits

an icy-cold artificial light. His light is neither directed

toward eternity nor leads us to a state of meditation it

is merely cold light.

Dan Flavin’s Untitled (Fondly to Margo) (1986)

in the Daegu Art Museum collection features eight

2.44 meter long fluorescent lights. The light tubes－in

two groups of four－face each other at 45-degree

angles while emitting yellow and pink hues. 

Most of Flavin’s fluorescent light works created

after 1963 were untitled, but individual works can be

differentiated through the subtitle in parenthesis. This

is known to be an influence of Barnett Newman and

his work Shining Forth, which is followed by a subtitle

(to George), reflecting Newman’s commemoration of

the sudden death of his brother. In this way, Flavin’s

untitled works were followed by a dedication in

parenthesis to a particular person, and Untitled

(Fondly to Margo) reflects his dedication to gallerist

Margo Leavin. 

There are five editions of this work, and one of

them is housed in the Guggenheim Museum in New

York thanks to the gift of globally renowned Italian

collector Giuseppe Panza in 1996. Moreover, Flavin

gave the same names to works with different light

arrangements created in 1986.

김석모｜대구미술관 전시2팀장

Kim Sukmo | Daegu Art Museum Senior Curator

Dan Flavin

Untitled(Fondly to Margo)

Dan Flavin, Untitled(Fondly to Margo), 1986, fluorecent lights, 244×39×20cm

Photo Seok Jaehyun ⓒ Daegu Art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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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술이야기 Story of the Art of Daegu 

한국에서 미술을 말하려면‘평양, 경성, 대구’를 말해야만 한다. 이를 두고 혹자는

근대미술의 자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남북분단 이후 오늘

에이르기까지미술의지형을구축한주요거점으로거론되는곳은여전히서울과대구이

다. 대구는 구한말부터 일제 강점기 시절 그리고 그 이후 형성된 미술의 현대화 흐름에서

단연 자생적이고 독보적인 자산을 쌓아오고 있다.  대구 경북에서 활동한 근대의 걸출한

작가들이 조명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과감하게 현대미술의 응전에 임하여 도전하고 실험했

던 70년대‘현대미술제’역시 역사적인 사건의 하나로 활발하게 조명되고 있다. 서울로

유학 간 대구 출신의 작가들과 계성고와 사대부고 등의 미술부에서 양산된 미술학도들,

그 밖의 동료 간 지역 간 교류를 통해 향을 주고받은 당시의 대구 경북 청년들 대부분이

현대미술제의 주역으로 성장하 고, 현재까지 현역으로 활동하며 후배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우리의 미술사를 새로 쓰게 하는 중요 원천

임이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러한자산과정신은어떤방식으로 오늘까지이어지고 있을까?  

1993년 대구 대봉동에‘시공갤러리’가 개관한다. 2006년 대표 이태가 급작스럽

게타계할때까지시공갤러리는경제논리와거의무관하게운 되며현대미술의한풍경

을 만들었다. 이렇게 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화랑에 대한 투자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투자자의 기여와 문화 인식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시공갤러리의 경우 이태 선생이 큐

레이터를 맡으면서, 흥구석유 김상우 대표가 그 몫을 담당했다. 적지 않은 대구의 자산가

들에게 김상우 대표와 비슷한 열망이 상당한 듯하며, 이 점 역시 여타 도시와 구분되는 대

구의 주요 자산 중 하나가 아닐까 한다. 국공립이 아닌 사립 갤러리가‘공간의 전문성’을

고민하며 국제적인 미술의 흐름을‘로컬’에 수혈하고자 하는 운 방식은 이와 같은 분위

시공화랑, 이태: 첫번째이야기

현대미술의자산, 시공갤러리-1 
Sigong Gallery: The Value of Contemporary Art - 1

01
1999년 3월 18일, 시공갤러리당시박서보개인전
왼쪽부터이태, 정창섭, 이현재, 박서보선생님제자

02
2005년도 IBU 갤러리_파리
왼쪽부터 이 배, 이태, 최병소

03
이태 선생
약 1992-93년 사이, 시공갤러리 개관 직후 정도

기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현대미

술에 대한 화랑 운 자의 고유한 전망이 더해지면서 되돌아볼 만

한 문화공간의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시공갤

러리를 두고 지역의 미술인들이 내리는 평가는 다양하나, 찬반을

아우르는 모든 평가 역시‘그 자체로’대구 미술인들이 지닌 관심

과 열정으로 대구의 미술 풍경을 두텁게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런 거시적 안목을 전제로, 시공갤러리가 갖는

의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대략 세 가지 점을 돌아볼 수 있다.

우선, 갤러리 운 을 책임진 시공갤러리 대표 故 이태와 그 다음

으로 이현재가 주도한 시공갤러리 건축, 마지막으로 시공갤러리

가양산한미술담론의특성과방향등이다. 

1. 시공갤러리대표이태

아무래도대구에서현대미술가들의 주요방향타를만들어

낸 것은 70년대 젊은 작가들의 도전이다. 이태 역시 70년대 계성

고 미술부를 다니면서 현대미술에 대한 감각을 형성했던 것 같다.

당시 대구 현대미술 관련 자료를 보면, 이태의 출품작을 확인할

수 있다. 흑백사진으로 남아 있는 이태의 출품작은 작고 흐릿한

사진이지만 다소 건조한 물성의 탐구가 아닌가 싶다. 개관 후 시

공갤러리의 전시 방향을 되짚어보면, 이태의 감식안은 70년대 현

대미술을 둘러싼 당대의 열망에 근거를 둔 것이었으며, 이 각인을

간직한 채 이태는 여타의 길을 돌아(중동에서 중장비 기사) 다시

미술 현장으로 돌아온 인물이다. 20여년의 시차를 두고‘70년대

시즌 투’를 개시한 것이랄까…. 이 점은‘문화 편식주의’에서 벗

어나, ‘우리의 옷을 입는 로컬리티’의 고유성을 지향하는 전문적

인 현대미술의 기획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시공갤러리 개관전

의 바람과 열정에서 다시 확인된다. 시공갤러리가 90년대 초반에

‘로컬리티, 문화편식주의 그리고 현대미술’을 하나의 맥락으로

엮어 문화의 전망으로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선대가 쌓은 대구

미술 자산에 대한 자부심, 시공갤러리 큐레이터(개관 당시) 이태

자신이 직접 보고 느낀 실험과 도전의 가치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국제적인 공식화 노력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한 직관적인 인식의

결과가 아닐까 추정해볼 수 있다. 필자는 2000년 가을에 처음 이

태 선생을 만나게 되어, 그와의 연관으로 미술의 현장에 들어서게

되었다. 학부 시절 수학을 전공했던 필자로서는 이해되지 않은 많

은 풍경과 잡다하고 시시콜콜한 반목의 기억이 상당하지만(불명

료한 우회적 화법, 소통이라 할 수 없는 언설, 느닷없는 순진성과

고집불통 등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모두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런 기억과는 별개로), 70년대 열정에 이어 80년대

펼쳐진 대구 미술계의 면면을 시공갤러리가 90년대 대구 미술의

현장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매개자 역할을 수행한 점과 한 미술인

의 열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가 하는 점은 마땅히 평가받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우리 전체 미술사로 보았을때 가장 뜨거웠던

70년대와 80년대의 도전을 기억하고, 그것을 현재에 다시 되살리

려는 기획의 근본 방향은 탈출구를 찾던 지역의 미술인들에게 의

미 있는 자극이 되었을 것이다. 이태 개인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선배들의 활동과 시대 흐름에서 각인된 현대미술의 도전과 선진

성이 화랑 운 의 방향으로 자연스레 이어진 것이겠지만, 현대미

술에 대한 앞선 선배들의 노력을 공적인 사회 활동으로, 대구의

독특한 아트 씬의 일부로 이어지게 한 것은 개인적인 성과를 넘어

서는일임이분명하다. 

[ 부 기 ]

이야기는 이현재 작업실에서 시작되었다. 대구미술관 주도

의 인터뷰 형식으로, 시공갤러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하

는 만남이었다. 상업화랑 대표이면서도 미술의 이상과 이념에 복

무하는 외골수의 작가처럼 살다간 이태와 시공갤러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야기가 끝이 없었다. 야사(野史)가 등장하는 것은 당

연하고, 자연스레‘좋은 미술이란 무엇일까, 미술은 어떠해야 할

까’로 이어지며 대구 현대미술에 대한 소사(小史)가 되어 갔다. 시

공갤러리 건축가 이현재, 시공갤러리의 파리 진출과 70년대 현대

미술 주역들의 재해석과 발굴, 소개 등을 지켜본 작가 이배, 당시

미술가들의 막내로 미술현장을 몸으로 기록해 온 작가 이교준이

자리를함께했다. 

이하, 다음호에계속…

2. 시공 갤러리건물과이현재

3. 시공갤러리의담론-대산포름과피악(FIAC)

01

02

03



3029

대구미술이야기 Story of the Art of Daegu

Daegu has been building autonomous and

unparalleled assets within the flow of modernization

of art that has been forming since the late period of

Joseon, and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Contemporary

Art Festival of the 1970s, which had boldly taken up

the challenge and experimented with contemporary

art, is attracting the spotlight as a historical event.

Artists, who had moved to Seoul for their studies,

and students who had been educated in the arts

department of schools including Keisung High School

and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igh School,

played leading roles in the festival; and today they

continue to be active in the contemporary art scene,

and are therefore revered by their juniors. All

materials related to this festival are undoubtedly

major sources in rewriting the history of art of Daegu.

Then, in what way are such assets and artistic spirit

continuing to this day?  

In 1993, Sigong Gallery opened in Daebong-

dong, Daegu. Until Director Yi Tae suddenly passed

away in 2006, this private gallery operated without

concern for economic logic and created a contemporary

art scene by transfusing the flow of international arts

into the “local.” Together with Yi Tae’s unique prospective

on contemporary art, the gallery established itself as

a memorable cultural space. 

It can be said that the exhibitions of Sigong

Gallery had their basis in the desire to promote

contemporary art of the 1970s. It was like presenting

“1970s Season 2” with 20 years apart. This fact is

reconfirmed through the will and passion of the

inaugural exhibition of Sigong Gallery, seeking

uniqueness of the “locality of wearing our tradition.” 

It is assumed that Sigong Gallery was able to

present “Locality: Cultural Monophagism and

Contemporary Art” in a single context in the early

1990s through a pride in the value of the art of Daegu

amassed by the earlier generations. It emphasized the

value of experimentation and challenge that Yi Tae

experienced and realized for himself, and the intuitive

perception on what the international formulation

efforts should be like. 

I believe that Yi Tae’s mediating role in reinstating

the various facets of the Daegu art world that unfolded

throughout the 1970s and 1980s into the Daegu art

scene deserves more recognition. 

남인숙｜전시기획자, 미술비평가

Nam Ihn-sook | Art Critic

로벌이슈 Global Issue

베니스 비엔날레는 1895년에 처음 시작되어 백 년이 넘

도록 지속된 전통과 권위가 있는 현대 미술행사이다. 비엔날레

는 2년마다 개최된다는 의미로, 우리나라에는 광주, 부산 비엔날

레가 개최되고 있다. 올해 56회를 맞는 베니스 비엔날레가 현대

미술의 역사와 함께 해왔으니 미술의 문외한이라도 그 향력과

명성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섬의 남동쪽에 있는 자르디니와 아르

스날레에서 나뉘어 열리고, 이곳에 자리 잡지 못한 국가관의 전

시와 병행전시도 섬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기

간에 전 세계의 수많은 미술 관계자와 작가들이 몰려들어 섬 전

체가 전시장이 되고 예술의 열기로 고조된다는 점이다.

필자가 먼저 방문한 곳은 아르스날레다. 총감독 오쿠이

엔위저 (Okwui Enwezor)가 기획한 <모든 세계의 미래 All the

World’s Futures>를 주제로 열린 본 전시를 볼 수 있었다. 무엇

보다 필자는 국 조선소 던 이곳의 장소성이 주는 연출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게다가 53개국 136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랜만에

한국작가가 출품하 다. 특히, 본 전시에 초청된 임흥순 작가는

여성 노동자의 삶을 담은 작품 <위로공단 Factory Complex>으

로 젊은 작가에게 주는 은사장을 받아 우리에게 의미 있는 비엔

날레로 기억되게 해 주었다.

마치 올림픽을 연상시키는 각 국가관전시로 열기가 뜨거

웠던 자르디니에서는 많은

미술계관계자들과 언론의 관

심이 집중된 한국관의 모습

을 볼 수 있었다. 1995년 마

지막 국가관으로 설립된 한

국관은 곡선형 벽 구조와 유

리벽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

러 개의 다면체로 이루어져

마치 첨단 실험실처럼 보인

다. 사실 작품을 전시하는 공

간으로서는 다소 좁고 쉽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

지만 올해 한국관 작가인 문

경원 & 전준호는 <축지법과

비행술 The Ways of Folding

Space & Flying>을 통해 건

축물의 특징을 그대로 부각

하면서도 한계로 느껴지는

조건을 잘 살려 공간을 재해

석하 다.

전시장 쪽으로 들어

가 건물 외관을 보면 LED 기

술을 활용한 유리벽에서 흰

색과 밝은 파란색, 보라색 톤의 상을 비춰 자르니디의 짙은 녹

음과 함께 인상적인 대비를 이루었다. 전시장 내부로 들어가

상작품을 보면 현재의 자르디니 공원의 자연 경관이 잠시 보인

다. 작품과 설치 방법을 통해 공간은 결국 가상이지만 안팎의 소

통을 구현하 다. 상은 종말적 재앙 이후 지구의 육지 대부분

이 물속에 잠겨 한국관이 부표처럼 떠돈다는 전제 속에서 시작

된다. 작가가 상상한 미래세계는 배우(임수정)가 러닝머신과 연

결된 스크린에서 나오는 자연을 배경으로 운동을 하고, 탄산수

기포가 시선을 잡는 물 컵과 차가워 보이는 미래 가구를 사용하

며, 물속 도시가 된 베니스의 모습을 바라보는 장면들이 반복되

며 그려졌다.

국가관이 집중된 자르디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

러 참여국의 대표 작품들이 마치 경합을 하듯 선보여지는 곳이

라 그런 것일까, 그곳에서 뿜어지는 에너지에 고단함이 느껴지

기도 했다. 하지만 행사장 골목의 민가에 시원하고 경쾌하게 걸

린 형형색색 빨래들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잠시 서서 마시는 커

피 한잔의 여유를 즐기는 베니스의 일상이 겹쳐지며 피로가 상

쇄되기도 했다. 아름다운 섬 베니스와 예술작품이 절묘하게 어

The Lagoon City of Venice

Becomes an Exhibition Space

전시장이된수상도시베니스

남인숙

경북대학교에서 수학전공, 홍익대 대학원

미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수여했다. 끌로드 레비

스트로스와 자끄 라깡을 연구주제로 삼아 현대미

술에대해연구했다. 미학연구자로 <라깡과지젝>,

<발터 벤야민> 외 공저를 출간했고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했으며, 전시 기획자 및 미술 평론가로서

전시기획및다수의평론을발표했다.

현재 예술의 감성적 인식이야말로 비판 의식의 토

대라는 관점을 갖고, 연구, 기획 및 평론의 전망을

실천하고있다.



우러진 곳이었다. 그것들을 이용하여 베니스는 100년이 넘는 비

엔날레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고 그 동력으로 섬 전체가 전시

장이 되어 세계의 사람들을 부르고 있었다. 그 곳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필자는 베니스 비엔날레가 문화예술로 도시를 가꾸고

자 하는 우리에게도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Established in 1895, the Venice Biennale has

been a contemporary art exhibition celebrating its

continuous tradition and prestige for more than a

century. Biennale refers to an event occurring every

two years. In Korea, biennales are held in the cities of

Gwangju and Busan. This year’s Venice Biennale,

which marks its 56th edition, mainly takes place at the

Arsenale and Central Pavilion, Giardini, located in the

south eastern area of the Venetian lagoon. National

pavilions that were not allocated in either the Giardini

or the Arsenale, and collateral events take place at

various venues in the city. Numerous art museums,

related institutions, and artists from all across the

world participate in the festival, transforming the

entire lagoon into an exhibition space and heating up

the art scene. 

I first visited the Arsenale featuring an

exhibition curated by Nigeria’s Okwui Enwezor

exploring the theme of All the World’s Futures.

Korean artists were invited among the 136

participating artists from 53 countries. This year’s

Biennale turned out to be particularly meaningful for

Korea, as Im Heung-soon, who was invited to

participate in the 56th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was awarded the Silver Lion for his documentary film

Factory Complex, featuring the lives and struggles of

female laborers. 

At the Giardini, heated up with national

participation filled with excitement and fervor, almost

like those of the Olympic Games, the Korean Pavilion

was the center of attention of journalists and the art

world. Through their work The Ways of Folding

Space & Flying, artist duo Moon Kyungwon & Jeon

Joonho reinterpreted the pavilion by highlighting the

spatial characteristics while simultaneously incorporating

its limitations. From the interior of the exhibition

space, a film of white, bright blue, and purple tones

projected on the façade of the pavilion using LED

technology achieving an impressive contrast with the

dark greenery of the Giardini could be observed. The

film starts off from the premise that the Korean

Pavilion is bobbing about in the water, while most of

the Earth is submerged under the threat of an

apocalypse. The future world envisioned by the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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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스날레

본 전시장 입구

임종은

임종은은 홍익대학교 미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대안공간루프

의 큐레이터, 대전시립미술관에서 객원큐레이터,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큐레이터

등을 역임하고, 그 외의 기관과 협업을 하거나 독립기획자로서 지속적인 활동을

했다. 공공미술로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삼청동길), <가시리 프로젝트>

(제주)를 비롯한 다수의 프로젝트를 기획했으며, 노마딕 레지던시(중국 2011)를

비롯하여 쌈지스페이스의 국제 큐레이터 레지던시 프로그램(서울 2007)과 도쿄

원더싸이트(일본 2010)에서의 레지던시를 통해 아시아 현대미술에 대한 네트워

크와 작가연구 등의 경험을 가지고 학술적인 연구와 전시 관련 작업을 지속해오

고있다. 

로벌이슈 Global Issue

문경원&전준호 Moon Kyungwon& Jeon Joonho

축지법과 비행술 The Ways of Folding Space & Flying

2015, HD film installation, 10 min 30 sec (설치전경)
ⓒthe artists

The Lagoon City of Venice

Becomes an Exhibition Space

duo was depicted through repeated scenes of the

actress (Im Soojung) running with the landscape

projected through the screen connected to the

treadmill against the backdrop, using a cup with

sparkling with fizz and frigid-looking furniture of the

future, and Venice which has become an underwater

city. 

The Biennale featured an exquisite harmony

between the beautiful Venetian lagoon and artworks.

The city utilizes this harmony to recreate a more than

century-long tradition, and it is through this attraction

that the entire lagoon becomes an exhibition space,

and invites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Conjuring

up memories at the lagoon, I sincerely hope that the

Venice Biennale will provide a reference point for

Daegu, as together we seek to develop the city yet

further through arts and culture.

임종은｜독립큐레이터

Im Jong-eun | Indepedent Curator

한국관 개막식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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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탐방 Exploring Museums

좋아하는 화가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반 고흐라고 대답하는 것은

어딘가 식상하고 심지어 촌스러울지도

모른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나 조르조 모

란디쯤 들이 면 비전문가들 사이에서

어깨를 으쓱할 수 있으려나? 하지만 난

여전히 반 고흐를 사랑한다. 특히 밤의

카페테라스를 보면 그의 시선과 현재 나

의 일상이 만나는 것 같은 묘한 감상에

젖는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크뢸러-

뮐러 미술관으로 이끈 것은 오직 그 그림

을 두 눈으로 보기 위함이었다. 모든 대

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힘들게 찾아간

미술관은 왕의 사슴 사냥터로 빼어난 풍

광을 자랑하는 오떼를로 지역에 있다. 어

째서 이렇게 외진 곳에 미술사 교재에서

나 보던 익숙한 작품들을 다수 만날 수

있는 것일까? 결국 필자는 뮤지엄의 설

립자인 헬레네 크뢸러-뮐러(Helene

Kröller-Müller) 여사 개인의 생을 들여다

보게 되었다. 

독일 태생의 헬레네 뮐러는 원자

재를 납품하며 부를 축적한 유복한 집의

자제 다. 네덜란드인 안톤 크뢸러와 결

혼하며 크뢸러-뮐러 성을 갖게 된 헬레네

는 피렌체에서 르네상스 예술을 접한 뒤

깊은 감명을 받는다. 신흥 부르주아 계급

으로서 20세기 메디치 가문이 되겠다는

야망은 곧 미술관 건립에 대한

계획으로 이어졌는데, 이러한

꿈을 실현시키는 조력자로 미

술사가 브레머가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다. 20년간 화랑과

경매장을 돌며 수집한 11,500

점의 현대 미술 컬렉션은 전적으로 브레

머의 향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헬레네는 반 고흐가 사망한지 18

년 뒤인 1908년에 그의 작품을 처음으로

구입하 고, 이후 총 97점의 유화와 185

점의 드로잉을 사들 다. 당시 반 고흐는

서서히 주목받는 작가 지만 그럼에도

지금과 같이 뜨거운 반응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가난하고 충동적인

삶을 살다간 반 고흐는 헬레나에게 어떤

확신을 주었을까? 그녀는 보수적인 집안

에서 비롯된 여러 속박에서 자유로워지

고 싶었다. 뒤늦게 접한 예술이라는 세계

는 그녀에게 즐거운 탈출구 다. 특히 반

고흐가 남긴 들은 일종의 삶의 지침이

되었다. 반 고흐에게 인생이란 기나긴 고

통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현실을 인정하

으며 그 안에서도 나름의 의미를 찾으

려했다. <슬퍼하는 노인>, <감자먹는 사

람들>, <씨 뿌리는 사람> 등은 이러한 그

의 인생관을 반 한다. 

헬레네는 반 고흐의 그림에서 고

단한 현실을 조금씩 극복해나가려는 자

세를 읽었고 절망 속에서도 천천히 투쟁

하는 끈기와 자립할 수 있다는 위안을 얻

었다. 반 고흐는 마치 열반에 이르기 위

한 불교 구도자 같았고, 기독교적 속박에

서 해방되길 원했던 헬레네에게 이러한

점은 매력으로 다가왔다.

헬레네는 자신의 깨달음을 미술품

을 통해 대중과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천천히 나아가도 괜찮다는 자세는 건축

주로서 그리 바람직하지 않았다. 그녀는

당대의 내로라하는 건축가들에게 설계를

의뢰하 으나 최종 결단을 내리지 못하

다. 그러한 와중에 미스 반 데 로에

(Mies van der Rohe)에게도 기회가 돌아

간다. 지금에야 근대건축의 개척자로 역

사의 한 획을 그은 건축가로 기억되지만

당시 약관의 청년에게 일을 맡긴 이유는

의문이다. 아마도 젊은 시절의 말론 브란

도를 연상시키는 외모와 진지한 성품이

호감을 주었으리라 추측될 뿐이다. 놀라

운 점은 헬레네가 미스에게 실물 크기의

모형을 제작하도록 요청한 사실이다. 언

제나 축소된 크기의 작은 모형만을 다루

는 건축업 종사자로서는 입이 절로 벌어

지게 만든 일대 사건이다. 미스의 설계안

은 나무와 캔버스 천을 이용하여 헤이그

근방에 지어진다. 아래에는 바퀴를 달아

이곳저곳으로 자리를 옮겨볼 수도 있었

다. 하지만 미스의 안은 채택되지 못했

다. 인근에 철도 노선이 들어설 것이라는

루머 때문에 뮤지엄 부지도 좀 더 평화로

운 오떼를로로 변경된다. 1938년 더치

픽쳐레스크가 인상적인 공원에 크뢸러-

뮐러 뮤지엄이 건립된다. 20년이 넘는 기

간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다. 세계대전

이후의 경기 침체로 크뢸러-뮐러 가문은

빈털터리가 되었고, 미술품과 토지를 국

가에 헌납하고 만다. 헬레네는 요양원 신

세를 질 정도로 정신적으로 쇠약해졌으

며, 그 사이 미스는 대가의 반열에 오른

다. 뮤지엄은 벨기에의 건축가 앙리 반

데 벨데(Henry van de Velde)의 계획으

로 지어지지만 그가 즐겨 쓰던 아르누보

의 유려한 곡선은 찾아볼 수 없다. 일단

은 임시로 지을 요량이어서 비용을 최대

한 줄여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70년대

한 차례의 확장이 더해졌을 뿐, 우리를

맞이하는 것은 여전히 처음 그대로다. 비

록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히 미

완성의 건축으로 기록되지만, 미술관의

중심이 반 고흐를 위해 존재하길 원했던

크뢸러-뮐러 여사의 바람은 온전히 구현

되었다. 바닥이 십자 형상을 띤 공간에

들어서면 반 고흐 특유의 박력 있는 터치

가 관람객들을 사로잡는다. 꿈틀거리는

질감은 집배원 조셉 룰랑의 수염에도, 사

이프러스 나뭇 가지를 흔드는 프로방스

의 공기에도, 농부의 열정만큼 이 거리

는 태양에도, 마찬가지로 반 고흐 자신의

얼굴에도 생생한 기운을 불어넣는다. 그

리고 이와 조우한 관람객의 시간은 유독

고요하고 천천히 흐른다.

03
감자먹는 사람들 The Potato Eaters

1885

oil on canvas mounted on panel

73.9×95.2cm

04
씨뿌리는 사람 The Sower

1888

oil on canvas

64.2×80.3cm

ⓒ Collection Kröller-Müller Museum,

the Netherlands

05
미술관전경

01
밤의 카페 테라스 Terrace of a Cafe at Night

(Place du Forum)

1888

oil on canvas

80.7×65.3cm

02
슬퍼하는 노인 Old Man in Sorrow 

1890

oil on canvas

81.8×65.5cm

02

05

미완성의미술관에서

거장의자취를찾다

Discovering Traces of a Master in an

Uncompleted Museum 

03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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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may be a bit of a cliché to

say that you are fond of Vincent

van Gogh’s works. However, when

viewing Terrace of a Cafe at Night

(Place du Forum), one becomes

immersed in a strange feeling as

if one’s daily life encounters the

gaze of van Gogh. This particular

painting was the sole reason

behind my visit to the Kröller-

Müller Museum. 

Helene Kröller-Müller, the

founder of the museum, was born

into a wealthy family. She harbored

the ambition to become the

“Medici family of the twentieth

century” upon encountering

Renaissance art in Florence. She

purchased her first van Gogh’s

work in 1908, which was 18 years

after the death of the artist, and

eventually amassed a total of 97

of van Gogh’s oil paintings and

185 drawings. 

What could have led Helene

to have the confidence to own so

many works of van Gogh, a painter

who had lived an impoverished

and impulsive life? Perhaps it was

because she wanted to free

herself from the constraints of her

conservative family. The world of

art, which she delved into at a late

age, was a fun escape for her.

From van Gogh’s works, Helene

came to understand the artist’s

will and efforts to gradually

overcome his harsh reality,

deriving the perseverance to

continue to fight even in his

despair, and moreover the comfort

of the possibility to achieve

independence. Helene sought to

share such enlightenment with the

public through artworks and

eventually decided to establish a

museum. Following 20 years of

trial and error, she established the

Kröller-Müller Museum in Otterlo,

designed by Belgian architect

Henry van de Velde. 

Helene Kröller-Müller’s hope

that the museum would exist

solely as a venue for exhibiting

the works of Vincent van Gogh

was finally realized. When entering

the space of the museum with its

cross-shaped floor, the powerful

brushstrokes that are unique to

van Gogh captivate visitors. The

textural vitality inspires life into

the mustache of the postman

Joseph Roulin, the breezes of

Provence rustling through the

branches of Cypress trees, the

sun blazing as much as the

passion of the farmers, and

moreover the face of van Gogh

himself. Time passes slowly and

silently for the visitors who

encounter this amazing artist’s

vitality.

배윤경｜건축가, 칼럼니스트

Bae Yoon-kyung | Architect, Columnist

미술관 탐방 Exploring Museums

06
우체부 조셉 룰랭의 초상

The Portait of the Postman Joseph Roulin

1888

oil on canvas

65×53.9cm 

07
자화상

Self-portrait

1887

oil on cardboard

32.8×24cm 

08
두 여인과 사이프러스 나무

Cypresses with Two Figures

1889-1890

oil on canvas

91.6×72.4cm

ⓒ Collection Kroller-Muller Museum,

the Netherlands 

09
크뢸러 뮐러 미술관의 반 고흐 컬렉션 전시실

10, 11
크뢸러뮐러 미술관 모습

06

07

08

09

10

11

배윤경

연세대학교와 네덜란드에 있는 베를라헤

인스티튜트에서 건축을 공부했다. 현재 단국대학

교에서 외래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오기사디

자인 소속으로 건축 재현과 소통 방식에 대해 고민

중이다. 다음 스토리볼에 <건축, 일상이 되다>를

연재하 고, 저서로는 <암스테르담 건축기행>,

<어린이를위한유쾌한세계건축여행>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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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술관개관 4주년기념특별전’오픈식

<잉카쇼니바레MBE: 찬란한정원으로>, <대구 3부작>, <Y artist 6 윤동희> 

대구미술관(관장 김선희)은 개관 4주년을 맞아 <잉카 쇼니바레: 찬란한 정원으로>,

<대구 3부작>, <Y artist 6 윤동희: 발견된기억>을개최하고지난 6월 1일 기자간담회

와 전시 오픈식을 가졌다. 오픈식에는 참여작가인 김호득, 이기칠, 김희선, 윤동희,

잉카 쇼니바레 MBE 등과 권 진 대구시장, 찰스 헤이 주한 국대사, 마틴

프라이어 주한 국문화원장, 펄 램(펄램 갤러리 대표) 등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해대구미술관개관 4주년과특별전개최를축하하 다.

Opening Ceremony of Special Exhibitions Celebrating

the 4th Anniversary of Daegu Art Museum

Yinka Shonibare MBE: Wilderness into a Garden; 

The Daegu Trilogy; Y Artist 6: Youn Donghee, Discovered

Memories

In celebration of the 4th anniversary of its opening, Daegu Art

Museum presented three special exhibitions Yinka Shonibare

MBE: Wilderness into a Garden, The Daegu Trilogy, Y Artist 6: Youn Donghee, Discovered

Memories－and held a press conference and opening ceremony on June 1. Not only the

participating artists－Kim Ho-deuk, Yi Gee Chil, Kim Hee-seon, Youn Donghee, and Yinka

Shonibare MBE－but also distinguished guests from both home and abroad－including Kwon

Young-jin, the Mayor of Daegu; H.E. Charles Hay, British Ambassador to Korea; Martin Fryer,

Director of the British Council; Pearl Lam, Director of Pearl Lam Galleries－were present at the

ceremony to celebrate the 4th anniversary of the museum and the special exhibitions.

잉카쇼니바레MBE, 김호득, 이기칠, 김희선작가와의대화

지난 5월 31일(일) 잉카 쇼니바레 MBE가 대구를 찾아‘작가와의

대화’시간을 가졌다. 이날 쇼니바레는 작가의 작품세계, 비하인

드 스토리 등 본인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제

로 300여명의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6월 6일(토)에는

<대구 3부작>의 참여작가인 김호득, 김희선, 이기칠 작가가 관람

객과소통하는시간을가졌다. 

Artist’s Talk: Yinka Shonibare

MBE, Kim Ho -deuk, Yi Gee

Chil, Kim Hee -seon 

On Sunday, May 31, Yinka

Shonibare MBE visited

Daegu and held an artist’s

talk. More than 300 people

attended the talk in which

the artist talked about a

wide range of topics to

help the understanding of

his works including his

oeuvre and stories behind

his works. On Saturday,

June 6, Kim Ho-deuk, Kim Hee -seon, and Yi Gee Chil,

participating artists of the exhibition The Daegu Trilogy

held an artists’ talk and communicated with the public.

미술관 소식 Daegu Art Museum News

철학가권 민과함께하는‘마이너리그서양미술사’

철학연구가이자「철학자 아빠의 인문육아」저자인 권 민을 초청하여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미술사

교양강좌를 개최했다.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 ‘배운 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천재 개념과 싸운 천재

들’, ‘적과의 동침’등을 주제로 격주 화요일에 총 6차례 진행하 다. 수강생들은“예술세계에서‘비주

류’로 취급받았던 미술이 현재 어떻게‘주류(major)’인 예술작품으로서 평가받는지 살펴볼 수 있는 흥

미로운시간이었다”며특강에대한소감을밝혔다.

“Minor League Western Art History” with Kwon Young-min 

Philosophical researcher and author of Humanities Parenting

of a Philosopher Dad, Kwon Young-min, was invited to give

lectures on art history from April to June. A total of six

lectures were held every other Tuesday on topics including:

“This is not art;””People who do do as they learned;“

“Geniuses who fought against genius concepts; “and”

Sleeping with the enemy.”Attendees were content with the

lectur essaying that “It was a great opportunity to explore

how art of the”minor league”came to be evaluated as that of

the”major league” in the art world of the present.”

서경식교수특강‘잉카쇼니바레와디아스포라아트’

7월 11일(토) <잉카 쇼니바레 MBE: 찬란한 정원으로> 전시연계 특강으로 도쿄경제대학교 교양학부

서경식교수를 초청해‘잉카 쇼니바레와 디아스포라 아트 - 제국과 놀다, 제국을 놀리다’를 실시했다.

특강에서 서경식 교수는 잉카 쇼니바레 MBE의 작품에서 담론화하고 있는‘제국주의’, ‘식민주의’,

‘탈식민주의’그리고‘자본주의’등의 논제들을 한국인의 관점에서 풀어내어 전시에 대한 관람객들의

이해와 흥미를 높 다. 이날 특강에는 250여명이 사전접수를 신청하는 등 강의에 대한 열기와 호응도

가높았다.

Lecture by Professor Suh Kyungsik 

“Yinka Shonibare and Diaspora Art”

On Saturday, July 11, Professor Suh

Kyungsik of Tokyo Keizai University was

invited to give a lecture titled “Yinka

Shonibare and Diaspora Art: Playing with

the Empire / Teasing the Empire” as special

lecture in conjunction with the exhibition

Yinka Shonibare MBE: Wilderness into a

Garden. Professor Suh raised interest and

understanding of the exhibition by

unraveling the issue so fimperialism, colonialism, and post-colonialism embodied in the works

of Shonibare from a Korean perspective. The lecture received great attention, and more than

250 people made reservations to attend the special l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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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마믹 비엔날레 Animamix Biennale

2015. 10. 27(화) - 2016. 2. 14(일)

작품수집심의회의개최

지난 6월 19일 2015년도 작품수집심의회의를 개최하 다. 이 회의를 통해 구입 작품 50

점, 수증 작품 672점, 관리전환 작품 25점을 수집하기로 해 올해 약 750점의 작품을 추가

로 소장하게 되었다. 수집여부가 가결된 작품 중에는 세계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작가 이배, 서도호, 왕칭송의 작품을 비롯해서 이인성의 작품 <연못>, <향원정>이 포함되

어있다. 

Hosting of Council Meeting for Collection

The 2015 Council Meeting for Collection was held on June 19. The meeting

proved adding 750 pieces of artwork to the museum this year, including 50

purchased works, 672 works as gifts, and 25 works under the care of the

museum. The new collection includes works by globally active artists such

as Lee Bae, Do Ho Suh, and Wang Qingsong as well as Pond and Hyang

Wong Jeong by the late Lee In-sung.

‘Y+ Artist Project’배종헌, 한무창작가선정

2012년부터시작한신진작가발굴양성프로젝트 Y Artist Project와함께대구미술관은

Y+ Artist Project를 2015년 새롭게 추진하 다. Y+Artist Project는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만 40세~49세의 중견작가들에게 개인전기회 제공및 작품제작비 지원, 국내외

홍보 등의 특전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로서, 배종헌(1969년생), 한무창(1972년생) 두 명의

작가가선정되었다.

Artists Bae Jong-Heon and Han Moo-chang Selected for Y+ Artist Project

Together with the Y Artist Project for discovering and nurturing young

artists that was launched in 2012, Daegu Art Museum launched the Y+Artist

Project in 2015. Two artists－Bae Jong-heon (b. 1969) and Han Moo-chang

(b. 1972)－were selected for the Y+Artist Project, which provides special

benefits for established artists with ages between 40 to 49 years, based in

Daegu including opportunities for solo exhibitions, financial support for

creating artworks, and promotional support both at home and abroad. 

01 왕칭송, Follow You

2013, C-print, 180×300cm

02 최화수, 바느질하는여인

1930년대, oil on panel, 33×23.5cm

03 이수경, 번역된도자기

2014, TVW 26, 2014, 도자파편, 에폭시, 금박

140×120×300cm

04 키키스미스, Medusa, 2003, bronze, 172.7×50.8×30.5cm

05 이배, From Fire, 2014, acrylic medium and charcoal on canvas, 194×260cm

06 데비한, 미의조건Ⅶ, 2010, bronze, 60×25×28cm(×6)

01

02 03
04 05 06

한무창작가

배종헌작가<

<

아시아 지역의 동시대 미술 교류와 소통에 중점을 두고 한국, 중국,

일본, 홍콩에서 참여하는 작가들의 특색 있는 애니마믹적 주제, 이미

지또는기법을차용한자신만의독창적인작품세계를소개하는전시

This exhibition-placing emphasis on the exchange and

communication of contemporary art in the Asian region

introduces the unique art worlds of artists from Korea,

China, Japan, and Hong Kong exploring animamix themes,

images, and techniques.

오픈식 Opening Ceremony: 2015. 10. 26(월)  

허은경, Joy, 2011, acrylic on board, 27.2×34.9cm
RBW-(3),  2011, acrylic on board, 20.5×30cm  

이명미: 말해주세요 Lee Myung-mi: Tell Me 

2015. 9. 22(화) - 2016. 2. 9(화)

대구출신으로 독특한 화면 구성과 화려한 색채로 현대미술 화단에서

입지를 굳히며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명미 작가를 재조명하기 위한

기획전시

This special exhibition highlights the works of Daegu-

based artist Lee Myung-mi, who has established herself in

the contemporary art scene through unique compositions

and resplendent colors.

오픈식 Opening Ceremony: 2015. 10. 26(월) 

이명미, 말해주세요 Tell Me
2011, acrylic on canvas, 181×227cm

제 15회 이인성상 수상전: 김지원

15th Lee In Sung Prize Winner Exhibition: Kim Ji-won

2015. 10. 13(화) - 2016. 2. 9(화)

회화의 본질을 탐구하며 독창적인 작업세계를 선보이는 화가 김지원

의작품세계를소개하는전시

This exhibition introduces the works of Kim Ji-won, an

artist exploring the essence of painting. 

오픈식·시상식 Opening Ceremony & Awards: 2015. 11. 4(수)

김지원, 맨드라미 Mendrami  2003, oil on linen, 228×182cm
맨드라미 Mendrami  2015, oil on linen, 228×182cm

Y Artist 7 류현민 Y Artist 7 Ryu Hyun-min 

2015. 10. 27(화) - 2016. 2. 14(일)

사회적 구조, 예술의 본질 등, 예술가로서 또한 생활인으로서 느끼는

호기심과 우연한 요소들을 특유의 시각을 개입시켜 다양한 매체를

통해표현하는 <Y Artist 7 류현민>의작품세계를소개하는전시

This exhibition introduces the world of art of Y Artist 7, Ryu

Hyun-min, who expresses curiosities and coincidental

factors experienced as an artist or living being in relation to

issues such as social structure and essence of art via

diverse media, through his unique perspective.

오픈식 Opening Ceremony: 2015. 10. 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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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가정의달기획교육프로그램인이번‘Art, 톡 Talk’은
오트마회얼 <뒤러를위한오마주> 전시와연계하여진행하 다. 

대원들은대장이준마지막미션을수행하기위해
가족과함께<뒤러를위한오마주>를통해느낀

다양한생각을자유로운형식의 과그림으로보내주었다.

706-190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술관로 40  T. 053-790-3000   F. 053-790-3089   www.daeguartmuse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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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김혜진대구미술관홍보팀 디자인애드갤러리 인쇄삼일사

‘Art, 톡 Talk’그후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