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저는 헬로 아티에요.

지금부터 현대미술에 대한 재미난 상상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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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Museum of Art presents 
Charge Your Imagination, the third 
exhibition of 2007. As the title itself 
suggests, the exhibition is intended to 
understand the codes of contemporary 
arts by looking at how imagination, the 
driving force of art, affects each artists’ 
works and how it is manifested.

This exhibition is meant to be audience-
friendly, helping the viewers feel closer to 
contemporary art – something that is 
normally difficult to understand – by 
introducing it in an accessible manner. 
Charge Your Imagination classifies and 
interprets artistic imagination into 
ordinary concepts of mirror, mind, story, 
question mark, dream and play. I hope that 
this exhibition effectively cultivates the 
creative imaginations of children and 
recharges the artistic minds of grown-ups 
so that art becomes something to be loved 
and part of everyday experience.

Both established and emerging artists are 
participating in Charge Your Imagination. 
They hail from different backgrounds and 
work with different media. Through the 
senses, intellects and imaginations of the 
participating artists, who transcend 
genres of art and generations, a new arena 
unfolds for aesthetic experience of cross-
over of art and daily life. This arena of 
aesthetic experience is accomplished by 
the participation of the visitors to the 
exhibition space, and it expands to the 
arena of communication at the same time.

I would like to extend my heart-felt 
appreciation to the artists participating in 
this exhibition and the visitors to 
Gyeonggido Museum of Art. With your 
encouragement and support, Gyeonggido 
Museum of Art will become a mecca of 
contemporary art loved by not only the 
citizens of Gyeonggido but also the 
worldwide citizens.

July 2007
Kim Hong-hee, director of GMA 

Gr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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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씀 경기도미술관은 2007년 3번째 기획전으로 

상상 충전을 개최합니다. 제목이 시사하듯이, 

미술적 창조의 원동력인 ‘상상’을 주제로 

상상이라는 요소가 개별 작품에 어떻게 작용하고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는지 살펴봄으로써 

현대미술의 코드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전시회의 기본 취지입니다.

이 전시회는 어려운 현대미술을 쉽게 풀이하고 

친절하게 소개하면서 관객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는 관객친화적인 전시회로 마련되었습니다. 

미술적 상상을 거울, 마음, 이야기, 물음표, 꿈, 

놀이라는 일상적 개념으로 분류, 해석한 

상상 충전전이 어린이들에게는 창조적 상상력을 

키우고 일반인들에게는 미술을 애호하고 

일상화하는 미술 충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상 충전전에는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다양한 

매체로 작업하는 중견 작가들과 신진작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르별, 세대별 구분을 초월한 

참여작가들의 감각, 지성, 상상력을 통해 예술과 

일상이 교차하는 새로운 미학적 경험의 장이 

펼쳐집니다. 이 미학적 경험의 장은 전시장을 

방문한 관람객의 참여로 완성되는 동시에 소통의 

장으로 확장됩니다. 

이번 기획전에 참여해주신 작가 선생님들과 귀한 

소장품을 기꺼이 대여해주신 소장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미술관을 늘 방문해주시는 관람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경기도미술관은 도민 뿐 아니라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현대미술의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7월

김홍희, 경기도미술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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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미술사가 E.H. 곰브리치의 ‹미술 

이야기›는 이런 구절로 시작합니다. “미술이라는 

것은 정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미술가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책은 유적이나 미술관을 찾아가야 

만날 수 있는 미술 작품을 신성한 물건이 아니라 

‘인간 활동의 산물’로 보고 써내려간 책입니다. 이 

책이 50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말을 포함한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미술 입문서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작품’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관점을 

지키면서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옛날이야기처럼 자상하게 동서고금 미술의 세계로 

안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책의 서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많은 일을 합니다. 미술이란 말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런 활동들을 모두 미술이라 불러도 

무방합니다.”

‹상상 충전›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현대미술을 이야기체 서술로 친절하게 소개하는 

전시입니다. 이 전시는 미술은 거울, 미술은 마음, 

미술은 이야기, 미술은 물음표, 미술은 꿈, 미술은 

놀이 등 6개의 작은 주제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모인 작품들은 만드는 방법도 감상하는 방식도 

각양각색이지만 본대로 그리고, 마음을 표현하고, 

일상을 기록하고, 생각에 잠기며, 꿈꾸며, 신나게 

노는 아주 일상적인 인간 활동의 산물입니다. 이 

전시의 주제인 ‘상상’은 이 모든 활동과 미술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이자 시간 속에 흘러 지나가는 

일상을 캔바스나 조각 그리고 모니터 속에 작품으로 

응결시키는 에너지입니다. 관람객 여러분은 하얀 

벽면에 그림이 걸린 전통적인 ‘화이트큐브’ 

전시로부터 만지고 놀면서 함께 완성하는 참여형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현대미술의 

체험하며 상상의 세계에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상상 충전›은 ‘상상 에너지’가 개별 작품에 

어떻게 깃들어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보여주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가 아니라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스스로 세상을 발견’하고 유연하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작품 속에 담긴 상상의 세계와 하나씩 

마주칠 때마다 마음의 비타민인 상상의 힘이 조금씩 

충전되고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이제부터 

현대미술과 친해지고 싶은 어린이와 어린이 같은 

순수한 호기심을 가진 어른들이 자신 안에서 작가적 

상상력을 발견하고 스스로 세상을 견디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현대미술에 담겨진 여섯개의 

상상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현대미술을 이야기하는

여섯 개의 상상

임근혜, 경기도미술관 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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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 Your Imagination’ is an 

exhibition that introduces contem-

porary art and leads us to ask ques-

tions in a friendly way. This exhi-

bition addresses six subthemes: Art 

is Mirror, Art is Mind, Art is Story, 

Art is Question, Art is Dream, and 

Art is Play. Viewers are invited to 

experience contemporary art in 

various ways, from a traditional 

‘white cube’ exhibition with paint-

ings hanging on white walls to the 

audience-participation project in 

which the viewers join in artwork 

creation through touch and play. 

All the works presented here are 

products of the full range of every-

day human activities. Objects are 

drawn as they are seen; feelings 

are expressed; daily life is 

recorded; and people are absorbed 

in meditation, dreaming, and play-

ing with joy. There are so many dif-

ferent ways to create and appreci-

ate each of these works. The theme 

of this exhibition is ‘imagination,’ 

a connector which links all these 

activities with art, and energy 

which freezes all daily things 

passing along with the flow of time 

into a canvas, sculpture or a moni

tor as works of art.

‘Charge Your Imagination’ will 

serve as a guide to show how such 

‘imagination energy’ is incorpo-

rated into each of these works and 

what meanings are delivered to the 

viewers. Children with their open 

minds and warm hearts need to ‘dis-

cover the world by themselves 

through communication with them-

selves’ rather than ‘as they are 

taught by the world.’ They will feel 

that their power of imagination, 

the sustenance of their minds, is 

charged little by little as they 

encounter the world of imagination 

contained in each work. Now, I will 

tell you the six stories of imagina-

tion in contemporary art in the hope 

that children who want to be famil-

iar with contemporary art and 

grown-ups with child-like curios-

ity will discover the artistic 

imaginative power inside them-

selves and learn how to endure the 

world by themselves. 

‘Story of Art’ by E.H. Gombrich, the 

world-famous art historian and 

scholar, has an introduction that 

starts with, “There Really is no 

such thing as Art. There are only 

artists.” This book was written 

from the viewpoint that works of art 

which we can see only at historic 

sites or art museums should be seen 

as ‘products of human activity’ 

rather than sacred objects solemnly 

placed on pedestals or in frames. 

Why is it that even after fifty years 

since ‘Story of Art’ was first pub

lished, the book remains a timeless 

guide for art loved by readers all 

over the world, translated into 

many different languages? It is 

because the book guides readers 

into the world of art of all times 

and places, telling stories very 

clearly and in detail like an old 

story told by a grandfather to his 

grandson, while consistently main

taining its focus on ‘humans’ 

rather than ‘works of art’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The introduction of the book con

tinues, “…they did and do many other 

things. There is no harm in calling 

all these activities art as long as 

we keep in mind that such a word may 

mean very different things in dif-

ferent times and places, and as long 

as we realize that Art with a capi-

tal A has no existence.” 

Six Stories about 
Imagination in 
Contemporary Art

Lim Keun-hye, curator of GMA



이처럼 실제와 똑같이 그리기 즉, ‘재현’은 화가의 

손끝에서 그리는 대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미술의 

가장 원초적인 기법입니다. 변화하고 사라져가는 

대상을 화폭에 담으면서 화가들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바램을 담습니다. 항상 보이는 풍경, 

늘 사용하는 물건, 매일 만나는 사람들도 그림을 

그리기 위해 꼼꼼히 관찰하다 보면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과 계절의 변화에 따라 무수히 다른 표정을 짓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강운 작가는 거대한 자연 속에서 

한 점에 불과한 인간 존재의 한없는 가벼움을 

느낍니다. 거대한 화폭에 담긴 하늘과 구름을 

바라보며 보잘 것 없는 자신을 잊고 거대한 자연의 

일부가 되는 느낌을 그림을 보는 우리도 함께 느끼게 

됩니다.

대자연의 산물인 과일과 야채를 그린 한운성 작가의 

그림은 평범하지 않은 크기만큼 강한 여운을 

남깁니다. 그림 속의 과일들은 더 이상 달콤한 맛을 

연상시키는 먹거리가 아닙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작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명공학이 발달해서 

생명복제나 유전자 조작이 이루어지면 과일들의 

지금 모습도 언젠가 사라지겠구나.’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생명체 본연의 모습을 잃은 개량 품종이 

아니라 가장 자연스런 과일의 모습을 화폭에 담는 

화가의 눈에 과일은 바로 생명 덩어리인 것입니다.

과일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과일은 실물과 너무나 

닮아서 새가 쪼아 먹으려 했다는 제욱시스의 포도와 

기하학적 형태미가 드러나도록 둥근 ‘구’ 모양으로 

단순화시켜 그림으로써 추상미술의 시대를 연 

세잔의 사과일 것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그리는 

방법과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윤병락 작가는 

전통적인 모방적 재현 기법과 캔버스를 변형시킨 

현대적인 방법을 결합하여 상자 속의 사과만 남기고 

나머지 여백을 오려냈습니다. 그가 그린 사과는 

그림인지 실제인지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화가에게 사과는 하나의 조형적 실험대상인 

것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미술사만큼 작가들에게 풍부한 

자원도 없을 것입니다. 남경민 작가가 그린 실내 

풍경 속에는 매우 낯익은 이미지들이 등장합니다. 

베르메르, 프리다, 모딜리아니, 고흐, 세잔 그리고 

리히터 등 그가 존경하는 화가들의 작업실을 그린 

그림들은 미술사를 통해 알려진 사실과 작가의 

상상을 조합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작가는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이어주는 창문을 통해 화가들의 

작업실을 바라보고 그들의 삶과 예술이 묻어난 

물건들을 상상하여 그려 넣음으로써 그들의 삶 속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화가들과 그림을 통해 대화하는 

남경민 작가와 달리 이광호 작가는 살아있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그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진으로 착각할 정도로 똑같이 그리는 일은 외모 뿐 

아니라 모델의 생각이나 마음까지 읽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화가가 100여 점이나 되는 초상화 

연작의 제목을 ‘인터뷰’라고 한 이유는. 초상화를 

그리는 과정이 마치 대화를 나누듯 대상을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림 속에는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외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만 느낄 수 있는 ‘상상적 여운’이야말로 

미술이 주는 진정한 즐거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술사의 첫 장을 장식하는 작품은 캄캄한 동굴 

벽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생존을 위해 사냥을 했던 

원시인들은 낮에는 들판을 뛰어다니고 밤에는 

동굴에 모여 앉아 ‘사냥을 많이 해서 배불리 

먹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숯이며 흙으로 

사냥감을 그렸습니다. 실제 들소와 비슷할수록 

사냥감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왠지 벌써 내 

손안에 고기 덩어리가 쥐어진 듯 즐거웠을 것입니다. 

상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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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Un / 1966 
kangun1203@hanmail.net

강운

순수형태 – 여명 / Pure Form – Ray of Hope
333.3 x 218.2cm / 캔버스에 유채 / 2000
광주시립미술관 소장

상
상

 1: 미
술
은

 거
울

순수형태 – 여명 / Pure Form – Ray of Hope
333.3 x 218.2cm / 캔버스에 유채 / 2000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순수형태 – 여명 / Pure Form – Ray of Hope
333.3 x 218.2cm / 캔버스에 유채 / 2000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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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터와의 대화 / Conversation with Richter
131 x 162 cm / 리넨에 유채 / 2006 
개인 소장

Nam Kyung-min / 1967
kodok@lycos.co.kr

남경민

고흐의 아를르의 침실

96 x 130.5 cm / 리넨에 유채 / 2007
개인 소장

상
상

 1: 미
술
은

 거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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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Un-sung / 1946
hanus@snu.ac.kr

한운성

2+3+4
75 x 200 cm / 캔버스에 유채 / 2007

상
상

 1: 미
술
은

 거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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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향기 / Autumn’s Fragrance
145 x 228 cm (가변 설치) / 캔버스에 유채 / 2004

Yoon Byung-rock / 1968
bomulyoon@hanmail.net

윤병락

상
상

 1: 미
술
은

 거
울

가을향기 / Autumn’s Fragrance
119 x 155 cm / 캔버스에 유채 / 2004

가을향기 / Autumn’s Fragrance
106 x 196 cm / 한지에 유채 / 2006



20 21윤선화 / Yoon Sun-Hwa
80.3 x 60.6cm / 캔버스에 유채 / 2006

이정은 / Lee Jeung-Eun
80.3 x 60.6 cm / 캔버스에 유채 / 2006

추인엽 / Choo In-Yeop
80.3 x 60.6 cm / 캔버스에 유채 / 2006

Timo Kelaranta
80.3 x 60.6 cm / 캔버스에 유채 / 2006

Lee Kwang-ho / 1967
heaho@chol.com

이광호

김일란 / Kim Il-Ran
80.3 x 60.6cm / 캔버스에 유채 / 2006 

손상원 / Sohn Sang-Won
80.3 x 60.6 cm / 캔버스에 유채 / 2006

강석필 / Kang Seok-Pil
80.3 x 60.6 cm / 캔버스에 유채 / 2006

김상렬 / Kim Sang-Ryul
80.3 x 60.6 cm / 캔버스에 유채 / 2006

상
상

 1: 미
술
은

 거
울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차가운 겨울 들판을 헤매는 

여자가 있습니다. 벌거벗은 채 무장도 하지 않은 

여인은 포탄을 쏟아 붓고 있는 전투기에 쫓기고 

있군요. 고영미 작가의 그림 속 풍경은 화려하고 

동화적인 면과 황량하고 폭력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에 있을 것 같지 않은 이런 

장면들은 도대체 무엇을 그린 것일까요? 

TV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폭력 사태를 접하면서 작가는 종종 슬픔에 잠깁니다. 

이 슬픔은 전쟁에서 죽어가는 희생자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잔인한 현실에 대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자책과 무기력감에서 온 슬픔인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포화에 둘러싸인 벌거숭이 

여인은 바로 세상의 폭력 앞에 한없이 나약한 

자신의 모습입니다.

비현실적인 그림 속의 상황을 보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유는 누구나 세상사를 겪으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또 비슷한 감정들을 가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단지 표현만이 다를 뿐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 겪는 일들이 가슴 깊이 응어리진 

감정으로 남아 있다가 어른이 된 후 문득 마음 속에 

떠오르곤 하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친숙한 공간과 사물을 솜으로 둘러싸는 

설치미술가 권종환 작가에게는 유년시절이 그다지 

유쾌한 추억만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는 어렸을 때 

다니던 초등학교 교실의 칠판, 책상, 걸상을 모두 

솜으로 만들었습니다. 뭉게뭉게 피어오르다 

흩어져버리는 구름 같기도 하고 입안에 넣으면 

단숨에 녹아버릴 솜사탕 같은 하얀 솜은 따스하고 

부드럽지만, 어쩐지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은 

느낌도 줍니다. 작가는 학교를 긴장과 억압의 

장소로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기억은 함께 나눌수록 더 즐겁고, 나쁜 기억은 

함께 나눌수록 그 슬픔과 분노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티벳 스님 틱낫한은 마음속의 ‘화’를 우는 아이를 

달래듯이 다루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또, 마음속 

분노와 슬픔을 꺼내어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왜 

슬픈지 왜 화가 나는지 발견하고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달래듯이 마음을 다독여야 한다고 합니다. 

작가들이 그리는 그림은 자신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분노를 꺼내어 바라보고 치유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어둡고 축 늘어진 그림자 같은 인물을 만들어낸 

김영훈은 어린 시절의 불가사의한 경험을 통해 이 

세상이 불확실하고 의문으로 가득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긋이 눈을 감은 채 하늘을 

향해 서있거나 웅크리기도 한 검은 인물은 모호한 

불안감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품은 

채 명상에 잠긴 모습입니다. 똑같은 이미지를 

무수히 찍어내고 오리는 반복 작업은 내면의 자아를 

다스리는 구도의 작업이기도 합니다.

화려하지만 뒤죽박죽 혼란한 세상을 그린 자칭 

‘싸구려 작가’ 와이피(일명 새침한 YP)의 벽화에는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개인이 모여 사회가 

되듯이 작은 이미지가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공간을 

만듭니다. 와이피의 캐릭터들은 절단된 신체, 

징그러운 벌레, 야한 농담을 던지는 하나같이 

짓궂고 엽기적인 모습입니다. ‘선과 악의 경계를 

그을 수 없는 세상에서 선인지 악인지 모르는 채 

선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살아가는 세상사 그 자체가 

엽기가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만 같습니다.

마음을 담은 미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미술을 감상한다는 것은 

단지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뿐만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분노의 감정들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상상 2



24 25

Kwon Jong-hwan / 1968
greego61@hanmail.net

권종환

뿌리깊게 인식된 장소의 기억
우드락, 솜 / 2003

상
상

 2: 미
술
은

 마
음

4회 개인전

2001



26 27

Tell Me the Truth
59 x 23.5 cm / 메조틴트 / 2007 

Tell Me the Truth
61 x 23.5 cm / 메조틴트 / 2007

Kim Young-hoon / 1970
e-dol@hanmail.net

김영훈

Tell Me the Truth
63 x 30 cm / 메조틴트 / 2007 

Tell Me the Truth
60 x 26 cm / 메조틴트 / 2007

상
상

 2: 미
술
은

 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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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월의 어느날 밤
지름 150 x 150 cm / 한지, 채색, 먹 / 2007

Ko Young-mee / 1980
fian99@hanmail.net

고영미

눈 내리는 아름다운 풍경

122 x 204 cm / 한지, 채색, 먹 / 2007

상
상

 2: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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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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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P / 1977
yp771207001@hotmail.com

와이피

새침랜드2007을 위한 드로잉들
각 15 x 10.6 cm / 종이에 아크릴릭, 펜 / 2004–2007

상
상

 2: 미
술
은

 마
음



하루 동안의 삶을 일기로 기록하듯이 화가들은 

일상의 이야기를 그림에 담기도 합니다. 가난한 

유학생 시절, 식료품 가게에서 12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퇴근하는 길에 외국 생활의 

낯설음, 새로움 그리고 고단함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탄생한 것이 바로 강익중 작가의 ‘3인치 

회화’입니다.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몸을 실은 

지하철 안에서 손쉽게 그리기 위해 가로 세로 

3인치의 작은 캔바스를 만들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짬이 날 때마다 순간순간 떠오르는 

상념들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손바닥만한 작은 

캔바스 하나는 그의 삶의 작은 조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쳐가는 풍경, 새로 배운 영어 단어, 

마음 속에 떠오르는 경구 등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 

그림들과 그 삶의 흔적을 이루는 오브제들이 모여서 

마치 한 권의 일기장처럼 하나의 작품을 이루고 

있습니다.

은유적이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김원숙 작가의 

그림 역시 일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그림이 시적인 느낌을 주는 이유는 한국에서 태어나 

외국에 거주하며 딸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화가로서 살아가는 한 여성의 삶을 은밀하고 섬세한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그림에는 

흐르는 강물, 섬, 하늘 그리고 집과 남녀 등 

상징적인 도상이 자주 등장합니다. 또한 여행이나 

독서를 통해 느낀 점을 화폭에 옮기기도 합니다. 

그의 그림은 일기이며 기행문이며 독서록이기에 

작가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녀의 삶의 근황과 

심경을 그림을 통해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이가경 작가의 

애니메이션 시리즈는 ‘삶은 곧 자신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 

속에는 정처 없이 떠나는 여행이나 평범한 일상을 

반복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움직이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목탄과 연필로 그리고 지우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남긴 흔적들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가가 남긴 삶의 흔적이지요. 

파편화된 일상의 이미지들은 1초 당 10여 컷의 

그림으로 환원되어 등장인물의 삶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잠깐 동안의 샤워로 지친 몸을 쉬고 

바로 아이를 등에 업고 달래는 장면에서 콧등이 

짠해지는 이유는 이러한 작가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이나 누이 또는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장장이’로 불리기도 하는 이근세 작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타인과의 관계에서 풀어냅니다. 그의 

작업실(일명 ‘화성공장’[Mars Factory])에서 

만들어지는 물건들은 얼핏 보면 평범한 도구 같지만 

사실은 실용적 목적보다는 일상적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즉,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에 얽힌 

에피소드 즉, 첫인상이나 근황 또는 특이한 이력 

등을 염두에 두었다가 기발한 상상을 보태 상대방을 

위한 단 하나뿐인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촛불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를 위해 

만들어준 기다란 촛대는 시위 진압을 위해 투입된 

전투 경찰의 전투봉을 뒤집어 초를 꽂은 모양입니다. 

친구를 위하는 마음도 마음이지만 무기를 평화의 

도구로 ‘뒤집어’ 쓰게 만든 인간미와 유머 감각이 

따스한 감동을 줍니다.

미술이라는 언어는 어쩌면 글보다 더 풍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로 거리의 

미술을 일컫는 영어 그래피티[graffiti]나 우리말 

‘글’과 ‘그림’은 모두 ‘긁다’에서 생겨난 말이라고 

합니다. 즉, 무언가를 긁어서 새김으로써 흔적을 

남기는 글과 그림은 어원이 같은 것처럼 결국 동일한 

행위라는 의미이지요. 이것이 자신을 둘러싼 일상과 

관계에 대한 기록을 담은 미술이 이야기처럼 

읽혀지는 이유입니다.

상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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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 Journey
애니메이션 (4분, 사운드), 에칭 / 2002

Lee Ka-kyoung / 1975
kakyoungi@hotmail.com

이가경

하루 시리즈 1, 2, 3편 / Day Series 1, 2, 3
애니메이션 (2분), 종이에 연필 / 2007

상
상

 3: 미
술
은

 이
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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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ll We Have Faces
177.5 x 265.3 cm / 캔버스에 유채 / 1995

Kim Won-sook / 1953
wonsookkim@hotmail.com

김원숙

Violin & Island
168 x 122 cm / 캔버스에 유채 / 1989
개인 소장

상
상

 3: 미
술
은

 이
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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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ASSIUM PENCIL
177 x 239 x 9.5 cm (각 3" x 3", 713점) / 포플러 나무, 한지, 아크릴릭, 페인트 / 2000

Kang Ik-joong / 1961
ikjoongkang@gmail.com

강익중

Happy World
3.4 x 15.2 m (각 7.6 x 7.6 cm) / 나무에 혼합 재료 / 2005

상
상

 3: 미
술
은

 이
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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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

85 x 40 x 30 mm / 철 단조 / 2005 

파스타 계량고리

38 x 73 x 10 mm / 철 단조 / 2005

까부리

260 x 55 x 150 mm / 철 단조 / 2006

바람이

260 x 55 x 150 mm / 철 단조 / 2006

철국

70 x 72 x 280 mm / 철 단조 / 2005
STAG
370 x 500 x 745 mm / 철 단조 / 2006

Lee Geun-se / 1971
marsfactory@naver.com

이근세

뜨거운 달팽이

75 x 28 x 45 mm / 철 단조 / 2006

상
상

 3: 미
술
은

 이
야
기



예술가들은 아주 평범한 사물이나 일상에서 삶의 

의미를 깨닫기도 하고, 작은 몸짓과 사소한 표현 

속에 세상의 이치를 담아내기도 합니다. 한눈에 

‘아, 그거구나!’하고 알아볼 수도 있지만 요리조리 

들여다보고 찬찬히 곱씹을수록 새로운 의미가 

다가와 점점 더 깊은 생각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술과의 마음의 대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훌륭한 작품이 우리에게 던지는 삶과 

예술에 대한 진지한 물음은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평범한 풍속화에 인간의 

어리석음과 부조리한 사회를 꼬집은 16세기 

네덜란드 화가 브뤼겔, 모래시계, 콤파스, 저울 

같은 물건으로 둘러싸인 우울한 얼굴의 천사를 통해 

‘예술가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독일 

르네상스의 거장 뒤러의 작품이 그렇습니다. 

20세기 이후 현대미술은 전통적인 미술 기법에서 

벗어나 때로는 심각하게 때로는 장난스럽게 그리고 

때로는 충격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이런 작업에서는 ‘내용’이나 ‘개념’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작가의 생각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표현형식도 제약이 없습니다.

안규철 작가는 조금 특별한 공간 체험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감을 느끼게 합니다. 몇 가닥 

줄로 천장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공중 미로›를 

헤매다 보면 자신의 눈에는 벽밖에 안보이지만 

누군가 밖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음을 느끼면서 

묘한 불안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어딘가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흔들리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와 남의 시선을 동시에 의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자체가 바로 이런 미로가 아닐까요.

소금통과 나무의자로 이루어진 김주연 작가의 

‹기억지우기›는 이런 삶을 살면서 지치고 상처받은 

기억을 소금의 정화력으로 치유합니다. 작가는 

아늑하고 조용한 방 안에 놓인 소금에 발을 담그고 

앉아 아팠던 기억을 꺼내놓고 머리 속의 슬픔과 

분노 같은 감정들을 발끝의 소금으로 씻어버리라고 

합니다. 작가의 권유에 따라 명상하면서 마음이 

깨끗하고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필요한 것은 통에 담긴 

소금만큼의 여유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편, 작품인지 누군가 두고 간 물건인지 알 수 없는 

물건이 늘어서 있습니다. 난데 없는 야자수 한 

그루, 바위인지 알인지 모를 둥근 덩어리, 뒤집어진 

사다리 그리고 둘둘 말려있는 매트리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들의 조합은 그 쓰임새며 의미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요리조리 뜯어보고 머리를 

긁적이다가 이 물건들이 LOVE라는 단어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채게 되지만, 우리는 다시 이 

물건들이 사랑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또 묻게 

됩니다. 정답도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작가는 이런 알쏭달쏭함 자체가 

의문투성이의 삶과 예술의 정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칭 ‘1000원 예술’의 작가 주재환과 동양화 

기법으로 블록버스터 만화 주인공의 초상을 그린 

손동현 작가는 아주 재치 있는 유머로 세태를 

풍자합니다. 주재환 작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책’이라며 싸구려 계란판 액자에 저금통장을 고이 

모셔놓았습니다. 액자 위 꼬마 돼지의 웃음은 마치 

모든 것을 버리고 돈만 추구하는 물질만능 시대의 

세태를 슬며시 비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동현 

작가의 ‹문자도› 역시 이러한 비판과 풍자를 담고 

있습니다. ‘문자도’란 원래 유교적 윤리관이 담긴 

한자어를 그와 관련된 그림으로 그린 조선시대 

민화입니다. 작가는 옛 ‘문자도’를 흉내내어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그렸습니다. 세계인의 입맛과 

취향을 지배하는 초대형 다국적 기업의 존재가 오랜 

전통적 가치관을 대신하고 있는 씁쓸한 현실을 다시 

보게 합니다.

상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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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도 코카콜라 / Logotype – Coca Cola
130 x 320 cm / 종이에 수묵 채색 / 2006

Son Dong-hyun / 1980
donghson@gmail.com

손동현

문자도 나이키 / Logotype – Nike
130 x 190 cm / 종이에 수묵 채색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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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책

53 x 45 cm / 캔버스, 테이프, 계란판, 액자, 저금통장, 돼지 장식 / 2006

하나님의 똥은 무슨 색깔인가?
70 x 55 cm / 종이 팔레트, 헝겊, 아크릴릭 / 2006

Joo Jae-hwan / 1941
joomooji@hanmail.net

주재환

체의 구멍은 모두 몇 개인가?
91 x 73 cm / 체, 캔버스, 아크릴릭, 조화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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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Deep is Our Love?
가변 설치 / 2000
쌈지스페이스 소장

Gimhongsok / 1964
sokhong@chol.net

김홍석

상
상

 4: 미
술
은

 물
음
표



50 51

Ahn Kyu-chul / 1955
kcahn@knua.ac.kr

안규철

49개의 방 / 49 Rooms
670 x 670 x 220 cm / 합판, 각목, 철물, 페인트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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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미로 / Floating Labyrinth
650 x 570 x 140 cm / 합판, 각목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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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u-yon / 1964
feelearth@naver.com

김주연

기억지우기 I I
7개의 나무 오브제, 의자, 소금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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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놀이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놀이라는 뜻입니다. 즉, 생존의 압박에서 

벗어나 여유로움을 즐기는 것이 놀이이고, 인간의 

다양한 문화활동이 그러한 놀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이’라는 단순한 말에는 참으로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으로 놀이는 ‘관계’ 안에서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만의 놀이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놀이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놀이를 통해 얻는 즐거움, 기쁨, 

성취감 그리고 긴장감 등은 함께 놀이하는 이들 

사이의 관계에서 생겨납니다.

미술 감상도 일종의 놀이입니다. 전시라는 특수한 

시공간적 환경 속에 작가 또는 작품과 감상하는 

이와의 관계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놀이도 

시대에 따라 규칙이 바뀌듯이, 액자나 좌대로 

보호된 작품을 한발짝 떨어져서 감상하는 고전적인 

미술 감상법도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세기 후반에는 관람객이 작품의 

일부가 되거나 관람객이 작품을 완성하는 ‘참여와 

소통’을 중시하는 새로운 놀이의 규칙이 

등장했습니다. 작품과 관람객의 적극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조각가 이웅배의 작품은 이런 의미에서 참으로 

이중적입니다. 스테인레스 스틸 파이프로 단순한 

곡선을 주조한 그의 작품은 첫눈에 조형미를 중시한 

모더니즘 추상 조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나지막한 나뭇가지처럼 뻗은 독특한 형태를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잠깐 걸터앉아 쉬라고 자리를 내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벤치처럼 앉아 쉬기도 하고 

매달리고 오르내리는 놀이터이기도 한 그의 작품은 

더 이상 차갑고 미끈한 금속이 아니라 따스한 체온을 

담은 소통의 매개체이자 놀이감이 됩니다.

이러한 소통과 참여의 의미는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작가가 아닌 일반인을 초대하여 함께 

완성해가는 프로젝트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신체적 약자들을 위한 개념적 장치를 고안하는 

작업으로 잘 알려진 이주요 작가와 그가 대학에서 

가르쳤던 제자들로 이루어진 프로젝트팀 

‘뻔뻔스럽게 3’의 ‹이화동 이야기›가 그러한 

예입니다. ‹이화동 이야기›는 5명의 작가가 각각의 

팀을 만들어 아이들과 진행한 방과후 미술학교 또는 

어린이 워크샵 프로그램을 전시공간에 재구성한 

것입니다. 담임 작가(?)가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과 

놀이 방법을 소개하면 아이들이 대화와 놀이 그리고 

공작을 통해 함께 놀 수 있는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동네 구석구석을 자신들의 

상상으로 채웁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거칠고 

삭막한 현실 속의 공간을 꿈이 있는 마법의 공간으로 

전환시킵니다.

꿈과 상상을 담은 어린 시절 놀이에 대한 추억은 

어른이 된 현재와 과거의 시간을 이어주기도 합니다. 

조각가 신원재에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관람차와 

목마가 있는 놀이 공원은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게 

하는 타임머신 또는 그 시절을 상징하는 하나의 

메타포입니다. 관람객이 놀이공원 울타리 안에 

들어서는 순간 관람차는 빙글빙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과거의 추억으로 안내합니다. 

허나, 즐거운 웃음 대신 쓸쓸하고 처연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린 시절의 꿈과 희망이 

치열하고 각박한 현실 속에서 좌절되면서 찬란했던 

추억이 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놀이의 추억은 이렇듯 마음의 휴식처가 되어주는 

동시에 어른이 된 지금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놀이 그리고 놀이를 

놀이답게 하는 관계들. 전시를 통해 작품과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놀이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됩니다. 

상상 5

네덜란드의 문화사가 호이징가는 우리 인간을 

“생각하는 인간인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인 동시에 유희의 인간인 호모 

루덴스[Homo Ludens]”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업적으로 변질되어 퇴폐화되고 있는 

놀이문화를 안타까워하면서, 놀이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일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규칙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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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 Community
200 x 190 x 230(H) cm / 강철 / 2005

Lee Ung-bai / 1961
bezalell@hanmail.net

이웅배

공동체 – Community
430 x 250 x 120(H) cm / 강철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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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Won-jae / 1971
before20c@hanmail.net

신원재

Memory 1975. sep
400 x 450 x 270cm / 혼합 재료 / 2002

상
상

 5: 미
술
은

 놀
이



60 61

이화동 벽화

2006

이화동 벽화 – 날 수 있는 염소와 기린

2006

Rhii Jew-yo / 1971
jewyohi@yahoo.co.uk

이주요와 ‘뻔뻔스럽게 3’

이화동 정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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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스럽게 3
장성신

정이바

황성혜

강성은

진미현

Thick Skinned 3
Jang Sung-shin / sidsi@naver.com
Jeong E-va / evaroyui@hanmail.net
Hwang Sung-hye / hwangzzang82@naver.com
Kang Sung-eun / joara317@hanmail.net
Jin Mi-hyun / jinmi0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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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이화동 (캐르비안베이)
2006

뚜덕이

2006

Alien in Sit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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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화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꿈을 꿉니다. 우아하고 

고풍스런 액자에 둘러싸인 채 정지된 시간 속에서 

살아온 모나리자가 자기 주변을 날아다니는 조그만 

비행기를 보고 움직이는 방향대로 이리저리 눈을 

움직입니다. 조선시대 여인 신사임당이 그린 

‹초충도›도 단아한 한 폭의 그림인가 싶더니 어느새 

나비가 날개짓을 하며 이쪽 저쪽 화폭을 옮겨 

날아갑니다. 디지털 영상 기술을 이용한 이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은 근엄한 고전에 현대적 

감성을 불어넣고 차가운 기술에 따스한 인간미를 

더해주는 작가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자신의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작가도 있습니다. 정연두 

작가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도 자신처럼 마음속에 현실과 다른 그 무엇이 

되고 싶은 꿈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도쿄에서 만난 한 

고등학생은 지겨운 교실에서 벗어나 높은 산 

정상에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작가는 아홉 시간 동안 산을 오른 끝에 

마침내 그와 함께 아침 해를 맞이합니다. 그는 한 

순간이나마 꿈이 이루어진 순간을 담은 사진을 꿈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되새겨주는 증거물로 간직할 

것입니다. 

꿈이 항상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의 불안이 무시무시한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차민영 작가가 보여주는 꿈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동차 

한대가 서있는데 엔진 부분은 없고 트렁크가 있는 

뒷부분만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동전만한 작은 

구멍이 나있어 무심히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침대와 

책상이 놓여있는 작은 방이 보입니다. 그리고 

모퉁이를 돌아서자 나타나는 방 안에는 한 남자가 

책상에 엎드린 채 잠들어있습니다. 이 남자의 

상상 6

불가능한 상상이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무의식을 연구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꿈을 무의식에 이르는 지름길이라 할 

만큼 우리 내면의 본능과 욕망을 잘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꿈을 밤에 자면서 꾸는 꿈과 

백일몽, 즉 낮에 꾸는 꿈 두 가지로 나누고 예술이 

백일몽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멀쩡히 눈을 

뜨고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상상에 빠져본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술가들은 이런 

꿈을 자기 혼자 꿈꾸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글로, 

음악으로, 미술작품으로 만들어서 우리와 함께 

나누는 점이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가는 

꿈꾸는 자 그리고 꿈을 나누는 자들입니다.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계단이 

현기증을 일으킵니다. 엔진을 거세당한 자동차 안에 

어수선한 방이 들어있다거나, 잠든 남자의 머리 

속에 끝없이 계단이 이어지는 상황은 도무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벗어나고픈 마음과 그럴 수 없는 상황 사이에서 

갈등하는 마음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작가의 악몽에 

공감할 것입니다.

박은선 작가가 보여주는 꿈의 세계는 정말 

‘엽기적’입니다. 실물과 똑같은 동물들이 식탁 

위에서 장기나 자신의 몸 전체를 우리 인간에게 

바치는 모습입니다. 녹용을 바치는 사슴, 웅담을 

꺼내든 곰… 그런데 인간의 몸을 이롭게 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기꺼이 바치는 동물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희생으로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살생을 미화시키는 

인간세계가 추하게 보입니다. 사실, 동물들의 

처절한 희생으로 점철된 악몽은 애국심과 

정의실현을 내세워 젊은 군인들을 전쟁터로 

내보내는 국가권력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 비춰진 

것입니다.

노은님 작가와 김미인, 서정국 부부작가의 작품 

속에도 동물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동물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가 아니라 작가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상상동물’입니다. 커다란 

붓으로 시원시원하게 만들어낸 몇 개의 획은 작은 

눈을 몇 개 달자 금방 한 마리 새와 물고기로 

살아납니다. 키다리 기린의 몸과 활짝 피어나는 꽃 

머리를 한 ‘플로린’과 토끼의 몸과 오리의 머리가 

합쳐진 ‘두빗’은 생명공학의 발달과 서로 다른 

문화들이 섞이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현실에 

바탕을 둔 상상의 결실입니다. 노은님 작가의 

‘눈’이 평범한 도형이나 사물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듯이 꿈과 예술적 상상력은 우리의 메마른 

현실에 활력을 더해주는 에너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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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디벤

168 x 133 cm / 한지에 혼합 재료 / 2002 
개인 소장

Ro Eun-nim / 1946노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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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

무제

168 x 133 cm / 한지에 혼합 재료 / 2006
개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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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핑 & 플로린

230 x 500(H) cm / 에어 벌룬 / 2007

Kim Mee-in & Seo Jung-kug
jkseo@kaywon.ac.kr

김미인 & 서정국

두빗

90 x 120(H) cm / FRP, 우레탄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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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게 드세요 / Help Yourself
각 120 x 58 cm / 폴리머에 유채 / 2007

Park Eun-seon / 1980
jjukjjugi373@hotmail.com

박은선

과식

30 x 30 cm / 폴리머에 유채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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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 Min-young / 1977
ad4017@hanmail.net

차민영

Moving Studio
175 x 146 x 240 cm / 혼합 재료 설치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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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모나리자
미디어 설치 / 2007

Lee Lee-nam / 1969
art2234@hanmail.net

이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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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

채채공 초상연구
미디어 설치 (2분)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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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 Yeon-doo / 1969
yeondoo@hotmail.com

정연두

Bewitched #8
150 x 120 cm / 컬러 사진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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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주신 기관 (가나다순)
광주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국제갤러리

사비나미술관

쌈지스페이스

예화랑

이화익갤러리

표화랑

학고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