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한국은행
신진작가
공모

한국은행이 선정한
우리 시대의 젊은
작가들
2016. 6. 10
- 9. 4

박창식
빈우혁
서민정
서재민
윤가림
이지연
허보리

1

2016
한국은행
신진작가
공모

한국은행이 선정한
우리 시대의 젊은
작가들

5
6
8
12
20
28
36
44
52
60

4

인사말

전시소개
심사평

이지연 Jiyen, Lee

서민정 Minjeong, Seo

박창식 Changsik, Park
빈우혁 Woohyuk, Bin
서재민 Jaemin, Seo
허보리 Boree, Hur

윤가림 Kalim, Yoon

인사말

｢2016 한국은행 신진작가 공모｣를 개최하며...
한국은행은 지난 2013년부터 청년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독려하고 예술을 통

해 국민과 소통하고자 ｢신진작가 공모｣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벌써 네 번째를 맞

이하는 이번 공모에도 젊은 예술가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어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도 젊음이 주는 개성과 특유의 신선한 매력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 많았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각계 전문가

로 구성한 심사위원단의 심사숙고 끝에 7명의 전시작가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만
개성의 다양성이 도드라진 작품 속에서 일부 작가만을 선정한 것이 내내 아쉬움으

로 남습니다. 지원해 준 모든 작가분들에게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번 공모전이 젊은 작가들에게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마당이 되었으

면 하는 바람과 이를 통해 개성있는 작가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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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소개

｢2016 한국은행이 선정한 우리시대의
젊은 작가들｣展을 시작하며…

어느덧 네 번째가 된 ｢한국은행 신진작가 공모｣는 금년 선정 작가까지 30명에 이릅니다. 4년의 짧은

초록›이라는 설치작업을 함께 보여주어 흥미를 끕니다. 강렬한 붉은 색채가 인상적인 서민정 작가는 우리

역사지만 청년 예술가들과 교감하며 문화예술계와 소통하고자 노력한 자그마한 성과들이 지금은 이 작가들

사회가 주는 폭력에 가까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표현하였습니다. 작가는 형태를 해체하고 다시 복원해

이 미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미래를 대표하는 작가로 성장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내려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시도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펼쳐져 있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이에 대

한하여 다소 응모자가 줄었으나 지원작가들의 포트폴리오에 수록된 작품 한 점, 한 점을 살펴보면 지원작가

용함으로써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해 저항하거나 융합되어가는 행위를 대변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주묵(朱墨), 즉 붉은 색 먹을 강렬하게 사

이번 공모에서는 “신진작가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추고자 지원자격을 “개인전 5회 이하”의 작가로 제

모두가 우리 미술계를 짊어지고 갈 재목들임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창작활동에 대한 열정과 정성을 느낄

허보리, 서민정 작가가 우리 시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화면에 담았다면, 빈우혁, 박창

식, 서재민 작가는 자기 내면의 스트레스를 화면에 피력하였습니다. 평소 산책과 소요, 그림그리기로 스스로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공정한 심사를 위해 미술계 각 분야를 대표하는 동덕여대 심상용 교수를 심사위원장으로,

를 달랬던 빈우혁 작가는 울산 반구대 암각화를 보러가는 길에 마주친 집청정(集淸亭) 일대의 암산을 목탄

포트폴리오 및 심층 인터뷰를 포함한 프리젠테이션 등 두 차례의 심사를 통해 박창식, 빈우혁, 서민정, 서재

단순화시킴으로써 자연으로 받은 위로의 순간들을 그림을 통해 연장하고 내면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고자

이렇게 선정된 7명의 작가는 약 50여일의 짧은 기간 동안 이번 전시에 출품할 작품을 새롭게 준비하

을 모아 한 화면에 재구성하여 제3의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 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캔버스 위

과 연필을 사용하여 표현하였습니다. 풍경이 주는 인상을 형상이나 이야기는 최대한 배제한 채 추상화하고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기혜경 운영부장과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이지은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초빙하여
민, 윤가림, 이지연, 허보리 등 7명의 전시작가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한편 박창식 작가는 개인적 공간의 기억과 다양한 매체로부터 제공받은 사회적 공간의 기억들

여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용할 수 없는 화폐를 잘게 자른 화폐 폐기물, 즉 '지설물’을 활용하여 작품

에 새롭게 창조한 공간은 “언제나 어떠한 사건이 수시로 벌어지지만, 침묵하는 장소”로써의 풍경으로, 사람

붙여 넣는 노동집약적이고 반복적인 작업과정을 거치고 새로운 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불어넣어 ‘사회

로 작용합니다. 서재민 작가는 자신이 느끼는 불안감을 풍경에 투사한 작품을 출품하였습니다. 작가는 풍경

천 장의 각기 다른 이미지들을 마치 오선지의 악보처럼 재배열한 사진 작업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여 현실

할 때 바라보고 있던 풍경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작품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불안함의 상태가 어

공간 속에서 진화에 대한 인간의 심오한 욕망과 고민을 두 점의 작품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19세기 독일

이번에 선보인 작품들 역시 그간 다른 전시회 등에 소개되지 않았던 신작들입니다. 단체전이라는 점과

을 선보인 이지연 작가의 ‹휴식을 위한 드로잉›이 눈길을 끕니다. 작가는 용도 폐기되어 버린 돈을 하나 하나

들 개개인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면화하는 과정을 은유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풍경의 의미를 환기시키는 계기

의 순환고리’를 담은 작품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또한 한 장소를 망원렌즈로 줌인(Zoom-in)하여 촬영 후 수

의 특성이 아닌 순수하게 자기 자신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화면에 반영하는데, 불안한 마음이 최고조에 달

의 시공간을 상상의 시공간으로 확장시키고 있어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윤가림 작가는 갤러리라는 제한된

떤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내면 성찰의 목적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의 박물학자 헤켈(Ernst Heinrich Haeckel)이 제시한 인간의 진화계통도를 옛 서적에서 찾아내 그 위에 자

공간의 제약 등으로 작가별 출품 작품 수를 제한하여 짧은 기간에 준비하면서 감내하였을 창작의 고통을

이 밝혀낸 형태의 원형에 대해 생각해 보는 작업으로, 관람객이 단순하게 보고 느끼는 작품이 아닌 직접 체

해를 거듭할수록 ｢한국은행 신진작가 공모｣에 대한 젊은 작가들의 관심들은 커져 가고 있고, 다양한

수라는 창작 행위를 통해 옛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을 쫓고자 시도하였습니다. ‹정다면체 만들기›는 수학자들

알기에 작가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느낍니다.

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작가가 의도한 바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작업을 선보여 관람 위주였던 한은갤러리의

장르로 확대해 달라는 요청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시작품의 향후 활용에 대한 고민들과

상 등을 사물을 의인화하여 나타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허보리 작가는 소위 화이트칼라라고 지칭되는 직장

로 여기고자 합니다.

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현대사회를 생활하며 겪게 되는 스트레스를 비롯한 정신적 외

작가들의 다양성을 한 번에 품을 수 없는 현실을 전시장에 그대로 남겨두는 것 또한 다음을 기약하는 기회

인들의 삶과 애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업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한국은행 직원들이 근
무하면서 입었던 양복과 넥타이, 셔츠 등을 수거하여 산세베리아의 형상으로 바느질하여 표현한 ‹지지 않는

장인석(한국은행 학예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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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

｢2016 한국은행이 선정한 우리시대의
젊은 작가들｣전에 부쳐...

먼저 청년작가들을 위해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준 한국은행에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 싶다. 이러한 격

내지 않는 것이 작가의 미학적 자질이다. 그는 이 사물들을 자신의 삶의 비유로 활용한다. 미덕이 여기에 있

다. 어려운 환경에도, 상응하는 보상이 담보되지 않는 길을 걷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청년 미술가들에게도 고

준다. 얼핏 보면 이지연의 회화는 마치 모네의 수련에 대한 어떤 현대적 해석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

려가 청년작가들이 우리 사회와 세계에 “미래를 위한 자산”을 남겨줄 큰 예술가로 커나가는데 기여할 것이

다. 그렇게 사물을 사용한 결과인 윤가림의 오브젝트들은 대상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더 풍요롭게 해

마운 마음을 전한다. 이번에 선정된 일곱 명의 작가들은 오늘의 성과를 더 앞으로 나아가라는 작은 격려로

은 쓸모가 없어진 지폐 조각들의 무수한 반복이다. 이 과잉의 콜라주에는 이지연이 주목한 역설이 있다. 지

이해했으면 한다.

폐가 쓰레기가 되고, 쓰레기가 다시 예술이 되는. 동시에 지폐 이미지가 곧바로 회화로 유입되는 과정 또한

모두는 적어도 나로서는 멀지 않은 미래에 크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확신할 만큼 잠재력을 갖춘

꾸어 놓음으로써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선정된 일곱 명의 소중한 예술세계에 대해 간략하게 평하는 것에 대해 이해해주길 바란다. 나는 이들

흥미롭다. 이는 매우 팝적이거나 신사실주의적인 접근이다. 하지만, 이지연은 그것을 회화적 파노라마로 바

작가들이다. 나는 그들의 작품세계에 깊이 매료된 사람으로서 이 글을 쓴다.

허보리는 ‘마음’의 세계로 다가선다. 이 회화적 행보는 ‘감정의 질감’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되었다.

박창식은 냉정한 시선으로 그가 거주하는 삶의 공간을 조명한다. 각기 상이한 공간이나 공간적 요인

현대의 삶이 강제하는 외로움과 소외감의 결은 어떻게 시각화되길 기다리는가. 허보리는 가까운 곳에서부

운 조율을 통해 도시에 다양한 방식으로 각인되는 문명의 역설적인 드라마를 읽어낸다. 거창한 문명 안에

소시지, 침대, 붓 등이다. 그것들엔 정도의 차이가 있는 상징적 차원이 부여된다. 하지만, 상징화되는 과정은

우혁의 회화는 허전함, 또는 어떤 결핍으로 가득 차 있다. 종종 그가 자신이 경험했던, 혹은 하고 있는 ‘궁핍’

된다.

을 한 공간에 축적함으로써 균열된 맥락을 만들어낸다. 그는 자신의 감각적인 어법, 예컨대 원근의 자유로

터 시작한다. 그가 상상의 바느질을 보태곤 하는 사물들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숲이나 산,

서 오히려 더 왜소해지기만 하는 인간의 드라마 말이다. 박창식의 도시가 ‘차가운 끌림’으로 조율된다면, 빈

그 진실의 무게를 조율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허보리의 내적 결을 통과하면서, 사물들은 한결 밝게 상징화

의 정서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다 같은 결여거나 궁핍일 수는 없다. 빈우혁의 것엔 우수에 의해 조율된 인간

진심으로 ‘한국은행 신진작가공모’에 선정된 일곱 분의 젊은 작가들의 앞날이 빛나기를 기대한다. 아

적인 온기가 배어 있다. 이는 사건의 현장이 아닌 이면, 문명이 미처 손쓰지 못한 곳을 그리는 것과 관련되

울러 ｢한국은행이 선정한 우리시대의 젊은 작가들｣전이 우리 미술의 작지만 튼실한 결실을 보여주는 멋진

다일 것이다.

려와 응원의 뜻이 전해졌으면 한다. 다시 한 번 청년작가들을 위해 귀한 자리를 마련해준 한국은행과 수고

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안료나 목탄을 실현하는 독특한 기법으로부터 오는 것 일 수도 있다. 아마 그 둘

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쉽게도 전시에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공모에 응했던 모든 청년작가 분들께도 격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서민정은 묻는다. “우리는, 찬찬히 기억해보자면 누구나 야만적인 힘에 서글픔을 느낀 적이 있다.” 하

지만, 그 야만과, 아니 그로 인한 서글픔과만이라도 그림이 맞설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는 저항을 붓과 안료
가 지탱할 수 있을까? 서민정은 장지와 먹과 분채와 씨름하면서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다소 어둡고 황

심상용(미술사학 박사.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망한 공간 안에서 희망의 실마리라도 잡아내려는 마음이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서민정의 완급이 조절된 표
현에 비하자면, 서재민의 세계는 한층 왕성한 문학적 자질에 의해 호소력을 갖춘다. 작가는 자신에게 주어

진 자질을 활용해 꿈과 현실의 세계를 넘나든다. 이 세계는 출처가 불분명한, 하지만 기분 나쁜 것과는 전적
으로 구분되는 이미지들의 침범으로 형성된다. 회화적 기법은 현실과 환상 사이의 경계를 이성이 가로막기

전에 성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윤가림은 “감각적이고도 심미적인 오브젝트”와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 끌린다. 그 오브젝트는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발현되는 것이 분명한 어떤 갈등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심각하거나 무겁게 풀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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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er Flows in you p2, 2014 – 2016
Pigment print · 180 × 120 cm (1/7)

이지연 Jiyen, Lee
나의 작업속에서는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때로

는 그 실체를 드러내며, 때로는 흔적으로 드러내며, 켜켜이

쌓아진 시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미래가 있다.

조소를 전공하던 대학교 때부터 시간성을 가진 재료에 관심

전체를 위한 기본단위들로써 재배열 되며 새로운 풍경을 만

들어 낸다. 개별성과 집단성, 전체와 부분, 순간과 영원, 사적
공간과 공적공간의 경계를 허물며 세계 도시를 배경으로 이

작업 시리즈는 현재 진행중 이다.

이 많았고 이러한 이유로 자연스레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게

한국은행에서 전시될 이번 작업들은 크게 두가지로, 서울을

속적으로 찍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은 인간이기

물(버려진돈) 드로잉이다.

되었다. 나는 사진을 더 찍을수록 무의식적으로 한 대상을 연

에 이 세계를 분절 된 상태로 느낄 수밖에 없는 ‘불연속성에

대한 불안함’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눈을 깜빡거리는 순간부

배경으로 촬영된 사진작업들과 2015년 새롭게 시작한 지설

사진작업 ‹River flows in you p2› 는 런던을 배경으로 제

터 발생되는 분절되는 이미지들, 심지어 먹고 배설하며, 잠을

작된 ‹River flows in you p1›의 두 번째 버전으로 서울도

은 ‘영원’처럼 결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환상이 아닐까라는

의 각기 다른 이미지들은 악보의 한 장처럼 조합되어 새로운

자고 깨어나는 이 모든 인간의 행위들 앞에 ‘연속’이라는 것
생각을 한다.

유학생활 동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나는 공공장소

에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바라보는 것을 즐기게 되었다. 공공

장소들 중 특히 다리, 계단 처럼 ‘통로’의 역할을 하는 장소들

은 이동할 수밖에 없는 공간의 특성 때문에 그 장소만이 가

심의 한 건물 계단을 배경으로 촬영이 진행되었다. 수 천장

시간을 만들어내고, 각각 다른 나라의 도시를 배경으로 촬

영된 악보의 한 장 한장들이 모여 하나의 곡을 완성하면 이
작업은 끝나게 될 것이다. 사진작업 ‹Daily life 1,2›는 사람
과 자연 중심의 도시의 삶을 상상하며 진행된 작업이다.

망원렌즈로 눈앞의 펼쳐진 광경을 줌인(zoom- in) 하여 가

2015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시간의 끝 – ‹휴식을 위한 드로잉›
시리즈는 한국은행의 협조로 폐기된 지설물(버려진돈)을 받
아와 진행되는 작업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유동하

밖으로 다시 펼쳐지게 될 새로운 시공간을 상상하였다. 촬영

끊어졌던 돈의 순환고리를 만드는 첫 번째 과정이다. ‹휴식을

필요로 했고 이렇게 모아진 수천 장의 각기 다른 이미지들은

반복적인 작업과정을 통해 ‘시간덩어리’로 변화한다.

지고 있는 공간의 속도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나는
장 기본적인 형태만 카메라의 프레임 안에 담아내고 프레임
장소에 따라 짧게는 하루, 길게는 3개월 정도의 촬영기간을

다 용도폐기 되어버린 돈 쓰레기를 하나하나 부치는 과정은

위한 드로잉›은 ‘물질’ 그 자체였던 돈조각이 노동집약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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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을 위한 드로잉, 2016

지설물 · 100 × 80 cm / 각 30.5 × 30.5 cm (12점), 13점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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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Life 1, 2013 – 2016

이지연 Jiyen, Lee

Pigment print · 77 × 100 cm (1/7)

1979 서울 출생

2010 골드스미스 대학교 순수미술전공 석사, 런던, 영국
2005 홍익대학교 조소과 졸업

개인전

2015 『The one and only』, Makeshop Art Space, 경기도 파주
2014 『♮Natural』, 스페이스 K, 대구
2013 『Private Public』, 살롱드 에이치, 서울

Daily Life 2, 2013 – 2016
Pigment print · 47 × 65 cm (1/7)

단체전

2016 『인터로컬-그래도 나는 간다』, 대전시립미술관 창작센터, 대전
2015 『Lille 3000-‘Renaissance-vita vita』,
Le Tripostal Museum, 프랑스
2014 『팔로우-미』난지 8기 리뷰전,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2013 『공중시간』, 성곡미술관, 서울
2012 『Korean Eye』, Saatchi gallery, 런던, 영국 외

수상

2014 – 2015『아시아 소버린아트 파운데이션』파이널 리스트 30인선정
2012 – 2013『아시아 소버린아트 파운데이션』파이널 리스트 30인선정
2011 『벨트 프로젝트』사진 부분 최우수 선정 작가, 한국사진판화진흥협회
레지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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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메이크샵 아트 스페이스』4기 입주작가, 경기도 파주
『AGA Residence』,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2014 『난지 미술창작스튜디오』8기 입주작가, 서울

C의 근황, 2016

장지에 주묵, 분채 · 60.6 × 60.6 cm (20S)

서민정 Minjeong, Seo
“우리는, 찬찬히 기억해보자면 누구나 야만적인 힘에 서글픔
을 느낀 적이 있다.

그때나 혹은 그때를 기억해 낼 수 있는 지금이라도 우리의 언

어는 어떻게 그것을 서술하는지 궁금하다.”

나는 부조리하고 폭력적인 경험에서 느끼는 무력감과 공허함

이 추억을 넘어선 슬픈 기념이 되는 이야기를 다룬다. 또한 그
기억과 경험이 무엇이건 시간이 지나고 결국 그곳으로부터 거

리를 두게 되었음에도 공허한 정서와 끈질긴 반추가 따르는,
어떤 개인들의 언어 속에 포착될 폭력의 잔상을 담는다.

소위 이슈화 된 사건들을 대하며 거대한 사회 구조 속 여실히
드러나는 허상과 거짓에 분노하고 개인의 언어는 그 힘의 원

안에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미약하고 부질없음을 거듭 확인한
다. 그러나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서도 분명히 존재하는

개인의 언어를 확인할 수 있고 이 확인은 다시, 공적 언어와의
충돌, 무기력의 경험을 체화(體化)하는 과정이며 개인의 언어
가 소외되는 지점과 무력감, 두려움을 발견하는 경험이 된다.

이 과정은 일상의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사사로이 발견되며

작업의 소재로 즉각 수집되는 불편함(더 정확히는 나를 불편
하게 만드는 것)은 일상이라고 하기엔 나의 일이 아닌 것만

같고, 동시에 나의 일이 아니길 바라는 너무도 일상적으로 터

지는 큰 사건 사고들에서부터 술자리에서 내가 아는 누군가
가 안주거리로 오르내리는 거북한 경험까지, 대소와 경중을
떠난 무수한 자극으로 나의 경험과 인지를 건드린다. 그러한
불편함에는 부조리와 폭력이 언제나 서려 있고 나는 그것을
시각적 은유의 방법으로 드러내고 탐구한다.

이번 한국은행 한은갤러리 출품작은 ‹방문›, ‹C의 근황›, ‹진

달래 계절의 기억 01›, ‹진달래 계절의 기억 02› 등 총 4점이

다. 근작의 대표작 ‹방문›은 과거 자신이 터를 닦고 살던 공간
을 떠나온 후 다시 방문하게 되는 경험을 가져온 작업으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기억, 특히 어떤 상처나 아픔, 혹

은 잊고 지내던 지난 시간의 무정한 사건들로 다시 되돌아가
보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다. 그때 개인에게 상처를 주었던,
혹은 상처를 가했던 일종의 폭력은 지금에서 어떤 식의 언어

로 기억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작용되어 왔는지 스스로
되물어 본다.

동일한 쓴맛을 경험하는 하나의 우울한 레퍼토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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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달래 계절의 기억 01, 2016

진달래 계절의 기억 02, 2016

장지에 주묵, 분채 · 45.5 × 65.1 cm (15M)

장지에 주묵, 분채 · 60.6 × 72.7 cm (2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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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2016

장지에 먹, 분채, 석채 · 180 × 180 cm

서민정 Minjeong, Seo
1982 부산 출생

2007 고려대학교 동양화과 졸업

개인전

2011 『Ping Pong_Episode vol.2(남겨진 것들)』,
리하갤러리, 대전
2008 『Ping Pong_Episode Vol.1』, 갤러리 도스, 서울
단체전

2016 『때마침마침』, 콘크리트 플랫폼 in 봉봉방앗간,
강원도 강릉

2015 『입을 다무네』, 영등포 타임스퀘어
오월의종+커피리브레 전시공간, 서울
2014 『서울 포커스:BEYOND KOREAN PAINTING』,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2013 『COFFINISM』, 봉봉방앗간 갤러리, 강원도 강릉
2011 『웃음, 파토스』, 청담아트센터, 서울 외
레지던시

2016 『금호미술창작스튜디오』11기 입주작가, 경기도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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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world, 2016
캔버스에 아크릴릭 · 162.2 × 130.3 cm (100F)

박창식 Changsik, Park
‘나는 산술적으로 기록하려고 애써도 언제나 빗나가고 누락

공항, 어떤 여행 팸플릿에서 보았던 설산의 전경, 친구들과

적인 행위로 메꾸려고 하는 것 같다.’ ﹝작가노트 중﹞

던 두 개의 달이 뜨던 풍경, 이젠 어떤 기사였는지 생각나지

될 수 밖에 없는 군데군데 구멍난 삶의 기억과 기록들을 미술

도시공간 안에서 공유된 풍경이 모두에게 똑같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된 이후부터 풍경의 범주와 그 의

미는 나에게 관심의 대상이었다.

사진을 찍으러 갔던 버려진 놀이공원, 어떤 소설 속에서 읽었
않는 산과 강이 찍혀있던 기사사진, 을지로 전파사에 진열되

어 있던 아날로그 TV, 집 앞에 버려진 어렸을 적 친구 집에서

보았던 것과 비슷한 모양의 쇼파, 제프월의 사진작업, 기사사
진 속 빌딩에서 날리던 종이무더기 등등. 그림 속에 등장한

몇몇의 풍경들 말고도 여러 공간과 그것을 찍었던 사진들, 작

내가 이해한 풍경이란 부조리하다는 것, 수많은 모순된 상황

업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일어나던 여러 사건들. 그리고 그 날

않는 다는 것, 일시적이면서 영원하다는 것.

기가 떠오른다. 그리고 그 이미지들을 들락날락하며 풍경을

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 시점의 단면만을 가지지

이러한 몇 가지 생각을 바탕으로 나는 풍경을 내면화 하는

의 날씨와 하늘, 만났던 사람들, 들었던 음악, 나누었던 이야
그려내었다.

과정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다양한 시간과 공간 속에 존

하지만, 아마도 나는 그림을 통해서 내가 보고 느끼는 것들,

졌고, 그 이미지들을 개인적인 맥락과 내러티브로 재배치하

고 내가 마주하는 풍경과 이미지들이 가진 의미를 완전히 이

재하는 풍경의 이미지를 여러 형태로 수집하는 것으로 이어

말하려고 하는 것들을 모두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

여 그려내는 행위로 연결되었다.

해하는 것 역시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하나의 풍경

내가 인지하는 일시적인 풍경의 인상과 그 풍경이 품고 있는

을 했다. 무수한 풍경의 표피들에서 표류하며 풍경을 꿰어가

축적된 시간과 그것의 의미의 집합 혹은 절연, 그리고 동시적

으로 다른 공간에서 발생하는 무수한 사건들 사이에서 부유

하는 시공간을 그러모아 펼쳐놓은 일시적 고착상태가 나의
그림이라 생각된다.

짧은 기간 전시를 준비하면서 산발적으로 떠오르는 여러 공

간을 마음속에서 전전했다. 몇 년 전 잠시 들렀던 디트로이트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며 기억하고 또 잊어버릴 것 같다는 예감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통해 매 순간, 내면의 풍경과

가까워 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하는

일련의 과정이 사람들 저마다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면화하

는 과정을 은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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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airport, 2016

Girl with yellow bag, 2016

캔버스에 아크릴릭 · 45.5 × 45.5 cm (10S)

캔버스에 아크릴릭 · 45.5 × 52 cm (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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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ing There, 2016
캔버스에 아크릴릭 · 80.3 × 116.8 cm (50P)

박창식 Changsik, Park
1985 울산 출생

2014 건국대학교 현대미술학과 석사과정 수료
2010 건국대학교 현대미술학과 졸업

개인전

2016
2015
2014
2012

『Insomnia』, 써드플레이스 정다방 갤러리, 서울
『Mobile Scenery』, 사이아트 스페이스, 서울
『Nowhere』, 더 케이 갤러리, 서울
『Stand Alone』, 갤러리 아트사간, 서울

단체전

2015 『The First』, 서울예술재단, 서울
2014 『Neo-Lack』, 스페이스 매스, 서울
『Oh! City』, 영은미술관, 경기도 광주
『(2014 공장미술제)생산적인, 너무나 생산적인』,
문화역 서울 284, 서울
2013 『Add me』, CASO 갤러리, 일본 오사카 외
수상

2015 『제4회 ETRO 미술대상』은상, 백운갤러리
『제1회 포트폴리오 박람회』선정작가, 서울예술재단
『제7회 뉴디스코스 작가공모』선정 우수상, 사이아트스페이스
2014 『2014 – 2015 Young&Young Artist Project –
The Second Step Project』, 영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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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mmel, 2016
캔버스에 목탄, 유채 · 116.8 × 80.3 cm (50P)

빈우혁 Woohyuk, Bin
정확히 10년 전 미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더 오래 전인 30

산책이나 소요(逍遙)를 통해서 괴로움을 덜어내려는 노력은

술을 한다는 개념은 사뭇 다른 것인데, 나로서는 그림이 개인

경을 갖지 아니한 자가 나락으로 떨궈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

년 이전에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을 그리는 것과 미

적인 넋두리를 넘어서는 시기와 맞물릴 즈음부터 더 오래, 더
많이, 혹은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란 쉽지 않다
는 것임을 깨달아야 했다.

내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내 스스로의 위로를 위해서이지

만, 이 점을 짚어보면 나는 내 작업에 대해 좋은 객관성과 아

주 적절한 이론가일 수가 없다. 내가 내 자신의 환경과 작업,
모두를 일관성 있는 시각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당연하

게도 나에게는 작업에서의 아이러니와 비논리, 결여되는 것

들이 앞으로도 잘 보이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귀띔하고자 하
는 바는 다음과 같다. 이 사람은 현실이나 사회를 반영하는

작업과는 동떨어진 시각이미지를 생산하는 사람이라고 보

통 오인(?)되지만, 오히려 그와는 대조되거나 스스로를 다잡

기 위한 행위들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럴수록 지금의 시

대를 정 반대로 드러내는 본보기로서의 흔적들로만 남기고자

유년시절부터 계속되었다. 보통의 가정이나 일반적인 성장배
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나의 경우에는 그림 그리기와 숲에

서 돌아다님 등이 그러한 것이었다. 제한적인 상황에서 하루

를 무사히 버틸 수 있도록 이끄는 행위가 반복되다 보면 각인

이 되곤 하는데, 아마 그러한 일련의 흔적들을 그림으로 “여

전히” 남기고 있는 듯하다. 작은 예를 들자면 풍경, 풍경 속
의 조금 더 세부적인 나무나 수면, 또 그 안의 밝음과 어두움
을 비롯한 자잘한 질감의 깊이 등을 평면에 프로타주 하듯이

되뇌어 옮기다 보면 적어도 그림이 끝날 때 까지는 현실의 비

합리적인 상황들을 타개해 나간 듯 한 스스로의 위로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는 여전히 내가 감당하기 힘든
외부적인 요소들로부터 자극을 받을 수록 끝없이 그림을 그

릴 수 있도록 이끄는 듯 하다.

만일 내가 픽처레스크를 위시하거나, 혹은 그와 반대로 패러

다임을 배격하기 위한 장치로서 그림을 그린다면 진작에 모

한다는 것. 하지만 이 또한 대전제는 될 수 없다. 본질적으로

든 소재는 고갈되어 기화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저 면벽공상

때문이다.

순간 마주쳤던 것을 필사하듯이 스스로의 시간이 잘 흘러갈

그림 자체를 계속 그리기 어려운 시절임을 늘 체감하고 있기

에 빠진 듯 한 상태로 주어진 재료가 소진될 때까지 어느 한

수 있도록 그리기를 반복하는 것만이 현재로서는 최선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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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nung, 2016

Punkte, 2016

캔버스에 목탄, 흑연, 아크릴릭 · 53 × 86 cm

캔버스에 목탄, 흑연, 아크릴릭 · 53 × 72.7 cm (2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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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teins Schicht, 2016
캔버스에 목탄, 흑연, 아크릴릭 · 130.3 × 162.2 cm (100F)

빈우혁 Woohyuk, Bin
1981 서울 출생

2013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전문사 졸업, 서울
2010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예술사 졸업, 서울

개인전

2016 『빈우혁 개인전』, 스페이스 오뉴월, 서울(예정)
2014 『ARKADIA』, 갤러리 바톤, 서울
『Ein schifer Garten』, GlogauAIR, 베를린, 독일
『Stirring Still: 마음을 흔드는 고요』, OCI 미술관, 서울
2013 『우울한 날』, 갤러리 현대 윈도우 갤러리, 서울
단체전

2016
2015
2014
2013
2012

『HANGING TOGETHER』, 스페이스 오뉴월, 서울
『육감 Sixth Sense』, OCI 미술관, 서울
『Open Studio』, GlogauAIR, 베를린, 독일
『Drawn to Drawing』, KAZE 갤러리/Nakai 갤러리, 오사카/교토, 일본
『Unfinished Journey』, CAIS 갤러리, 서울 외

수상

2015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 시각예술분야』선정, 서울문화재단
『2015 퍼블릭아트 뉴히어로』, 월간 퍼블릭아트
2014 『OCI Young Creatives』, OCI 미술관
2013 『제3회 이머징 아티스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외
레지던시

2015 『울산북구예술창작소』3기 입주작가, 울산
2014 『GlogauAIR Artist Residence』, 베를린, 독일
2013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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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2016

캔버스에 유채 · 65.1 × 90.9 cm (30P)

서재민 Jaemin, Seo
삶을 지배하는 것은 불안이다.
나의 작업은 개인적인 불안에 대한 것이다. 스쳐 지나가는 일

상적 장면에서 문득 느끼는 불안감은 내 안에 억제되고 있던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는 눈이 쌓인 풍경과 비

가 내리는 강변의 밤, 가림막 뒤에 솟아오른 크레인, 아스팔

트 위의 죽은 비둘기와 같은 장면 앞에 서 있으면 참기 힘든
불안감이 나를 뒤흔든다. 나는 편안함을 만끽하지 못한다. 불

솔직한 심정을 뒤흔들며 수면 위로 솟아오르게 한다. 겨울의

안함이 사라져버린 순간 다시 불안이 시작되고, 편안함이 찾

일으키는 이러한 감응은 대상에 내재된 특정한 속성에 의해

안이 어디에 기인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지

강, 도시에서 생명력을 뽐내는 식물, 설경 등이 나에게 불러

서라기보단 마침 준비되어 있었던 나의 심리적 상태에 의한

것일 것이다.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주변 풍경을 통해 드러

아오면 스스로 불안함을 만들어 내버린다. 내가 안고 있는 불
만,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도 막막하고 아래로 끝없이

추락하는 아찔함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이제는 지금껏 제대

로 본적이 없던 것을 마주해 보기로 하였다.

내는 작업은 나 스스로를 향한 자학적인 행위이자 관람객에

삶의 근간에서 조용히 요동치는 불안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 장면을 바라보는 시간을 지속시키는 것이다. 강박적

해 버린다. 회화를 통해 표현 한다는 것은 매번 다른 모습으

게 스며드는 불편함을 주기 위한 시도이다. 그림을 그린다는

인 반복을 통해 끊임없이 미끄러지며 드러나고 대체되어가는

대상들을 수집하며 표현하는 것은 불안감을 유지하는 것에

가깝다. 점점 차올라 견딜 수 없어지기 전에 눈앞에 꺼내어
보는 것이다.

순간은 극히 짧고, 포착하는 순간 어느새 다른 모습으로 변
로 잠깐 동안 보여지는 틈새와의 마주침을 지속시키는 행위

이다. 평범한 일상을 강박적으로 파헤쳐 그 속에 진동하고 있

는 불안을 끄집어내고자 한다. 선명하진 않지만 미끄러운 반
복 속에서 그것의 윤곽을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다.

45

46

눈밭, 2016

난간, 2016

캔버스에 유채 · 130.3 × 162.2 cm (100F)

캔버스에 유채 · 145.5 × 121.1 cm (8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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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 구름, 2016

캔버스에 유채 · 130.3 × 97 cm (60F)

서재민 Jaemin, Seo
1985 대구 출생

2012 국민대학교 미술학부 회화전공 졸업

개인전

2014 『Pick at a scab』, 갤러리버튼, 서울
2013 『구멍진 그늘』, 카페 드 유중, 서울
단체전

2015 『나비 날다』, 금호미술관, 서울
2014 『시간의 향기』, 금호미술관, 서울
『3인의 목격자』, 신한갤러리 역삼, 서울
2013 『바람난 미술』, 서울시 신청사 시민청, 서울
2012 『The Winter Show』, 성곡미술관, 서울 외
레지던시

2016 『K'arts 미술원 창작스튜디오』입주작가, 서울
2014 『금호미술창작스튜디오』9-10기 입주작가, 경기도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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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나무 노란연필, 2016

캔버스에 유채 · 60.6 × 60.6 cm (20S)

허보리 Boree, Hur
마음의 풍경을 그린다.
나는 현대의 삶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외로움이나 스트레스와

이번 한국은행 전시에서는 도심 속 근로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생과 삶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분홍과
초록의 생활›과 ‹지지 않는 초록›이 그 한 예인데, 나는 이 작

같은 여러 가지 감정들을 시각화 하여 보여주는 작업을 하고

업을 위해 직장인들의 넥타이와 셔츠를 수거하여 다양한 풀

하거나, 상상을 덧붙여 사물에 이야기를 만들어 주는 방법을

합성을 매일하며 사는 씩씩한 풀잎처럼 우리의 삶 또한 크게

있다. 그 시각화의 과정에는 우리가 흔히 보는 사물을 의인화
사용한다. 때로는 설치나 바느질을 통해 새로운 오브제를 만

들기도 하고, 그것들을 사용해 특정한 상황을 연출한 후 그림
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나의 이러한 작업들은 새로운 형태의 언어가 되어 인간의 마

음 속 풍경을 표현한 것으로, 관객들과 현대사회의 단상들을

함께 공감하는 매개가 되었으면 한다. 누군가가 슬플 때 같

잎의 형상으로 바느질 한 후 그것으로 화면을 구성하였다. 광
다르지 않다. 하루의 음식을 소비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생

산을 반복하며 살아간다. 그 반복의 선순환이 최고조에 오를
때 눈이 시리도록 푸르른 생명력이 넘친다. 나는 그 에너지의

절정의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다. 영원히 지지 않는 초록들.

능수버들 파란연필, 2016

그리고 분홍의 풍요로움. 그리고 강인한 생명력을 이야기 하

캔버스에 유채 · 60.6 × 60.6 cm (20S)

고자 한다.

이 슬퍼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으로도 매우 힘들었던
마음도 회복되는 것처럼 나의 작업들이 다양한 상태의 마음
을 읽어줄 수 있는 그림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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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과 초록의 생활

2016

캔버스에 유채

181.1 × 259.1 cm (200P)

지지 않는 초록, 2016

허보리 Boree, Hur

넥타이, 실, 솜, 유리, 아크릴봉, 흙 · 가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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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서울대학교 서양화과 석사
2003 서울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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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무장가장 武裝家長』, SEUM ART SPACE, 서울
2014 『마음의 포수 捕手』, Pialux, 서울
2013 『Hide And Seek 숨바꼭질』, AK갤러리, 경기도 수원
2010 『생활의 발견』, 토포하우스, 서울
2009 『Beyond Words』, 갤러리영, 서울
단체전

2016 『COCOON 2016』, SPACE K, 경기도 과천
『Mindscape, 허보리 임희성 2인전』, 현대백화점 목동점 갤러리 H, 서울
2015 『도시樂 Rock, 도시를 흔들다 건들다』, 성남아트센터, 큐브미술관, 경기도 성남
2014 『Design Feisty; 거침없이 한국디자인』, K11 Art Mall, 홍콩
2012 『51% 라이브, 냉정한 풍경 탐구생활』, 신한갤러리 역삼, 서울 외
수상

2015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 시각예술분야』선정, 서울문화재단
『미술은행』작가선정,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2009 『제8회 한성백제미술대전』장려상
레지던시

2013 『유중 창작 스튜디오』2기 입주작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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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가림 Kalim, Yoon
나의 작업은 얼핏 보면 미니멀한 조각들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기능을 가진 가구들 같이 보이기도 한다.

내가 고안한 두 얼굴을 가진 오브제들은 특정 공간 속에서
다채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스토리텔러 역할을 한

다. 나의 스토리텔링 오브제들은 대부분 기존에 존재하는 형
태에 살짝 왜곡을 가하거나 변형한 것으로 대개가 애매한 형
태와 모호해 보이는 기능을 갖고 있다.

나의 이러한 조각적 오브제들의 특징은 접촉을 전제로 한다

는 점이다. 이 오브제들은 나의 공예적 테크닉을 통해서 또

다른 형태로 변형되며, 이렇게 재 탄생된 오브제들은 관람객
과 상직적 혹은 개념적 접촉을 유도하며 또 다른 이야기를 끌

어낸다.

나의 작업의 또 다른 특징은 중고품의 수집과 그것의 변형이
다. 현대미술에서 이것을 차용이라 부르며, 이제 차용은 매우

익숙한 방식이 되었다. 이러한 차용이 내 작업에서 어떻게 풍

요로운 지평을 열어놓고 있는 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기성품을 선점한 기준점은 익명의 손을 거쳐 전승된 깊

은 역사의 오브제에 찍힌다. 익명이 가담한 역사에 나도 가담
하며 그 사실이 작품에 큰 비중이 된다.

나의 손길은 자수라는 행위를 통해 삽화를 통해서라도 자연

을 포획하고 재현하고자 했던 혹은 처음 발견한 것을 기록으

로 남기려 했던 옛 사람들의 시각적 포획의 욕망을 뒤따라가

고 재연하며 전복시킨다. 그리고 그 기제의 근저에는 미묘한

회피의 감각, 실패의 잔재들이 남겨져 있음을 인지하게 된다.

나의 이러한 시도는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지고 낯설어진 시

간, 흔적, 오브제에 관한 확장된 차원의 은유일 수 있을 것 같
다.

최근에 이루어진 일련의 실행에서는 전시공간에서 ‘작품을
본다’라는 행위보다 작품을 체험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경

험할 수 있는 플랫폼과 같은 공간을 설정하는 데 관심을 기
울이며 실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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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면체 만들기, 2016

네온, 종이에 메탈릭인쇄, 테이블 · 가변크기

헤켈의 계통도, 2016

엔틱린넨 위에 금은자수, 프레임 · 각 34.5 × 171.3 cm, 3점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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