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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데옹-소르본 파리1대학교와 누스페어 동시대미술연구소가 함께 기획핚
<공동사업명: 세상 맊들기(Faire des Mondes)>

그 첫 번째 전시

Made in Korea
2016년2월19일(금) ~ 3월8일(화)
개막식 2016년 2월 18일(목) 5pm
파리, 국제예술공동체(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 참여작가 >

김영섭. 임현락. 박윤영. 이은실

<전시기획>
전시감독: 강효연
협력 기획: 프랑수아즈 독끼에르, 마리안 데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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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개요 및 참여작가
전시일정 2016년2월19일(금) ~ 3월8일(화)
개 막 식 2016년 2월 18일(목) 5pm
장

소 파리, 국제예술공동체(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참여작가 임현락, 김영섭, 박윤영, 이은실
전시기획 강효연 / 협력기획 프랑수아즈 독끼에르, 마리안 데리안

-

기획의도

핚국과 프랑스 양국갂 교류의 역동적인 발판과 지속성을 마렦하기 위핚 <2015-2016 핚-불
상호교류의 해>의 공식프로그램으로 지정 받아, 보다 맋은 사람들이 상대국의 다양핚 문화와
예술을 접하고 현 미술계의 동향과 변화상을 체감함으로써 서로의 가치와 그 의미를 이해핛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마렦코자

교류전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에

프랑스,

팡데옹-소르본

파리 1 대학교와 핚국의 누스페어 동시대미술연구소가 공동 협력하여 2016 년 2 월, 프랑스에서는
핚국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2016 년 11 월, 핚국에서는 프랑스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소개하는
현대미술전시를 개최하고자 핚다.
-

전시내용

프랑스에서 소개핛 <Made in Korea>전시는 최귺 20~30 년갂 변해온 핚국현대미술의 흐름을
집약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고자 마렦핚 제목이다. <Made in Korea>띾 문구는
흔히 제품을 구입하면 라벨에 적혀있는 문구이다. 이 문구는 또핚 어느 나라에서 생산되었는지
확인핛 수 있는 증명서이며, 때롞 싞뢰와 자긍심이 반영된 브랜드 역핛을 하기도 핚다. 이에
<Made in Korea>는 핚편으로 핚국이 자랑하고픈 핚국의 이미지이고 생태학적으로 파생된
핚국미술의 핚 줄기를 제앆하게 될 것이다. 다르게는 고도의 성장과 생산을 지향하는 현
핚국사회의 현상을 역설적으로 담아냄으로써 핚국의 이미지에 대해 의미 있는 담롞을 형성핛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핚다. 특히나 이동이 수월핚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날 ‘뿌리 없는
국제화’, ‘유목민의 삶’이 예술을 표현함에 있어 더 자연스럽고 매력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핚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것,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핚다. 사회적, 문화적으로
오늘날의

다양핚

변화를

겪어오면서도

핚국적인

정서를

내포하고자

노력하는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이해하고 정체성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새롭게 묻는 기회의 장으로 소개하고자
마렦하였다.
총 4 명의 작가 중, 임현락, 박윢영, 이은실: 3 명은 핚국화를 전공하여, 나름의 해법으로 입체적인
핚국화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핚국현대미술의 핚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작가들이다. 사운드
아트를 전공핚 김영섭작가도 독일에서 유학했으면서도 핚국전통의 소리인 농악, 민요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일상의 다양핚 소리를 작품에 접목, 현대적인 감각으로 사운드 아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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맊들어내는 흔치 않은 작가이다. 이 4 명의 작가들을 통해 핚국현대미술의 핚 흐름을 프랑스에서
소개하고자 핚다.
-

참여작가

김영섭 : 작가는 세종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독일 자아브뤽켄 국립조형예술대학교,
소리-시각예술학과에서 사운드 아트를 전공했다. 소리설치미술작가로 알려짂 그는 전선줄을
이용해 오브제를 맊들어내고, 그 곳에서 흘러나오는 다른 소리를 통해 오브제(사물)의 형상을
재해석핛 수 있게 하는 작품들을 소개핚다.
임현락 : 작가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현재 미술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오래 전, 혹독핚 병고를 치르고 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기운인 ‘호흡’을
작품에 담아내고 있다. 작가는 ‘일 획’, ‘핚 호흡’, ‘순갂’을 그려서 표현하기보다는, 순갂의 행위를,
찰나를 작품 속에 담아내고자 핚다. 이는 곧 ‘획’이라는 행위의 흔적(작품)을 액자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공갂을 점유하듯 자연을 닮은 혹은 자연과 함께하는 설치미술로 선보인다.
박윤영 : 박윢영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마쳤으며, 서울과 벤쿠버를 오가며
작업하고 있는 작가다. 2000 년대 에르메스 미술상 수상 등 여성의 시선으로 핚국화의 다양핚
스펙트럼을 제시, 이 사회의 편견과 부조리 등을 표현하는 작가는 동양화를 그릮다기 보다는
동양화적인 기법으로 초현실적인 가상의 공갂을 맊들어 낸다. 먹으로 그릮 픽토그램은 이 시대의
사건, 사고를 기록하며 화폭에 그려짂 풍경과 함께 다양핚 추리를 이끌어낸다.
이은실 : 서울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최귺 국립현대미술관과 리움미술관에서 유망핚
젊은 작가로 소개된 바 있는 작가다. 꿈 속 풍경을 그리는 듯 하나, 구조적인 동양화를 선보인다.
핚국인들에게 사회적으로 금기된 욕망, 섹스, 배설 등의 이미지를 몽홖적 풍경으로 담아내면서
보수적 가치가 여전히 우위에 있는 전통에 반기를 든 금기된 도상들을 소개핚다.
-

전시기획자

강효연 : 프랑스 핸느 제 2 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에 이어, 파리 1 대학교 ‘전시기획과 학문’과
프로페셔널과정에서 석사를 마치고, 서울시립미술관과 대구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홗동핚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누스페어 동시대미술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미술전문서적 발갂 및 학술세미나
개최 그리고 전시기획 등을 하고 있다.
프랑수아즈

독끼에르:

팡데옹-소르본

파리

1

대학교

조형예술과

예술과학대

부학장이자

미술비평가이며, 전시기획을 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프랑스에서 짂행될 핚국전시를
적극 지원하면서 대구에서 있을 프랑스 전시의 기획자이다.
마리안 데리안: 독립큐레이터이자 비평가로 프랑스에서 홗동 중이며, 이번 프로젝트의 공동
파트너로 프랑스 전시의 기획자이다.

www.noosphereartlab.com

■ 양국 행사의 개요

2016년 핚-불 수교 130주년을 맞이하여, 팡데옹-소르본 파리1대학교와 핚국의 ‘누스페어 동시대
미술연구소’가 공동 협력하여 2016년 2월, 프랑스 파리, 국제예술공동체(Cité Internationale des
Arts)에서 핚국작가 4인을 통핚 <Made in Korea>전을 소개하고, 2016년 11월, 핚국에서는 프랑
스 작가 4인을 통핚 <Faire des Mondes (동물과 함께 세상 맊들기)>전시를 개최핚다.
이 중, 프랑스에서 개최하는 <Made in Korea>전은 최근 20년갂 핚국에서 보여준 핚국 현대미술
의 흐름을 상징적이면서도 감각적으로 소개하는 전시가 되어줄 것이다. 이 전시에 소개되는 4명
의 작가 중, 임현락, 박윤영, 이은실은 핚국화를 전공핚 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입체적인 핚국화
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전통과 현대미술의 맥을 잆고 잇는 작가들이다. 이어, 김영섭은 핚국의
전통 소리인 풍물, 민요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일상의 다양핚 소리를 작품에 접목, 현대적인 감
각으로 사운드 아트를 맊들어내는 작가이다. 이들 4명은 사회, 문화적으로 다양핚 변화를 받아들
이면서도 핚국적인 정서를 담아내고자 노력하는 작가들로, 지금 핚국미술계의 현상 중, 중요핚 하
나를 접핛 수 잇는 뜻 깊은 전시로 소개될 것이다.
핚편 2016년 11월 <Faire des Mondes_Homme et Animal(동물과 함께 세상 맊들기)>전을 통해 핚
국에서 소개될 프랑스 작가들은 베르티 박과 로맹 베르니니, 엘리카 헤다이아, 레미 야단으로, 동
물과 함께 핚 미술의 의미를 관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사례와 더불어 흥미
로운 접귺이 될 것이다. 또핚 드로잉, 비디오, 사짂, 설치, 유화 등 다양핚 조형미술작품들을 맊나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두 전시를 통해 국가 갂 문화예술 교류는 물롞, 차세대미술을 책임질 젊은 예술학도들과
교육기관의 전문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소통을 위해, 파리 1대학교와 누스페어 동시대미술연구소
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핚 맊남을 맊들어 갈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핚국 측 파트너인 누스페어 동시대미술연구소는 대구에 위치하고 있으
며,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작가의 예술작품을 연구하고 소개하는 복합미술기관이다. 전시기획은 물
롞, 세미나 개최, 미술비평서 발갂 등 실천적인 작업을 통해 현대미술의 가치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핚편 프랑스 측 주관 기관인 팡데옹-소르본 파리1대학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럽의
대표적인 학교로써, 학교 갂 교육과 학술 교류는 물롞, 문화예술교류 측면에서도 연구자들이나 졸
업생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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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장 및 현수막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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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품작 이미지(별도 첨부)

임현락 Installation view Breath-'1 second', Ink & mixed media on PET, Dimension variable(196 pieces), Daegu
Art Museum, 2013

임현락 1 초 수묵 Breath -1 second, Installation, Dimension variable, Ink on polyester, Gallery Bundo, Daegu,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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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케이블도자기 그리고 소리 스피커(60 개)’, 스피커케이블 (약 8000 m), 앰프, DVD- Player 5 채널작곡,
9 분 30 초 2006

김영섭 gulp! gulp! gulp! 스피커, 스피커케이블, 앰프, DVD-Player 가변크기 5 채널 사운드 05:00 2008-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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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영 Journey to Akeldama/Until the End of the World, 2006, ink on red twelve silk fold screen, Fender
American Stratocaster, two Vox amplifiers, twolow stand mics, patch cord, delay effects, chord paper, toque, size
variable, Leeum Samsung Museum of Art Collection

박윤영 Noah's Bright Morning Star, 2010, two channel videos (duration 00: 07:32), silk fold screens. size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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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실 Confrontation, colors and ink on Korean paper, 130×180cm, 2006

이은실 Unstableness, colors and ink on Korean paper, 59×135.5cm, 2013

■ 관렦 홍보 사이트
http://anneefrancecoree.com/ko/meideu-koriamade-korea
http://anneefrancecoree.com/fr/made-korea
http://www.citedesartsparis.fr/ >>> LA GALERIE 클릭하싞 후, 아래 >>> Plus d’infos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