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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 (b.1990)

2021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티스트

“ ‘조재Joe Jae’의 작품에는 쿨한 미감과 세련됨이 가득하
다. 어린아이의 낙서 같은 자유로움 속에는 빈 화면 앞의
막막함을 용감하게 깨부수는 과감함이, 아름다운 색감 뒤
에는 보색의 원리를 잘 알고 있는 감각이 숨어 있다. 영감
의 원천은 작가가 나고 자란 도시다. 서울, 런던 그리고 여

시대에 대한 이해와 감성의 자극, 시각적 충격과 깊은 사유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예술 작품의 감상은
누구에게나 깊고 넓은 문화적 경험을 선사한다. 늘 수많은 아티스트의 등장과 발전을 근거리에서 목격하는
미술계의 전문가 20명에게 2021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작가의 이름을 물었다.

행하며 만난 도시에서 본 빌딩, 간판, 하수관의 파이프, 플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기
획하는 이안아트컨설팅

고, 걸러지고, 다시 작품으로 풀어진다. 관객들이 추

의 대표. 이화여대 조형

수 있는 건 우리가 사는 지역은 달라도 비슷한
빌딩 속에 살면서 SNS로 실시간 소통을 하고

‘May You Live In Interesting Times’,
Venice Biennale, 2019, Photo: Roberto
Marossi /Courtesy of the artist and
CLEARING New York / Brussels

등 미술 문화를 바탕으로

라스틱의 화려한 색채…. 그 모든 것은 이미지로 채집되
상적 이미지 속에서도 익숙한 무언가를 연상할

‘Workshop for Peace/Oceans
of Trauma’, 2018, Photo: Eden
Krsmanovic / Courtesy of the artist
and CLEARING New York / Brussels

김영애 전시, 강의, 여행

‘풍경D와 A가 만남’, 캔버스에 아크릴,
철, 석고, 에어드라잉 클레이,
밧줄, 가변 설치, 2020

예술대학 겸임교수를 역
임했으며, <나는 미술관
에 간다>, <갤러리스트>
등의 저서가 있다.

같은 이미지를 공유하기 때문일 것이다. 조
재의 작품은 이 시대의 초상이라 할 만하다.”

‘욕망의 속도, 통합적 침식
The Speed of Desire, Integrated
Erosion’, 설치 이미지, 2020
‘No history in a room filled
with people with funny
names 5’, film still, 2018,
Commissioned by Centre
d’Art Contemporain Genève
for Biennale of Moving
Image 2018. Courtesy of the
artist and Carlos / Ishikawa,
London. 광주비엔날레 제공

‘Poetry’, Acrylic on canvas,
145.5×112.1cm, 2020

코라크릿 아룬나논차이 (b. 1986)
“몇 년 전 죽은 나무와 분유리의 빛이 에워

“최근 몇 년간 주목해야 할 작가 중 빼놓을 수

싸는 듯한 ‘코라크릿 아룬나논차이Korakrit

없는 이가 있다. 바로 태국 방콕 출신의 ‘코라

마이큐 (b.1981)

김정헌 (b.1991)

Arunanondchai’의 작품으로 걸어들어간 적

크릿 아룬나논차이’다. 작가는 시각예술가이

“예술은 팬데믹 시대의 일상 속 인간이 이 시

“ ‘김정헌’은 기술에 대한 의존, 자연과 인간

이 있다. 그때 나는 그의 필름이 상영되는 옆

자 영화제작자, 스토리텔러로 여러 매체를 사

간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의 단절 등 자본주의와 일련의 인간 중심적

전시실에서 무거운 숨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용해 역사부터 개인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를

려준다. 나에게 그런 위로를 전해준 작가가

상황, 도시 또는 자연의 문제를 비롯해서 난

백운아 이길이구 갤러

바로 ‘마이큐MY Q’다. 그는 방향성을 잃어

민 이슈에 이르기까지 현대적 시스템의 불균

리 대표. 예화랑의 수

버린 많은 사람과 자신에게 ‘What are you

형적 구도를 풍자한다. 그의 작업은 주로 회

doing the rest of your life?(당신은 앞으로

화와 설치 작업 등 시각예술로 구현되는데,

길이구 갤러리를 열었

어떤 삶을 살 건가요?)’라는 질문을 던지고

단순히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그를

다. ‘일상의 삶이 예술이

그림으로 답한다. 오랫동안 뮤지션으로 살아

더 주목하게 한다. 그는 일상 속에서의 직접

김윤옥 국립현대미술관

되다’라는 모토 아래 현

온 그는 선율을 표현하기 위해 소리를 차곡차

적인 체험을 통해 특정 이슈를 계속 삶의 표

학예 연구사. 2020년까

곡 쌓아 올리는 것처럼, 캔버스 위에서도 색

면 위로 드러낸다. 숲에서의 명상, 우리가 섭

과 질감, 패턴을 차곡차곡 쌓아 나간다. 그리

취하는 식품에 대한 탐구 등의 이슈에 대해

고 덮는 반복적인 행위는 마치 상처 위에 새

동료 아티스트들과 토론하며, 자연과 현대인

느꼈다. 이것은 자신의 세계를 비디오와 조
게리 예 Gary Yeh 미디
어 & 프로덕션 컴퍼니 아
트드렁크ArtDrunk의 창

각, 페인팅과 퍼포먼스로 만들어내는 아티
스트 아룬나논차이의 전형적인 전시 방식이

립자. 팔로워가 99만 명

다. 그는 태국의 신화와 관습, 자신의 조부모

에 이르는 인스타그램의

를 소재 삼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예술 분야 파워 인플루언
서다. 직접 관람한 전시
를 리뷰하며 예술 감상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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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다. 그의 작업은 혼성적이지만 혼란스럽
기보다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며, 가장 동시

김한들 학고재, 갤러리현
대 등을 거치며 전시 기
획을 맡아왔다. 국민대학

대적인 방식으로 공감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교 겸임교수로 현대미술

2019년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 드론으로 촬

사와 미술비평에 관해 강

영한 여러 영상들을 결합해 완성한 그의 미디

의하고 있다. <월간미술
>, <보그> 코리아 웹 등

세계화의 문제, 테크놀로지, 정치를 이야기하

어 작품을 보던 순간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

는 작가다. 2019년 베네치아 비엔날레와 휘

다. 미디어나 설치 작업에 비해 쉽게 소장 가

며, 현재 <세계일보>에

트니 비엔날레에 참여하며 세계적 명성을 얻

능한 일부 그의 평면 작업들은 이미 주요 옥

칼럼을 연재 중이다. 지

에 다수의 글을 기고했으

은 책으로 <혼자 보는 그

석 큐레이터로 오랫동
안 일했고, 2015년 이

대미술을 비롯한 다양
한 미적 경험을 대중에
게 전하려 힘쓰고 있다.

었고, 올해는 제13회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할

션에 등장해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뉴욕 현

예정이다. 전 지구적인 이슈를 개인화해 선보

대미술관 PS1, 베네치아 비엔날레, 휘트니 비

살이 돋아나듯 새로운 삶과 생명을 향한 작가

의 삶 사이의 생태적 밸런스를 찾기 위한 방

임으로써, 참여한 국제적 전시마다 중요한 모

엔날레 등 주요 비엔날레에서 전시하며 큰 호

의 염원과도 같다. 순수하며 다듬어지지 않아

법론을 끊임없이 찾아가고 있다. 올해 5월 국

멘텀을 만들어낸 아룬나논차이는 단연 눈여

평을 받았고, 오는 4월 개막하는 광주비엔날

창작의 본질과 더 맞닿아 있는 그의 그림은 3

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단체전 <젊은 모

겨보아야 할 작가다.”

레에서도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월, 이길이구 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색>에서 그의 작품을 눈여겨보기를 바란다.”

림>이 있다.

지 금호미술관에서 ‘금호
영아티스트’ 프로그램 및
다수의 전시를 기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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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샤 칸 (b.1989)

다비데 발리아노 (b.1983)

“ ‘미샤 칸Misha Kahn’은 ‘괴짜 과학자’ 같은

“ ‘다비데 발리아노Davide Balliano’는 세

아티스트다. 해변에 버려진 쓰레기에서 골라

계적인 행위 예술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낸 고철 조각으로 가구를 만들거나 실험을 통

` 의 스튜디오 어시스턴트
Marina Abramovic

해 기존의 질료를 변형해 원하는 형태를 만드
는 등 그야말로 예측 불가다. 이는 유리 세공,
브론즈 캐스팅 기술과 더불어 이질적인 소재

2009년 독일 디갤러리
에서 갤러리리스트로서

이 더해진 결과다. 그의 작품을 보면 전혀 어

일했으며, 2011년 더 페

많은 큐레이터와 미술 비평가의 눈을 사로잡

티나 킴 뉴욕 맨해튼 첼

아온 작가다. 그는 르네상스 시대 건축물의

시에 위치한 티나 킴 갤

조형성, 건축 재료 등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

러리의 설립자. 2001년
갤러리 설립 후 국제적인

제이슨 리보크 (b.1977)

로 회화와 조각, 또는 그 경계에 놓인 작품을

현대미술가들을 소개하

“3년 전, LA의 차이나타운에 방문했다가

주로 선보이고 있다. 기하학적이고 정교한 페

는 한편, 유망한 국내 작

우연히 <비욘드 더 스트리트Beyond the

인팅, 엄격하고 단순화한 형태의 조각 등에서

을 받게 된다. 또한 그는 작은 오브제에서 주

Streets>라는 전시를 본 적이 있다. 무라카미

보듯, 그는 반복적이고 수행적인 작업 과정을

거 공간, 외부 공간, 가상의 공간에 놓일 작품

다카시부터 에디 마르티네즈까지 당대에 가

통해 인간이라는 존재와 시간, 숭고함의 관계

까지 다양한 규모와 매체를 아우르며 형태와

장 핫하다는 아티스트들의 작품들이 모두 한

등 실존적인 주제를 탐구해나간다. 3월에는

자리에 모여 있었는데, 그중 단연 내 시선을

티나 킴 갤러리에서 미국의 건축가 애덤 찰렙

울릴 것 같지 않던 재료들이 하나의 유기체가
‘Covers(QueerArch)’, Inkjet prints on paper variable dimensions, 2019/2020,
‘Untitled(Diary)’, 2019/2020, Graphite on paper, 115×150cm, 2019/2020

러리 전시 기획 디렉터.

를 자유자재로 결합하는 작가의 탁월한 안목

로 미술계에 입문한 뒤, 뉴욕에서 활동하며

(왼쪽) ‘SpiroLoop Obround 6/20 Mg/Vi/R/CY/Y/BLK’,
Acrylic and synthetic polymer on canvas,
182.88h×294.64w c, 2020, (오른쪽) ‘SpiroLoop Small
3/20 BLK/BL/R 1’, Acrylic, spray paint, and synthetic
polymer on shaped canvas, 152.4cm diameter, 2020

이은주 더 페이지 갤

되어 자연적인 형태로 피어나 있는 듯한 느낌

이지 갤러리 창립부터 전
시 기획을 이끌어가는 큐
레이터로 활약해왔다.

개념, 심미성과 실용성 그리고 순수 미술과

정승진 지갤러리 대표.

공예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다소 충동

2009년부터 2013년까

사로잡은 작가가 바로 ‘제이슨 리보크Jason

하이먼Adam Charlap Hyman과 함께 공동

적이지만 에너지가 가득한 미샤 칸의 작품은

지 서미갤러리 디렉터로

Revok’였다. 라스베이거스의 ‘팜스 카지노

기획한 특별 전시를 열 예정이다.”

일했다. 2003년 지갤러

자로 잰 듯 반듯한 디자인 속에 살아온 우리

리를 설립해 아트와 디자

에게 늘 즐거운 충격과 영감을 안겨준다.”

미 눈여겨 보던 터였지만 작품을 실제로 보자

트들을 프로모션하는 한

‘쿵’하는 충격이 느껴질 정도였다. 그는 직접

편, 마이클 스코긴스, 조

만든 도구(스프레이 캔이 장착된 거대한 탬

를 한국에 꾸준히 소개하
고 있다.

술 시장으로의 진출을 주
도하고 있다.

리조트Palms Cagino Resort’ 작업으로 이

인 분야의 젊은 아티스

지 몰턴 등의 해외 작가

가들을 육성하고 세계 미

플릿)로 원형 캔버스나 금속 패널에 강렬하
고 매혹적인 나선형 패턴을 그리며 다양한 컬
러를 구사한다. LA를 기반으로 하는 작가답

‘Untitled’, Graphite on paper, approx, 6×8 inches, 2019

게 스케일은 물론이거니와 독특한 자신만의

이강승 (b.1978)

표현법이 매력적인 작가로, 작년 한국에서 직

“ ‘이강승’ 작가는 백인과 남성, 이성애를 중

접 그의 개인전을 주최한 만큼 가능성을 주시

심으로 서술된 주류 역사에 도전하고, 그 역

하며 지켜보고 있다.”

‘L’Attesa’, Museo Novecento, 2019.
OKNO Studios, Courtesy of Tina Kim Gallery

사 속에서 배제된 자들의 이미지와 서사를 새
롭게 발굴하는 작업을 전개한다. 금실 자수,
태피스트리, 직물 조각, 영상, 네온 등 작품의

이언 쳉 (b.1984)

양상은 다양하지만, 그가 주력하는 방식은 흑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현대미

연과 색연필을 사용한 아름다운 드로잉이다.

술가 ‘이언 쳉Ian Cheng’은 인공지능 및

이강승은 에이즈 대위기, LA 폭동 같은 트라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디지털 기술을 사용

디터로 활동했으며, 미술

우마를 남긴 역사적 사건이나 로버트 메이플

한 미디어 아트 작업을 선보이는 작가다. 대

잡지 <아트인컬처>의 편

소프, 피터 후자, 마틴 웡 등의 예술가에 관한

표작은 ‘BOB(Bag of Beliefs)’ 시리즈로, 비디오게

집장을 역임했다. <GQ>,

작품과 아카이브를 전유해 이를 섬세한 드로

임과 유사한 프로그래밍으로 화면을 디스플레이하고, 전

잉으로 옮겨 그린다. 관람객은 이를 통해 특

시장에서 휴대폰의 앱을 활용해 관람자와 함께 가상의 생

스티튜트에서 문화예술

정 공동체가 지닌 시각적 기억과 그들의 다양

명체를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그가 만들어낸

경영학으로 석사학위를

한 이야기를 마주하게 된다. 오는 4월에는 광

가상 생태계는 인간이라는 생명체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주비엔날레에 참여하고, 5월에 열릴 아트바

우리 사회의 변화와 문화 예술의 패러다임을 다시금 들여

젤 홍콩에서는 미국 갤러리 ‘커먼웰스 & 카

다보게 한다. 21세기는 인공지능 기술의 등장과 함께 빠

에서 전시 기획 및 프로

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런 흐름은 예술 분야에서도 계

젝트를 진행했다.

김재석 갤러리현대 크리
에이티브 디렉터. <노블
레스>, <아트나우>의 에

<W코리아> 등 다양한
매체에 미술 관련 글을
기고하고 있다.

운실Commonwhealth & Council’이 이강
승의 솔로 부스를 꾸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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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Looks Italian to Me’, Glass,
steel, fur, 56×99×89cm, 2017

‘Slurp, Snap, Arm Akimbo’,
Bronze, 84×82×82cm, 2018

‘BOB(Bag of Beliefs)’ at the de Young Museum, San Francisco,
2020. courtesy of the Fine Arts Museums of San Francisco

전영 뉴욕 스페이스776
갤러리의 부디렉터이자
독립 큐레이터. 프랫 인

취득하고, 브루클린 미술
관, 아시아 컨템퍼러리
아트위크, 아모리 쇼 등

속해서 새로운 작업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253

아모아코 보아포 (b.1984)

구지윤 (b.1982)

“ ‘아모아코 보아포Amoako Boafo’는 경매

“ ‘구지윤’의 회화 작업은 눈과 귀를 함께 자극한다. 작가

시장뿐 아니라 미술 시장에서 최근 1년간 비

는 소란스럽고 바쁜 도시의 일상과 풍경 속에서 세심하게

약적인 성장을 거두며 가장 많은 주목을 받

포착한 다양한 층위의 감정, 그중에서도 특히 도시 속에

는 작가다. 2019년 아트바젤 마이애미에서
메리앤 이브리힘 갤러리Mariane Ibrahim
Gallery의 단독 부스를 통해 소개됨과 동시

은밀히 내재된 불안이나 공허를 표출한다. 그녀의 작업은
제인 윤 필립스 옥션 코

특정 대상에 대한 구체적 묘사나 균형 잡힌 구성이 아닌,

리아 대표이자 근대미술
및 현대미술 분야의 국제

캔버스 위에 물감을 칠하고 긁어내고 다시 물감을 쌓아

에 세계적 컬렉터 루벨이 자신의 컬렉션으로

적인 스페셜리스트. 홍콩

올리는 과정을 통해 색채와 선 등의 조형 요소들이 서로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며 세간의 관심이 증폭

크리스티에서 아시아 현

뒤엉킨 추상 회화로 귀결된다. 이러한 조형적

되었다. 작가는 개인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을
대비시켜 흑인의 모습을 그리는 방식으로 흑

대미술과 전후 현대미술

리 디렉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갤러리현대
전시팀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2016년부터 현재
까지 아라리오 갤

과정을 통해 작가가 포착한 도시 속 불안과

의 스페셜리스트로 활동
했다.

인의 정체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문제를 제
기한다. 또한 친구와 지인을 정교하게 묘사한

강소정 아라리오 갤러

‘여름 소나기’, Oil on linen, 162.2×130.3cm, 2018

러리에서 전시

공허가 야기하는 미묘한 심리가 공감각

기획을 담당

적으로 발현된다는 데에 구지윤 작가의

하고 있다.

회화가 갖는 독특한 묘미가 숨어 있다.”

초상화 시리즈는 그들의 아름다움을 조명하
는 동시에 흑인에 대한 비인륜적 인식을 되돌

‘After the nail color’, Oil on canvas, 200×159.4cm, 2018

아보게 만든다. 붓 대신 손가락을 이용해 얼

이채은 (b.1979)

굴을 묘사하는 기법 역시 독특한데, 이를 통

“뉴욕 쌍둥이 빌딩의 붕괴, 그리고 20년이 지

해 표현주의적이면서도 입체적인, 생동감 넘

난 지금의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수많은

치는 색감을 구현해낸다.”

재난을 마주해야 했던 지난 20년을 지나오
며, <럭셔리>를 비롯해 많은 이가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어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내

이소연 (b.1971)

가 좋아하는 문구 중 하나는 아티스트 로랑

‘원앙새-2’, Oil on canvas, 130×100cm, 2020

“자신의 모습을 모티프로 자아와 타자의 경

` Triptyque’, Pigment on paper, 180×125cm, 2019,
(벽면 작품) ‘Projete
(조각) ‘En Spirale’, Aluminium, 110×140×120cm, 60kg, 2018-2020

계 지점에 서 있는 관조적인 성격의 캐릭터
를 구축하고 있는 ‘이소연’은 한국 여성 구상

교 미학과를 졸업했다.

후 우리는 어떤 미래에서 어떤 기억을 만들게

의 모습보다 확대된 미간과 턱 끝, 축소된 눈·

“재불 작가인 ‘윤희’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하게 활동하는 ‘이채은’의 작품에는 여러 시

년 조현화랑 입사 후 김

코·입과 의미를 알 수 없는 무표정한 모습에

조각을 만든다. 그녀가 사용하는 재료는 펄

대와 매체의 풍경이 콜라주되어 있다. 고전

종학, 조종성, 정창섭, 이

는 작가의 생각과 감정 등이 반영된다. 작가

펄 끓는 금속 용액. 천장이나 바닥, 혹은 허공

명화, 영화나 방송, BTS 같은 대중문화의 아

광호 등 다수 작가의 전

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 다양한 연출

에 뜨거운 금속 용액을 던지고, 그 용액이 굳

이콘까지. 그의 작품을 볼 때면 나만의 이야

어가는 순간에 작가의 움직임이나 몸짓을 담

기 또는 역사의 궤적을 그려보게 된다.”

작가 아카이빙 담당 큐레
이터를 역임했다.

을 한다. 직접 보고 경험한 실재하는 곳의 풍
경을 배경으로 만들거나 작품 속 공간을 구성

표. 38년의 아트 컬렉팅

아 형태를 완성해낸다. 때문에 작가의 의도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소품으로 인물을 변신시

경험을 통한 안목을 바탕

떠나 작품의 많은 부분이 우연에 의해 마무

킨다. 구체적인 장소와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는 요소들이 혼합된 회화를 그려내는 이소

으로 현재 리안갤러리 서
울과 리안갤러리 대구를

이 존재할 수 없으며, 한 점 한 점이 더 특별하

연 작가는 대상의 리얼리티만을 표현하기보

명 작가들의 개인전을 여

게 다가온다. 작가는 리안갤러리의 전신인 시

다는 자신만의 시각적 언어를 구축하고 있다.

는 한편, 전속 작가인 이

공갤러리의 소속 작가로 국내에 처음 소개되

운 시리즈를 선보이는 작가가 올해는 조현화

건용, 남춘모, 윤희, 김택
상, 이광호 등을 해외로
소개하고 있다.

아트 컨설팅 회사 로렌스
제프리스를 설립해 25년
간 운영해오고 있다.

리되고 완성된다. 그렇기에 여러 개의 에디션

운영하고 있다. 해외 유

매번 공간과 인물을 다양하게 변주하며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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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령 리안 갤러리 대

오브 아트에서 미술사 과

한 ‘Memories of the Future’다. 앞으로 20년
될까. 최근 네덜란드에서 개인전을 열며 활발

시를 진행했으며, 김종학

런던 소더비 인스티튜트
정을 수료하고 서울대학

윤희 (b.1950)

시스턴트 디렉터. 2014

아트스페이스 관장. 영국

그라소Laurent Grasso의 작품 제목이기도

화가의 계보를 잇는 대표 작가다. 실제 자신
윤보람 조현화랑의 어

로렌시나 화란트 리 송은

었고, 2002년과 2003년엔 FIAC 아트페어에
서 박서보 작가의 작업과 나란히 소개될 정도

랑에서 여는 개인전을 통해 ‘잠옷’(2020) 시

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2019년에는 홍콩 아

리즈 신작을 공개할 예정이다. 자화상을 통해

트바젤에서 솔드 아웃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기록하는 한편, 변화를

다. 인기나 작품가에 연연하지 않고 40년 동

두려워하지 않고 늘 새로운 양식에 도전하는

안 꾸준히 한길을 걸어온 작가, 윤희의 작품

그이기에 앞으로의 작품이 더욱 기대된다.”

을 더 많은 이가 알고 즐겨주기를 바란다.”

‘The Moment Your Smile Fades Away’, Oil on linen, 227.3×182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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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cture de Quadrilateres’, Double-sided ink and printed
computer graphic on paper, 74.9x83.8cm, 1985

베라 몰나르 (b.1924)

박승순 (b.1954)

` r’는 헝가리 출신 여성 작가로
“ ‘베라 몰나르Vera Molna

“추상이란 동서양을 아울러 에너지와 힘을

만프레트 모어, 로버트 맬러리와 함께 디지털 아트의 선

담고 있다. 힘이 있는 작품은 여백, 물성, 이

구자로 재평가되고 있다. 알고리즘 기반 디지털 아트의

미지를 통해서 오라를 전달하며 우리의 신경
을 자극하고 영감을 주기도 한다. 화려한 컬

근간을 마련한 그는 2020년 프랑스 팡탱의 갈레리 타데
우스 로파크Galerie Thaddaeus Ropac에서 열린 <여성

윤영준 이젤(eazel.net)

러 필드, 눈에 크게 띄지 않는 소재와 툭툭 바

의 설립자이자 대표. 미

김율희 소더비 인스티
튜트 오브 아트 한국 대

국 콜비 대학교에서 경제

른 두꺼운 색감들까지 저마다 역할을 부여하

in the Expanded Field>에 포함되면서, 세계 주요 갤러리

학과 미술사를 전공했고,

고 있는 ‘박승순’ 작가의 추상 세계는 물성의

중국의 갤러리를 거쳐,

와 기관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2015년부터 인공지능

힘을 넘어 무궁무진한 에너지의 영역이 된

2007년부터 중국 현대

미니멀 추상 선구자 전시Female Minimal: Abstraction

뉴욕 휘트니 미술관, 뉴욕 현대미술관
의 전시에 참여하고 해당 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되는 등 유럽 이외의 국
가에서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및 3D 뎁스 센싱Depth

다. 2017년에는 지춘희 디자이너와 함께 컬

Sensing 기반 기술의

표 및 겸임교수. 한국과

미술 현장에서 다양한 프
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아트 스타트업 기

래버레이션 작업을 선보이기도 했다. 작가의

2015년 어포더블 아트

업인 이젤을 창업

회화 속 에너지는 지춘희 디자이너의 감각과

페어 서울을 론칭하고 한

해 이끌고 있다.

만나 새로운 패턴이 되었고 사람들의 몸에

국 지사장을 역임했다.

착 어울리는 웨어러블 아트로 변신해 솔드
아웃이 되기도 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열

정영도 (b.1985)

광하는 팝아트적 대중 문화의 만연으로 인한

‘Access’, Mixed media, dimension variable, 2020

“ ‘정영도’의 작품은 화려하고 세련된 다채로

피로감 때문일까. 여백 속에서 꿈틀거

1999년까지 국제갤러

운 색채로 관람객의 이목을 사로잡는다. “어

리는 터치 하나, 스쳐 지나가는 물

리 디렉터로 일했으며,

느 나라 작가죠?” 세계적인 페어에서 정영도

감 흔적 하나하나가 조화로운 오

작가의 작품을 선보일 때마다 받는 질문이다.

케스트라처럼 펼쳐지는 박승순

박경미

1989년부터

2001년 제49회 베네치
아 비엔날레 한국관 커미
셔너를 맡았다. 2001년

정영도는 유년 시절 동서양 문화권에서 경험

부터 현재까지 PKM 갤

한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심층적인 내면세계

러리 대표로 재직하며,

와 외연의 충돌을 회화 작품 속에 녹여낸다.

굵직한 페어와 전시를 통
해 국내외 작가를 꾸준히
소개하고 있다.

의 추상 세계를 통해 나는 늘 회
‘12 Page(82)’, Oil on canvas 80×80cm, 2019

화적 아름다움을 느끼곤 한다.”

인간의 내밀한 정서, 직관적인 경험들을 정신

스틱 (b.1979)

분석학적인 해석을 거쳐 자신만의 미적 언어
로 표현하는데 아크릴물감, 스프레이 페인트,

권아람 (b.1987)

“영국의 스트리트 아티스트 ‘스틱STIK’은 천

흑연, 색연필 등 다양한 재료로 전 세계인이

“ ‘권아람’은 흔히 ‘뉴 미디어’ 작가로 불린다.

진난만한 표정의 캐릭터를 통해 사회의식을

공감할 수 있는 주제와 자유분방한 회화성을

그가 작업에 주로 사용하는 재료는 영상이 플

표현한다. 천진난만하고 귀엽게 보이지만 그

구현한다. 글로벌한 확장을 이룰 수 있는 요

레이되는 디지털 모니터, 태블릿이나 스마트

소를 충분히 지니고 있는 작가다.”

폰을연상케하는 거울 등이다. 작가가 차별되
는 점은 그가 ‘매체’ 그 자체로 소통을 진행한

‘Mud Play in My Place,’ Acrylic, spray
paint, charcoal, graphite, and color
pencil on canvas, 2020, Courtesy of the
artist & PKM Gallery

가 담는 메시지는 진중하다. 최저임금제 보장
손이천 케이 옥션 이사,
수석 경매사. 김환기 작

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 성소수자 지지 단

전민경 독립 큐레이터이

가의 국내 경매 최고가

체, 정부에 대항하는 학생들처럼 그가 연대하

다는 점이다. 보편적으로는 회화, 조각, 비디

자 현대미술 창작 기관

낙찰을 진행했으며, KBS

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지를 담거나, 때론

오 등 다양한 매체에 따라 작가의 세계관을

‘더 그레잇 커미션’의 대

청소년 공감 콘서트와

‘스틱이 스틱 그림을 훔쳐가는 상황’ 같은 그

표로, 퍼포먼스, 설치, 미

OtvN <어쩌다 어른>의

디어를 아우르는 전시기

예술 강연 등 다양한 방

획을 선보여왔다. 올해는

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면서도 강렬하게 인간과 사회의 본질을 파고

하나의 영상 혹은 사운드, 거울에 비추는 인

아르코미술관 기획전 <

미술품 경매에 대해 알리

드는 그의 작품은, 미술은 어렵고 소수만 향

상과 그에 따른 관객의 순간적인 반응들이 작

그 가운데 땅: 시간이 펼

고 있다.

유한다는 선입견을 완전히 깨부수며 대중과

다루는 주제가 펼쳐진다. 하지만 권아람은 매
체 그 자체로서 말하는 작품을 선보여왔다.

가의 주요 언어이자 내용이라는 뜻이다. 뉴
미디어 작품의 경우, 사전 정보를 갖지말고

쳐져 땅이 되다>의 초빙
큐레이터로 참여할 예정
이다.

림으로 미술 시장을 풍자하기도 한다. 순수하

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또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버린 그는 자신의 그라

직접 작품을 마주하며 경험함으로써 어떤 기

피티와 페인팅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진

분과 감정을 갖게 되는지를 주목하라고 제안

다. 본질에 대한 탐구와 사회에 대한 문제의

하고 싶다. 올여름, 잠원동 더 그레잇 컬렉션

식을 가지고 대중과 진심 어린 소통을 지항

에서 열리는 권아람 작가의 개인전을 통해 흥

하며 작업을 이어나가는 스틱. 그의 앞으로의

미로운 뉴 미디어 작업을 경험해길 바란다.”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정리 박지혜(게스트 에디터)

‘Together’, Acrylic on canvas, 180×90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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