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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dessin dans tous ses états » 
Association des Jeunes Artistes Coréens 

	  

	  
오프닝 	  /	  2015	  년 	  5월20일수요일 	  18	  시부터 	  

	  
주프랑스한국문화원 	  

2,	  avenue	  d’Iéna,	  75116	  Paris	  –	  Tel.	  01	  47	  20	  83	  86	  

	  

전시기간	  :	  2015년	  5월20일~6월	  10일	  
매주월요일~금요일	  (9시	  30분~18시),	  매주목요일은	  20시까지,	  토요일은 14시~ 19시	  

 
최토지 ,  하유미 ,  한요한 ,  홍보라 ,  정인수 ,  정희정 ,  김희연 ,  이동훈 ,  이은화 ,  이은경 ,  이화진 ,  

이지선 ,  임숙희 ,  민항기 ,  민선영 ,  박혜정 ,  박지현 ,  박성호 ,  션혜영 ,  탁하린 ,윤귀덕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원장 이종수)은 2015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청년작가협회의 32회 
정기 전시인 «	  Le	  dessin	  dans	  tous	  ses	  états	  »전을 개최한다. 

전시제목에서 짐작하듯이 이번 전시는 데생을 주제로 한다. 데생, 즉 무언가를 « 그린다 »는 것은 
예술창작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행위이다. 하지만 데생의 범위와 정의는 단순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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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복합적인 성격을 띤다. 데생은 그리는 도구와 재료, 그 용도에 따라서 세분화되는데 건축, 패션, 
프레스 분야의 데생은 형태와 표현 방식에 있어서 더욱 전문성을 갖는다. 17 세기까지 데생이란 
용어는 작품의 의도와 계획을 의미하는 dessein 과 구분없이 쓰였는데, 크로키, 에스키스, 에보슈, 
에튀드, 그래피티, 스케마, 트라세 등의 명칭의 다채로움 또한 데생의 폭넓은 해석과 적용이라는 전시 
과제에 힘을 실어 준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21명의 청년작가협회 작가들은 다양한 소재와 테크닉을 구사하며 제각기 서로 
다른 작품세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데생이라는 동일 주제를 가지고 각자의 작업을 새롭게 보고 되짚어 
보며 보다 근본적으로 작업을 풀어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들 작가들에게 현 작업과의 관계에서 
« 데생 »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역할은 무엇인지, 이들에게 데생은 어떤 의미이고 목적인지에 
대한 물음이 던져졌다. 사실 데생은 완성작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지만 그 자체로 
결과물이 되기도 한다. 데생은 유화나 조각, 사진, 비디오처럼 하나의 테크닉이고 매체이며 
« 그린다 »는 행위는 작품의 풍부한 응용 소재와 흥미로운 컨셉이 되기도 한다. 

이지선은 책의 특성을 이용하여 데생을 오브제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데, 표지는 물론 선과 
이미지로 뒤덮힌 그의 책들은 페이지를 넘기며 각자가 퍼즐을 맞추듯 이야기를 만들고 그림을 읽어 
나가도록 하였다. 민선영은 이와 달리 작품의 준비과정에서 끄적이는 글들이 시의 형태를 이루고 
시각적 이미지로서의 텍스트로 그려지는데, 글쓰기는 여기서 그리기의 연장으로 읽혀진다. 박성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문구에서 영감을 얻어 이를 형상화하는 작업을 하는데, 누군가 다빈치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릴 수 있느냐는 물음에 « 붓의 움직임을 따르다 보니 바람을 그리게 되었다 »고 
답한 글에서 출발점을 찾고 있다. 

이동훈은 약간의 혼동을 야기하는 숨은 그림 찾기와도 같은 사진작품을 선보이는데, 현실에서의 
이탈을 의미하는 « 문 »을 모티브로 상상과 여유의 공간을 꿈꾼다. 박혜정도 여행과 상상의 세계, 
콩트와 시 등에서 받은 영감을 통해 자유로운 선놀림과 색채로 몽환적인 세계를 그리고 있다. 
이은경과 탁하린은 각각 세월호와 위안부 문제라는 사건과 역사가 얽힌 주제를 다루며 푸른 물거품이 
흔적을 남기고 또는 자수를 놓는 행위로써 데생의 범위를 넓혀 이해한다. 

이은화와 민항기는 그린다는 행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제고해보는데, 이은화는 그의 회화의 
중심을 이루는 마띠에르와 제스처, 이 두가지 요소중에서 제스처와 직접 관련된 선의 긴장과 리듬감을 
무의식적인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민항기는 물감과 붓을 사용하지 않고 건축재료를 통해 표현방식과 
재료의 실험성에 집중하는 작업을 선보인다. 반면 이화진은 흔적(trace) 또는 선(tracé)이라는 소재를 
우연성에서 찾는데, 어두운 주차장 벽의 그을린 자국들을 그리는 행위와 대치하여 작업의 바탕으로 
삼는다. 홍보라는 우리의 일상을 둘러싼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들과 공간적 또는 시간적인 추상적 
요소들을 점, 선, 면 등의 기하학적 요소들로 시각화한다. 

이렇듯 일상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두드러지는데, 김희연은 그의 주변에서 펼쳐지는 단편적인 풍경과 
이미지들을 일기를 써나가듯 가볍고 단순화된 윤곽과 선, 면 등으로 나타낸다. 정희정 또한 일상의 
풍경을 찍은 사진들을 토대로 먹과 잉크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데, 작가에게 사진은 밑그림과 같은 
구실을 한다. 투명 종이에 인쇄된 이미지들은 작은 직육면체의 형태로 내면의 기억과 풍경이 결집된 
하나의 공간으로 형상화된다. 한편 하유미에게 공간은 « 집 »이란 개념으로 이해되는데, 집은 
작가에게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존재하는 공간이 아닌 그의 기억과 시간들을 공유하는 유기체로서 
각양각색의 방식으로 조합된 이미지들로 채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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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이미지의 비유적 또는 상징적 측면은 또 다른 형태로 응용되기도 하는데, 최토지는 독특한 
개개인의 캐릭터를 인조보석을 붙여 만든 입체물로 구성한 작업에서 발전하여, 형태와 재질, 
색상으로써 특정한 감각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이미지로 표출한다. 정인수는 화려한 색이 입혀진 
신체조직과 세포, 점막과 같은 유기적인 형상을 그림으로써 또한 감각에 호소하는 작업방식을 취한다. 
윤귀덕은 그리는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 신성화 »된 이미지들을 복제하고 이를 불태워 사진으로 찍고 
다시 이미지를 천에 인쇄하는 과정을 통해, 태우는 행위의 상징성과 현대미술에서의 « 이미지 » 
복제와 그 개념에 대해 고민하는 작업을 소개한다. 

한요한은 사회의 시스템을 게임에 비유한 그의 멀티 미디어 설치작업의 아이디어 스케치를 보여준다. 
임숙희나 박지현 또한 작업과정에 초점을 두는데, 자연 특히 곤충이나 동물을 소재로 그 형태에서 
연상되는 다양한 이미지와 색들의 조합이 여러 단계를 거쳐 완성되는 과정을 한 화면에 담고 있다. 
션혜영은 과정을 포함하는 작업경로를 색다르게 보여주는데, 그에게 영감을 준 영화장면과 실제 
공간에서 느끼는 공간감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영향력 또는 지각요소들을 회화화한 작업이다. 
작가는 더 나아가 이러한 영상과 결과물인 회화를 함께 영상편집하여 일종의 아카이브 형식으로 
전시한다. 

청년작가 협회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만 25- 40 세의 한국 작가단체로,  1983 년 창립된 이래 매년 
정기전시를 비롯하여,  프랑스 및 해외 각지에서의 외부 작가들과의 협력 전시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전상아	  

Image	  :	  LEE	  Jisun,	  Jumeaux,	  2013,	  encre	  sur	  papier,	  20	  x	  14	  x	  0,5	  cm	  (chaque	  livre)	  /	  41,3	  x	  15,3	  x	  1,7	  cm	  (étui	  en	  cart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