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공원탐험 6.indd 1

15. 5. 29. 오후 5:09

조각공원탐험 6.indd 2-3

15. 5. 29. 오후 5:09

조각공원탐험 6.indd 4-5

15. 5. 29. 오후 5:09

소통 <Communication>_조성묵
조성묵 작가는 ‘의자’를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건들을 새롭게 설치 조각 작품으로
만들어 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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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項)-대화 <Relatum-Dialogue>_이우환

대나무 <Bamboo>_서정국

이우환 작가는 사물 자체의 아름다움과 그 사물의 주변 공간이

작가는 어린 시절 고향인 밀양 주변에서 대나무 숲을

함께 만들어 내는 울림을 전달하려고 했어요.

보며 자랐어요. 대나무 사이를 지날 때 나는 바람소리와

"있는 그대로의 사물과, 우리 인간이 함께 존재하는 이 공간에는

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를 기억하고,

신기한 생명의 파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싶고,

자신의 작품<대나무>에 그 느낌을 살려놓았어요.

그 속에서 설렘의 우주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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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의 수호자 <Silvanus>_최우람
금속판을 서로 겹쳐 놓거나, 교차시켜 만든 이 작품은
바람이 불면 조각의 일부가 서로 움직이고 부딪치면서
소리를 내기도 하는 ‘기계적 생명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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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다 <Thinking>_배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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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 빛 인생 <La vie en rose>_최정화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넘다

이 작품은 일상에서 흔하게 보고, 싸구려로
취급 받기도 하는 플라스틱과 페인트로 만들어졌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매일 보는 흔한 물건들로 작품을 만들어보세요.
"저는 일상 자체가 예술이고, 생활이 곧 미술이라고 생각해요.
예술이 뭐 대수인가요. 우리들 삶을 신나게 재미있게 해주면 그만이죠." -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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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그리다 <Seoul sketch>_임옥상

삼미신<The Three Graces>_배형경

이 작품은 한쪽 면에는 서울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이 보이고, 다른 면에는 서울의 풍경과 글이
새겨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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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Communication>_조성묵

조성묵<소통> 화강석_ 2006

서울시립미술관 입구 바로 앞쪽에는 화강석으로 만든 6개의 의자가 있어요. 보통의 예술작품들이 ‘만지지 마
시오’라고 접근을 막는 것과는 달리 조성묵의 작품 <소통>의 6개의 의자는 마치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각공원 작품 해설 활용하기
앞면의 활동지 질문의 답을 해설에서 찾거나, 교사용 지도서로 활용하세요.
부모님과 어린이가 함께 전시를 감상할 때 같이 읽으며 서로 질문 해 보는
용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작가는 마음과 정신이 쉴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의자’를 선택했어요. 소통은 앉을 수 있는 의자이지만 사
람들이 기대하는 포근하고 안락한 느낌이 아니죠. 차갑고, 딱딱한 화강석의 느낌 그대로에요. 왜 이런 재료로
만들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가는 이 의자에 앉았을 때 골치아픈 일들, 번잡함을 내려놓고 조용히 생각
해 보기를 권하고 있답니다. 또 함께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화를 나눠 볼 수도 있겠죠. 의자에 앉아 잠시라도
복잡한 일상을 떠나 휴식을 주는 「소통」, 의자에 앉아서 작품과, 미술관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소통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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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項)-대화 <Relatum-Dialogue>_이우환

대나무 <Bamboo>_서정국

이우환<항-대화> 철판, 자연석_ 2009

서정국<대나무> 스테인레스 스틸_ 2004

자연에서 그대로 가져온 듯한 돌 두 개와 공장에서 가져온듯한 철판 하나가 낯설게 놓여있어요. 돌은 만들어

미술관 앞마당에서는 사계절 변함없이 햇빛에 반짝이며 날렵하고 꼿꼿하게 높이 솟은 대나무 장대들을 찾아

지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물이고 철판은 기계가 만들어낸 공업용품이지요.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은 무

볼 수 있어요. 작가의 세심한 작업을 통해 딱딱하고 차가운 금속이 살아있는 대나무가 되어 부드러운 생명력

엇일까요? 바로 그 시작은 모두 자연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돌과 철판은 주변

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탄생된 것이지요.

공간에 따라 어울리기도 하고, 대립되기도 해요.

이 작품 중 하나를 건드리면 미세한 음이 공명을 일으켜 마치 대나무로 만든 단소소리처럼 들리기도 한대요.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자연, 인간, 산업사회의 대화’를 보여주려고 했답니다. 특히 이 작품은 2011년 뉴욕

실제로 대나무 숲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현대 사회의 차가운 금속성을 따뜻한 자연의

구겐하임미술관에서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 개인전을 열 때 전시되었던 작품이에요.

생명력으로 재탄생 시키려는 작가의 노력이 보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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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의 수호자 <Silvanus>_최우람

생각하다 <Thinking>_배형경

최우람<숲의 수호자> 스테인레스 스틸_ 2006

배형경<생각하다> 청동_ 2012

금속 재질의 구조물이 동물의 형체를 띠고 있는 이 작품은 금속판을 서로 겹쳐놓거나 교차되어있어 바람이

미술관 작은 숲 곳곳에 웅크리고 앉아있거나 고개숙인 채 서있는 청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 이 작품을 보면

불면 조각의 일부가 서로 움직이고 부딪치면서 소리를 내기도 하는 ‘기계적 생명체’예요.

사람은 서로 어울려 살아가면서도 늘 혼자되는 순간을 가지게 되는 모습들을 떠올릴 수 있어요.

작가인 최우람은 어릴 적 공상과학만화를 좋아하고, 과학자를 꿈꿨던 소년이었어요. 작가는 우리가 기계의

<생각하다>의 인물상들의 얼굴을 살펴보면 눈이 없어요. 배형경 작가는 “눈을 뜨면 눈앞의 하나만 보지만 눈

정글 속에 살고 있고, 언젠가는 인간이 기계에 지배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을 감으면 더 많은 것을 보게된다”며 눈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내면’을 강조했다고 말했어요. 마음 속 깊은 곳

렇게 생명체를 닮은 기계를 작품으로 탄생시켰어요. 딱딱하고 차가운 기계에 부드러운 예술을 더하는 작업을

을 바라보고 있는 인물 조각상들을 통해 작가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가련함과 안타까움, 삶의 무게를 보

통해 작가는 인간과 함께할 수 있는 기계생명체를 상상해 본 것이에요.

여주고자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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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 빛 인생 <La vie en rose>_최정화

서울을 그리다 <Seoul sketch>_임옥상

최정화<장미빛 인생> 스틸 프레임, FRP 플라스틱, 자동차용 페인트_ 2012

임옥상<서울을 그리다> 무쇠주물_2012

정동길을 걸어 서울시립미술관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거대한 꽃송이가 있어요. 무채색의 도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앞 정원에 놓여있는 이 작품은 임옥상 작가의 <서울을 그리다>랍니다. 한쪽 면에는 서

시에서 잠시 환상적인 미술 공간으로의 입장을 환영하는 듯, 화려한 빨간색의 꽃다발을 안겨주는 것 같아요!

울시민의 다양한 삶의 모습이, 다른 면에는 서울의 산, 풍경, 문자가 새겨져 있어요.

작가는 일상용품, 싸구려로 불리는 물건들의 주요한 소재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2000년대 중반부터 재료

작가는 2000년대 초부터 공공미술이라는 장르를 통해 도시와 인간, 예술의 조화를 시도하는 작업을 해오고

로 사용해서 작품을 만들었었습니다. <장미빛 인생>도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과 자동차용 페인트를 사용

있답니다. 이 작품을 통해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어려움을 겪어낸 서울의 시민이 바로 서울의 주인이고, 시민

해 순수예술작품을 만든것이죠. 작가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재료로 만든 <장미빛 인생>을 통해 예술은

들이 있기에 서울의 역사와 삶이 계속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해요.

바로 우리 일상 어느 곳에나 있는 것이며,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전달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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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미신<The Three Graces>_배형경

배형경<삼미신> 청동_ 2014

‘삼미신(세 명의 아름다운 여신)’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간의 영원한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겨졌어요. 배형
경 작가는 인간이 가진 최고의 가치는 “착하고(good), 참되고(truth), 아름다운 것(beauty)”이라는 생각을
가졌고, 이 세 가지 가치를 나타내는 여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표현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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