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여름

2015

서울시립미술관 소식지

SeMA

Seoul Museum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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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본관

리뷰

북서울미술관

6

2014 신소장작품전 <SeMA 살롱>

10

2015 한중일 차세대 대표작가 3인전:
미묘한 삼각관계

2014 신소장품전 <SeMA 살롱>
— 2.17–3.29
2015 한중일 차세대 대표작가 3인전:
미묘한 삼각관계
— 3.10–5.10
스크리닝: 블랙 오디오 필름 콜랙티브–
떠도는 몸들
— 3.10–5.17

2015 SeMA Green: 윤석남•심장
— 4.21–6.28
크로스장르 (가제)
— 6.2–8.23
유스 컬처 (가제)
— 6.30–8.30
분단 70년 주제전: 북한 프로젝트 (가제)
— 7.21–9.29
FANTasia: 아시아 페미니즘
— 9.15–11.8
디지펀 아트
— 9.22–12.13
유휴공간 건축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 (가제)
— 10.20–12.13

케테 콜비츠
— 2.3–4.19
코끼리 주름 펼치다

상설전

<영원한 나르시시스트, 천경자>

케테 콜비츠

18

코끼리 주름 펼치다

— 3.5–5.10
끼리끼리 코끼리

프리뷰

— 3.5–6.21
SeMA 미디어 살롱
— 3.10–5.17
SeMA 판화전 (가제)
— 5.19–8.23
생활의 발견 (가제)
— 6.9–8.16
원더랜드 인 세마 (가제)
— 8.13–12.13
타이틀매치: 금누리 vs 홍정표
— 9.8–11.8
2015 서울 포커스
— 9.8–11.8
위안부모집전 (가제)
— 9.22–12.13
2015 서울사진축제
— 11.25–12.25

스탠리 큐브릭 (가제)
— 11.28–’16.3.13

14

남서울생활미술관
수집이 창조가 될때
— 3.17–5.25
김종학 소장품전 (가제)
— 6.9–8.16
근현대역사 프로젝트 1:
舊벨기에영사관 건축아카이브전
— 10.13–12.2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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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SeMA Green: 윤석남•심장

24

분단 70년 주제전: 북한 프로젝트 (가제)

2014 신소장작품전
<SeMA 살롱>

참여작가
강영민, 강은구, 강은엽, 구자영, 권오상, 김경호,
김선태, 김승영, 김영수, 김윤수, 김태균, 문형민, 뮌,
박여주, 박윤경, 박천욱, 박혜수, 변순철 , 석성석,
송은영, 신미경, 심문섭, 안상수, 여동헌, 염중호,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

김정아

전시기간

전시장소

임선희, 전준호, 정소영, 정승, 천경우, 최두수, 태이,

2015.2.17.–3.29.

서소문 본관 1층

하용주, 한기창, 한진수, 황혜선

옥정호,유쥬쥬, 이병호, 이부록, 이완, 이은우, 이재용,

서울시립미술관은 2015년 2월 17일부터 3월

29일까지 2014 신소장작품전 <SeMA 살롱 Salon
de SeMA>을 개최한다.
소장품은 미술관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가늠케 하는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소장품 자체의 미학적, 자산적 가치보다 관객과의
관계성, 즉 소장품이 관객에게 끼치는 영향을 중시하는
서울시립미술관은 앞으로도 국내외적으로 우수한

중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미술관과 관객을 연결하는

작품을 수집하여 좋은 전시를 통해 시민과 공유하고

소통의 매체이기도 하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소장품에

소통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신미경
<트랜스레이션:
청화 백자 시리즈>
비누, 안료, 바니쉬
가변크기

2009–2013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를 통해 중기 수집정책을
마련하여 매체별, 장르별, 시대별 균형을 맞추면서
동시에 타 미술관과 차별화되는 개성있는 컬렉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목표 아래 2014년에는 2차에 걸쳐 총

213점의 작품을 수집하였다. 장르별 균형을 기하기
위해 사진, 설치, 뉴미디어 작품의 비율을 높이고 결핍된
미술사적 중요 작품들을 보충하였으며 새로운 경향을
이끌고 있는 동시대 주요작가들의 작품을 수집하여
현대미술의 개념 확장에 기여하고자 했다.
이번 신소장작품 전은 213점의 수집작품 가운데
한국화, 회화, 사진, 조각, 설치, 뉴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60여점을 선보인다. 전시의 제목은
‘세마 살롱 Salon de SeMA’으로, 미술작품과 일반
시민을 연결하는 데에 커다란 역할을 한 역사적인
살롱전의 형식을 빌려 서울시립미술관의 신소장작품을
소개한다.

<세마 살롱>전은 주제 및 장르의 국한없이 다양한
경향의 신소장작품을 펼쳐 놓음으로써 작품들 간의
조화 및 관계 생성을 꾀할 뿐 아니라 다른 작품들과의
대조를 통해 개별 작품 한 점, 한 점의 고유한 특성을
이완

부각시키고자 했다. 또한 이번 전시에 출품되지 않은

<삶은 그저 따라 울려 퍼지는
핏빛물결>

작품 중 미디어아트를 중심으로 한 작품은 서울시립

혼합매체
180×180×70cm

북서울미술관에서 열리게 될 신소장작품전 2부

<세마 미디어 살롱 Media Salon de SeMA>를

전시/리뷰/서소문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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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A 살롱 SALON DE SeMA

7

<SeMA 살롱> 전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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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중일 차세대 대표작가
3인전 <미묘한 삼각관계>

참여작가

전시기간

전시장소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

2015.3.10.–5.10.

서소문 본관 2, 3층

홍이지

양아치, 쉬 전, 고이즈미 메이로

서울시립미술관은 2015년을 여는 첫 전시로 한중일

아트바젤 마이애미, 리옹 비엔날레를 비롯해 세계 주요

차세대 대표작가 3인전 <미묘한 삼각관계>를 개최한다.

미술관에 초청받는 등 가장 주목받고 있는 중국 작가 중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공동주최로 진행하는 이번 전시는

한명이다. 쉬 전과 고이즈미 메이로는 이번 전시를 통해

지난 2014년 11월 서소문 본관에서 동일한 타이틀로

한국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작품을 선보인다.

진행된 <한중일 콜로키움: 미묘한 삼각관계>에 이은

<미묘한 삼각관계>는 전시 외에도 1989년

연계 전시로 한중일 국공립 미술관 기관장 및 수석

한국과 중국 간의 본격적인 문화교류가 시작한

큐레이터, 그 외에도 국제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한중일 문화교류사와 연혁을

각국의 기획자들과 펼친 학술적 논의에 이어 현재 가장

되짚어 볼 수 있는 아카이브 라운지를 3층 공간에

주목받고 있는 작가 양아치(한국), 쉬 전(중국), 고이즈미

조성함으로써 3국의 미묘하면서도 흥미로운 사회

메이로(일본)의 작품세계를 조망해보고자 한다. 이번

정치사와 미술사를 함께 조망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시를 통해 그동안 서구 중심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한다. 또한, 이번 전시를 위해 서울시립미술관 교육팀과

해석과 국가주의, 지역주의, 특화주의에서 벗어나

한중일 협력사무국이 함께 기획하여 진행하는 교육

차세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에 거주하는 한중일 3국의

주목해 보고 이를 통해 현재의 동북아시아를 진단해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과거 현재 미래에

봄으로써 아시아의 변화와 현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이즈미 메이로 <시각적 결함>, 2채널 영상 설치, 12분, 2014

대해 전시와 역사적 자료들을 기반으로 토론과

본 전시에 초대된 작가 양아치, 쉬 전, 고이즈미

의견교환 과정을 통해 3국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메이로는 모두 1970년대 생으로, 한중일 현대미술계를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이번 전시는

이끌어 가고 있는 차세대 대표 작가들로 아시아는 물론

관조적인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봤던 태도에서 벗어나

해외 주요 미술행사와 기획전 등에 참여하며 최근 가장

그들의 주제를 보다 구체화시킬 뿐만 아니라 좀 더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들이다. 작가 양아치는

적극적으로 관계 맺음으로써 심리적 확장을 통해 한중일

이번 전시에서 신작 <바다 소금 극장>을 선보인다. 이는

현대 미술의 새로운 해석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쉬 전 <상아트 슈퍼마켓>, 설치, 가변크기, 2005–2014 (메이드인 컴퍼니 제작)

그가 최근 관심을 가지고 리서치 중인 아시아를
근간으로 형성된 지형적 요소들과 시간성을 실험해
볼 수 있는 무대로 작가는 이를 통해 새로운 관객을
맞이하고 재전유하고자 한다. 일본 작가 고이즈미
메이로는 인간의 감정과 통제에 대한 순간을 탐구
하는 일련의 작업을 선보여 왔다. 이번 <미묘한
삼각관계>에서는 역사적 사실들이 사라져 가는 순간을
목도하고 재정립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일본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작가 쉬 전은 2009년 메이드인
컴퍼니(MadeIn Company)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예술이 허용될 수 있는 한계와 의의에 대해 질문을

양아치 <바다 소금 극장>, Full HD, 영상설치, 2015

던지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쉬 전은 최근

전시/리뷰/서소문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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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테 콜비츠
제1차 세계대전 전후
케테 콜비츠의 작품세계

북서울미술관 큐레이터

참여작가

노동자 계층의 고된 노동, 질병, 가난과 같은 핍박의

침머만(Wilhelm Zimmermann, 1807–1878)의

김혜진

케테 콜비츠

삶을 표현했다면,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작가는

«대농민전쟁사개설 »을 읽고 재구성한 판화 연작으로,

반전과 평화를 적극적으로 외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농민전쟁(1522–1525)을 소재로 제작했으나 역사적

전시기간

전시장소

2015.2.3.–4.19.

북서울미술관
사진갤러리 1, 2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은 케테 콜비츠(Käthe Kollwitz,

작가의 주요 연작인 <전쟁 War> (1921–1922)은
케테 콜비츠 작품의 백미로, 작가 개인이 어머니로서
전쟁을 겪으며 아들을 잃은 슬픔, 모성애를 보편적으로
승화시킨 시기의 작업들이다. 절제된 표현의 목판화는

에 걸친, 초기부터 말년까지 총 56점의 작품으로

콜비츠가 겪은 아픔과 절규를 표현하는데 매우 적절한

구성하였다. 출품작은 모두 일본 오키나와에 소재한

내용과 형식의 조화를 이룬다. 뚜렷한 흑백대비의

사키마미술관의 소장품이며 ㈔평화박물관건립추진

목판화는 관람객으로 하여금 강한 공감대를

위원회와 공동 주최로 이루어졌다.

이끌어 낸다. 브론즈 조각 작품 <피에타 Pietà>

(1937–1938)의 아이를 꼭 안고 있는 어머니는
콜비츠의 후기 작품을 지배한 죽음에 대한 애도와

현대 독일 판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막스 클링거(Max

평화에 대한 갈망의 절정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Klinger, 1857–1920)의 판화작품에 영향을 받았다.

전쟁 이전의 여성들이 억압받고 투쟁하는 계층으로

초기에는 에칭과 석판화를 주로 제작했으며 후에

등장했던 반면, 전쟁 시기의 여성은 어머니로서의

에른스트 바를라흐(Ernst Barlach, 1870–1938)의

본능을 강조한 작업들이 주류를 이룬다. 격동기를

케테 콜비츠 <농민전쟁 연작_ 5 폭발>
에칭, 패브릭 인쇄지, 50.7×59.2cm, 1903
일본 오키나와 사키마미술관 소장

영향을 받아 목판화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평생에 걸쳐

거친 작가의 자화상과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 어머니의

혁명적인 주제로 가득한 그녀의 1차 세계대전 이전

총 275점의 판화를 제작했고 대부분 흑백판화였다.

모습이 거의 동일시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작품들에는 의례적으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왕과

콜비츠는 사회참여적인 수단인 판화를 선택하여
자기 체험적인 고백과 시대를 담은 예술을 펼쳤다.
전시는 결혼 후 더욱 심화된 콜비츠의 사회의식과

사진갤러리2의 전시는 ‘1차 세계대전 이전’
케테 콜비츠의 초기 에칭, 석판 작업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작가의 현실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빈민,

귀족 등의 지배계층 대신에 억압당하는 피지배계층이
화면의 중심을 차지한다.
더불어 사진갤러리2에는 전시개최 배경과 작가의

노동자 계층의 억압받는 삶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들

예술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이 전시를

주목하였다. 예술가로서의 사명감에 여성적 시선이

을 만나볼 수 있다. 작가의 이름을 알리게 된 주요

공동으로 주최한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와 작품을

더해져 당대의 현실과 이슈를 작품으로 풀어내었다는

연작과 초기 대표작들을 비롯하여 여성 노동자의

대여해준 일본 사키마미술관에 대한 소개와 작가

점은 콜비츠 특유의 작가정신으로 꼽을 수 있다.

초상들로 이루어졌다. 작가는 <게르미날 Germinal>

연표를 제시하였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지식인으로서의 사회적, 예술적,

(1891)을 시작으로 가난의 추방이나 질병 퇴치와

전쟁을 겪으며 작품에 쏟아 부은 작가로서의 발언에

콜비츠의 사회적, 예술적, 개인적 실천을 드러내는

개인적 실천을 수행했다는 점은 콜비츠 작품세계의

같은 사회 개혁의 필요성을 표현한 작품들을

뜻깊은 이번 전시가 격동기의 삶과 당대의 이슈에

핵심이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과 함께 그의 작가적

연작으로 제작하였다. <직조공 봉기 A Weavers'

공감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미술의 새로운

의지는 더욱 강화되었기에 전쟁은 콜비츠 작품을

Rebellion>(1893–1897)는 비참한 직조공들의

지평을 여는 데 기여한 작가의 삶과 예술이 일체를

살펴보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상황과 이로인한 새로운 투쟁을 소재로 한 하우프트만

이룬 현실 참여 정신이 동시대 미술가들에게 여전히

(Gerhart Hauptmann, 1862–1946)의 연극

큰 울림으로 전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다.

전시는 1914년 1차 세계대전 발발을 기점으로
전쟁 이전과 이후의 작품군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사진

전시/리뷰/북서울미술관

모티브를 빌어 농민 혁명을 조형화한 것이다.

세계를 조명하기 위해 180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케테 콜비츠는 1867년 동프로이센의 쾨니히스

케테 콜비츠 <전쟁 연작_ 6 어머니들>
목판, 34.0×40.0cm, 1922–23
일본 오키나와 사키마미술관 소장

장면을 그린 것이 아니라 ‘검은 안나(Black Anna)’라는

전쟁 이후의 비참함을 더욱 고조시킨다. 그 중에서도

1867–1945)의 전시를 개최하였다. 콜비츠의 작품

베르크에서 태어나 10대부터 미술 수업을 받았으며,

케테 콜비츠 <전쟁 연작_ 7 사람들>
목판, 36.0×30.0cm, 1922–23
일본 오키나와 사키마미술관 소장

작품에 등장하는 아이와 부녀자의 대비되는 표정은

<직조공들 Die Weber>(1893)에서 비롯되었다.

갤러리1에서는 1차 세계대전 발발과 아들의 전사라는

전시에는 연작 중 세 번째 작품으로 봉기에 앞선

역사적,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세계의 새로운

직조공들의 회의 장면을 담은 <협의 Conspiracy>

국면을 맞이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작품들로

(1895)가 전시된다. 또 다른 대표 연작인 <농민전쟁

구성하였다. 전쟁의 참상으로 가난, 죽음, 모성과 같은

Peasants’ War>(1901–1908)은 <직조공 봉기>

문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시기이다. 전쟁 전 주로

보다 적극적인 혁명 의지를 담고 있다. 1840년 출간된

14

케테 콜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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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 주름 펼치다

참여작가

전시장소

엄정순, 시각장애학생

북서울미술관 전시실 1

북서울미술관 큐레이터

전시기간

양혜숙

2015.3.5.–5.10.

<코끼리 주름 펼치다> 전은 “태고의 원형을 담고 있어

개념적 환기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태국 Elephant

낯선 문화를 상징하는” 코끼리를 매개로 엄정순 작가가

Nature Park와 공동으로 장애코끼리를 양육하는

2008년부터 진행해 온 코끼리 프로젝트들의 융합

‘코눈(KONUN) 프로젝트’, 동물보호시민단체(KARA)와

결과물을 선보이는 전시이다. 이번 전시는 코끼리가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 ‘사쿠라(Sakura)’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들을 마치 그의 몸에 오랜

고향으로 보내주는 프로젝트 등 작가가 세종의 메시지를

시간과 공간의 흔적이 깃든 수많은 주름을 펼쳐보듯,

현대에 현현하는 작은 움직임들의 여정도 함께 전시에

한반도에 살고 있는 코끼리의 삶과 코끼리가 주요한

선보였다.

역할을 한 역사적 사건과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작가의

본 전시는 지상에서 가장 큰 동물 코끼리를 통해

작업과 시각장애학생,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한 공공

관객에게 장애와 미술에 대한 편견, 스케일에 대한

프로젝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었다.

감각적 도전, 생명에 대한 인문학적, 생태적 성찰 및

전시는 크게 한반도의 코끼리 역사를 배경으로 한

존중 등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제안한다.

엄정순 작가의<코끼리걷는다> 시리즈와 시각 장애

코끼리 몸의 두껍고 수많은 주름처럼 보이는 것과

학생들과 작업한 아트프로그램 <코끼리만지기>를

접혀서 좀처럼 보이지 않는 깊이를 발견하고 찾아가며

중심축으로 구성된다.

‘근원’에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윤준수 (강원명진학교 초6)
<우주를 탐험하고 온 코끼리>
혼합재료
150×120×80cm

2011

엄정순
<코끼리걷는다 -물과 풀이 좋은 곳으로 1>

Acrylic, Oilstick on Paper
220×650cm
2013

엄정순 작가의 <코끼리걷는다> 시리즈는 이방의
동물로 한반도에 들어와 비극적 삶을 살고 있는
코끼리들을 소재로 한 회화설치 작업이다. 600여년전
한반도에 들어온 낯선 동물 코끼리를 돌보는 것은
사람들에게 큰 부담과 원망이 되었고, 그를 제거
해달라는 빗발치는 상소에 대한 세종대왕의 교지가
역사에 기록되어있다. –“물과 풀이 좋은 곳으로 보내어
병들고 굶어죽지 않게 하여라.”(1424)– 낯선 생명을
위한 연민과 배려, 그리고 관심이 담긴 세종의 당부에서
작가는 생명의 보호 및 존중의 메시지와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 와 편견, 수난과 상처를 가진 소외받고 있는
이방 동물의 디아스포라를 발견하고 이를 회화와
설치작품으로 표현하였다.
‘맹인모상盲人摸象’이라는 우화의 맹점을 꼬집은

<코끼리만지기>프로젝트는 시각장애학생들과
작가가 직접 코끼리를 만지고 그 감각을 되살려
만들어낸 코끼리 작품 컬렉션으로 구성된다. 보이지
않는 이들의 손에서 재탄생한 다양한 코끼리들은
‘보이지 않기에 미술이 필요없다’는 편견을 깨뜨리고,
나아가 진정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전시/리뷰/북서울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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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SeMA Green:
윤석남•심장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

참여작가

전시장소

윤석남

서소문 본관 1층

방(A Room of One's Own)’, 곧 작업실을 갖게 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첫 열정으로 오롯이 작품

전시기간
조아라

1979년, 40세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자기만의

활동에 몰두해 온 페미니스트 작가 윤석남. 인고의

2015.4.21.–6.28.

세월을 긍정적인 태도로 견뎌온 자신의 어머니를
그려내고 조각하던 그녀는 시나브로 여성의 삶,
동식물의 생태 등으로 그 관심사와 조형 언어를
성공적으로 확장시키며 과거에 머무르는 작가가 아닌
‘여기, 오늘’을 이야기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설치 작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윤석남의 1980년대 초기작부터 2015년
최신작까지 약 30년간의 작품들을 망라하여 한
공간에서 선보이는 <2015 SeMA Green:
윤석남•심장>전은 서울시립미술관이 한국 작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는
‘SeMA 삼색전(블루, 골드, 그린)’ 중에서 원로 작가를
초청하는 ‘SeMA Green’의 두 번째 전시이다.
전시는 크게 네 가지 주제로 나뉜다. 윤석남이 지닌

윤석남
<편지 쓰는 여자>

color pencil on paper
42×35cm
2002

페미니스트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작품들로
구성된 방, 자아를 해체하고 만물(萬物)과 소통하고자
윤석남
<붉은 밥>
150×10×158cm

Acrylic on wood
2003

하는 의지가 표출된 작품들로 구성된 공간, 그리고
그녀의 작품 속에서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문학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섹션, 마지막으로 작가가
초기부터 현재까지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만들어
오고 있는 역사 속의 여성 위인들로 구성된 섹션으로
이루어진다.
윤석남의 초기작부터 최근작을 한 전시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연대기 순으로
배열되는 고전적인 회고전 형식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이번 전시는, 커다란 주제 속에서 서로 다른 시기의
작품들이 공명하는 장으로서 관람객들에게 다가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윤석남의 열정적이면서도 한 없이
너그러운, 만물에 대한 마음과 삶에 대한 태도가 실로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로 표출되어 왔음을 흥미롭게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윤석남
<외할머니>

color pencil on paper
42×35cm
2001

전시/프리뷰/서소문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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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남
<화이트 룸>

mixed media
variable size
2011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전시/프리뷰/서소문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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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70년 주제전:
북한 프로젝트 (가제)

참여작가

전시기간

전시장소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

2015.7.21–9.29

서소문 본관 1층

여경환

강익중, 노순택, 이용백, 선무, 닉 댄지걸, 크리스 마커 등

1945년 8월 15일, 그 이후 70년의 시간을 지나

<북한프로젝트>는 바로 겹겹이 교차되고 어긋난

오면서 근현대 역사는 우리에게 광복의 기쁨이자 분단의

모순들을 직시하는데서 시작한다.

아픔을 함께 기억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2015년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시시각각 출몰하는

70년간 분단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미 분단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당면한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현안들 앞에서 광복의

물리적인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혈육과

기쁨도, 분단의 아픔도, 통일의 과제도 그저 ‘언젠가

이별한 이산가족의 아픔을 공유하지 못하는 세대에게

해결되어야 할 수많은 문제들 중 하나’가 되어 버렸다.

그것을 기억하며 되새기는 일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생각해보자, 당장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이

있는가를 재설정해볼 필요가 있다. 민족 동일성에 대한

구포(구직포기)세대가 되고, 내 아이가 다니는

감정적인 호소뿐만 아니라 동시대 젊은 세대에게

어린이집에서 폭행사건이 터지고, 여기저기 대형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사고들이 연일 터져 나오는데, 광복과 같은 역사적

있는 출발점으로, 이번 <북한프로젝트> 전시를 통해

사건이나 통일이라는 민족의 과업은 너무 멀게만 느껴질

그동안 가려져있는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예술적 상상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립미술관의 광복70주년기념전

시도한다.
노순택 <Red House_1장 펼쳐들다_질서의 이면>, c-print, 2005

<북한프로젝트>는 강익중, 노순택, 이용백, 전준호
등의 국내외를 대표하는 작가들이 ‘북한’에 대한 예술적

만들어내는 대중화의 역할을 기대한다. 예술가들의

집중시키고 환기시키는 전시이다. 그 중 일부는 이번

눈은 끊임없이 현실에 떨어져 먼 미래나 지나온 과거를

전시를 위한 신작을 제작함으로써 북한, 나아가 분단과

응시하지만 기이하게도 어떤 면에서는 현실과 동전의

통일을 다룬 현대 미술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을

양면처럼 붙어있다. 어쩌면 비실용적일 수 있는

그 외 전시의 주요한 섹션으로 프랑스 사진가

전시/프리뷰/서소문 본관

이슈를 함께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사회적 담론으로

상상들을 통해 ‘북한’이라는 곳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용백 <백두산>, 혼합매체, 234×330×370cm, 2014

이번 <북한 프로젝트> 전시를 통해 북한이라는 폐쇄적

예술가적 직관과 예술작품은 현실에 허우적거리는
우리에게 어떤 수량적인 분석보다 정확하고, 어떤

크리스 마커가 찍은 1950년대 북한과 영국의 사진가

체계적인 분석보고서보다 날카로운 비전을 보여준다.

닉 댄지걸이 담아낸 2010년대 북한의 일상을

그것이 바로 예술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예술가들의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사진 섹션, 그리고 지금 현재

역할이다. 북한에 대해, 분단과 광복에 대해, 나아가

북한의 시각예술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북한

통일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이 바로 너와 나의 미래에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이끌고 가는 요소로 기능하고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는 비전을 예술가들의 작품을

있는가를 보여주는 북한미술 섹션(유화, 포스터,

통해 느끼고, 나누고자 한다. 나아가 서울시립미술관은

우표 등)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에 대한

국내의 대표적인 공공미술관으로서 보다 장기적인

입체적인 접근을 통해 미술이라는 시각문화를 통해

관점의 북한과의 지속적인 접점을 넓히고 자료를

북한 사회를 읽어내고, 나아가 분단과 통일의 가능성

축적하는 다양한 미술이라는 예술과 문화를 통한

등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시 처음의 문제 설정으로 돌아가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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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ing Artists:
신진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
박가희

2015년 지원작가

김웅용
<사방에 있는 천사 알파와 오메가>
HD 싱글채널, 컬러, 42분

강서경, 김아영, 김웅용, 김원화, 배윤환, 안유리,
염지혜, 이진한, 임유리, 장파, 정기훈, 차미혜, 최성록,

2015

최수정, 최윤석, 한석현

서울시립미술관(SeMA)은 2008년부터 매년 젊고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시도하는 작가들이 다수 눈에

유망한 작가들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Emerging

띤다.

Artists: 신진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이 프로그램은 난지창작스튜디오와 함께

배윤환

<Golden Soup>
oil pastel on paper, 150×210cm
2013

이들의 새롭고 실험적인 활동들은 올 한해 서울시
곳곳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서울시립미술관이 진행하는 대표 연례 작가 지원
프로그램으로, 작가의 창작 의욕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미술계를 이끌어갈 작가를 육성하는데 의의가 있다.

2013년에는 나이제한을 없애 ‘신진’의 의미를
연령에 두지 않고 보다 유연한 의미의 ‘젊은’ 작가를

강서경

시청각

9.3.–10.1.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선정인원을 과거

김아영

문래창작예술공장

10.2.–10.23.

25–28명에서 15명 내외로 축소하여 적은 인원을 보다

김웅용

커먼센터

10.20.–11.29.

밀도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틀을

김원화

앨리스온

9.11.–9.25.

정비하였다.

배윤환

스페이스 오뉴월

8.14.–9.5.

안유리

대안공간 풀

7.9.–8.9.

염지혜

아트선재 라운지

7.14.–8.2.

이진한

갤러리 엠

9.10.–10.3.

임유리

커먼센터

9.10.–10.11.

장파

갤러리 잔다리

7.2.–7.25.

정기훈

케이크 갤러리

9.1.–9.30.

차미혜

바다극장+케이크 갤러리

10.1.–10.25.

최성록

갤러리 조선

9.26.–10.9.

퍼포먼스 등 장르적으로 다양한 형식이 고르게

최수정

아마도예술공간

7.27.–8.23.

분포되어 있으며, 복합매체를 활용한 작품 형식과

최윤석

스페이스 오뉴월

6.26.–7.18.

식물학자, 시인, 번역가 등 타 분야의 다양한

한석현

갤러리 조선

8.6.–8.26.

<Emerging Artists: 신진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은 ‘작가는 전시를 통해 성장한다’는 신념
하에 작가들에게 개인전을 위한 일련의 과정들을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작가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술관에서는 작가들에게 개인전 개최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큐레이션과

1:1 비평가 매칭 등을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작가는 총 16명으로 회화, 영상, 설치,

주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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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리
<세 평자리 숲>
시와 사진, 68쪽, 한글+영어 합본, 141×221mm

2015

차미혜
<바다>

16mm film, double projection still cut, B&W, silent
2014

Emerging Artists: 신진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

이진한

<Volcano Duck and Three Moo Boxes>
린넨에 유채와 스프레이페인트, 180×200cm
2012

한석현

<Reverse-Rebirth project _The Mother Tree[july]>
mixed media, variable siz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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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마케터즈 SeM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
변지혜

SeM 2기 (12명)
총괄팀장: 박상준
배준영, 박보나, 주경련, 천화은, 박보나, 강채린,
유정민, 정아림, 조담희, 박영민, 전한나
활동기간

2014.9.1.–12.31.
마케터즈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letssem

우연히 만날 후(逅), SeM 2기를 만나다.

강요보다는 계획에 없던 만남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두 번째 캠페인에서 이들은 꽃모양이 그려진 핫팩

마케터즈 2기가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짧지도

2000개를 들고 12월 말, 한파가 몰아치는 추운 겨울

길지도 않은 시간동안 왕성한 활동을 하고 2014년 1월

본관 주변의 직장인들에게 따듯함을 나누었다.

22일 마케터즈의 수료식과 함께 모든 과정을 마쳤다.

꽃향기가 나지는 않았지만, 손끝을 아리는 추운 겨울을

마케터즈 2기는 1기와는 다르게 팀제로 운영이 되어

녹이는 핫팩을 손에 들고 좋아하는 지친 2000명의

총괄팀장(박상준)과, 온라인, 오프라인 팀으로 나뉘어

직장인들에게는 우연히 만나는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미술관이 제시한 미션에 따라 협력하여 캠페인을

미술관 홍보 마케팅에서 가장 적극적인 부분은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9–10월 미션 남서울 미술관을

인지도이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전시에 대해 알고,

중심으로 분관을 홍보하는 미션이, 11월 –12월은

미술관의 위치를 알아야 미술관을 올지, 말지 사람들은

본관을 중심으로 주변 직장인에게 미술관을 홍보하라는

적어도 고민이라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홍보가

미션이 주어졌다. 눈에 띄는 SeM 2기의 대표 키워드는

당신에게 미술관을 어떠한 의미가 있는 공간일까,

우연이 만날 후(逅).

어떠한 느낌을 주는 공간일까를 알려주지는 않는다.

이들은 남서울 분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서울대와

마케터즈 SeM 2기의 활동은 이렇듯 미술관을

관악구 일대, 본관 근처에 위치한 덕수궁 돌담길과

알리고, 미술관에 색을 더하고, 따듯함을 느끼게 만들며

청계천을 따라 600여송이의 장미꽃을 들고 거리를

시민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SeM TV나 페이스북 등을

나섰다. 미술관 오세요, 미술관에서 무슨 전시를

통해 이러한 활동이 주는 생기와 생생함을 함께 전한다.

합니다가 아닌, 그저 다가가 한송이 꽃을 사람들에게

시민을 만나고, 만나지 못한 시민에게 생생함을 전하는

나눠 주었다. 기분 좋은 멘트와, 미술관 약도가 담긴

이들의 뜨거움이 채 식기도 전에 2기의 활동은 마무리가

책갈피와 함께.

되었다.

이들의 아이디어는 미술관이 우리 삶에서

그러나, 젊은 청년들의 꿈과, 소통에 대한 열망,

장미꽃과 같은 우연히 만나는 아름다움이고 기분 좋은

그리고 톡톡튀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선물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설득이나

마케터즈 SeM은 2015년에도 계속된다.

주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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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의 런치박스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
추여명

미술관에서 한 끼의 예술을 맛보다
“음식 반입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조용히”라는 말이
미술관에서 흔히 듣던 말이었다면, 이제 “음식 반입
가능, 사진 촬영 가능, 자유롭게 대화 가능‘을 말하는
미술관 프로그램이 있다.
예술가와 미술관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며

특별한 음식으로 느껴지게끔 퍼포먼스를 구성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2013년도 하반기에 시작된 예술가의 런치박스는
드로잉, 설치, 미디어,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는 예술가(팀)을 초청하여 매달 2회씩 진행하고 있다.

현대미술을 즐길 수 있는 ‘예술가의 런치박스’가 그

2015년도에는 미술관 자체 기획전시에 참가한

주인공이다. ‘예술가의 런치박스’는 현대미술이 낯선

예술가와 함께 워크숍과 런치박스를 병행하거나,

관람객들에게 ‘식사(런치박스)’라는 친숙한 매개체를

예술가와 셰프의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을

통해 미술관에서 식사를 하며 예술을 접하게 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서울시립미술관은

예술가와의 만남을 통해 현대미술을 이해하고 즐길 수

미술관의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참가자들은 미술관 내 다양한 장소에서 식사와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 예술가의 런치박스 참가신청은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http://sema.seoul.go.kr)

아트 퍼포먼스를 함께 즐길 수 있는데, 12시부터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사전에 예약하면 된다. 하루를

13시까지 진행되는 1시간 동안 예술가들은 미술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식사처럼 ‘예술가의 런치박스’를

로비, 복도, 카페, 심지어 화장실 옆 공간까지 갤러리가

통해 시민들에게 ‘예술’이 식사처럼 즐길 수 있고,

아닌 다양한 공간들을 캔버스로 삼아 ‘예술적’으로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되기를 기대한다.

승화시킨다. 참가자들은 타자가 아닌 주체로서
예술가와 함께 이 프로그램의 퍼포머가 되기도 한다.
또한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예술가들은
사회문제나 그들의 삶의 문제에 대하여 참가자들과
논하기도 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흔한 샌드위치를

주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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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A와 SeMA人[in]이
함께하는 사진아카데미
서울, 오늘을 찍다

예술+커뮤니티+시민을
연결하다
시민 큐레이터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

추여명

추여명

찾아가는 미술감상교실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
한희진

미술관에 간다. 아니, 미술관이 간다!
누가(who)?

구분

‘서울, 오늘을 찍다’는 서울시립미술관(SeMA)과

서울시립미술관은 2015년도 신규 교육 프로젝트인

— 서울시립미술관이 알차고 재미있게 강의해주실

SeMA人[in]후원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진 아카데미

‘시민 큐레이터’를 운영한다. 시민 큐레이터 프로젝트란

훌륭한 강사님과 함께

이다. SeMA人[in]은 문화예술에 열정을 가진 분들로

예술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큐레이터가 되어 전시회를

이루어진 후원회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위축될 수 있는

기획할 수 있도록 교육을 운영하고 전시 개최를 위한

— 신청기관이 원하는 때 학교 및 직장 일정을 최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을 통해 미술관의 기능을

금전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참가 대상은

맞춰서

강화하고 시립미술관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 미술관련학 전공자, 어르신, 일반인,

설립되었다. 이러한 후원회의 교육강좌 지원에 힘입어

학생 등을 주요 타깃으로 한다. 프로그램 운영은,

— 서울소재 각 신청기관의 공간에서 신청인원이 들어갈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최초로 ‘SeMA와

상반기에 큐레이터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전시기획에

수 있고 ppt를 보고 미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SeMA人[in]과 함께 하는 사진아카데미’를 신설하였다.

관한 내용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을 운영하고,

무조건 가서

이 프로그램은 강홍구 사진작가와 비전문가인

교육 수료생에게 전시기획안을 받고 심사하여 10명의

2014년 찾아가는 미술감상교실 운영결과는요~
시설기관별

운영기관

운영횟수

수강인원

113개

143회

13,957

학교 감상 및 체험교실

69

70

10,948

직장감상교실

7

7

520

문화소외시설 감상 및
체험 교실

19

31

746

대외(자치구)협력전시
감상 및 체험교실

4

4

140

대상 제한 없음

14

31

1,603

합계

언제(when)?
무료

어디서(where)?

매칭

무엇을(what)?

일반 시민이 함께 약 1년간 서울 곳곳을 사진으로

시민 큐레이터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발된

— 다양한 미술감상 및 체험수업을 초등학생을 위한

총 113개 기관에서 143회 운영, 13,957명이

기록하고, 이 사진 작품을 북서울미술관에서 전시하는

시민 큐레이터는 전시기획의 세부 방향, 운영 부분에

미술감상 및 체험 수업과 중·고등학생과 직장인을

수강이라는! 특히, 장애인 시설과 아동·청소년보호

장기 프로젝트이다. 16회의 교육 기간 동안, 서울의

대해 함께 스터디하고, 멘토링을 받으면서 전시회

위한 미술감상 수업을

시설에서의 수업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답니다.

사라져 버린 곳들과 생동감 넘치는 도시의 현재진행형

개최를 하게 된다. 전시공간은 ‘서울시’ 내 다양한

모습들, 즉 현재 서울의 ‘Hot and Cold place’를

공간에서 개최 가능하며, 전시할 지역의 주민의 의견

개인적 관점으로 촬영하여 작품화하고, 포트폴리오를

혹은 공간적 특색을 반영하여 기획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게 된다. 교육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이론, 크리틱

한다.

수업과 야외 사진 촬영 실기수업을 1회씩 번갈아서

어떻게(how)?

뮤지엄을 넘어선다”는 의미의 ‘포스트 뮤지엄’,

— 무료로 강사료도 재료비도 모두모두 무료로 제공~
왜(why)?

서울시립미술관!
‘찾아가는미술감상교실’이 미술교육을 통한 미술관 안팎

— 시민이 운영하는 서울시립미술관이니까!

경계 허물기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올해 최초로 선발된 시민 큐레이터가 전시

수강하게 된다. 또한 명사초청 강연을 병행하여

기획부터 개최하기까지 서울시의 다양한 공간, 사람들과

귀가 솔깃하시다면,

인문학과 사진 예술이 만나는 수준 높은 강의를

관계를 맺으며 커뮤니티와 소통하는 기회가 되기를

매년 2월과 8월 중순에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

제공한다. 수강생에게는 교육 종료 후, 사진 작품을

바란다.

교육 찾아가는 미술감상교실을 잘 살펴봐주세요.

2016년 2월경 북서울미술관에서 전시할 수 있는

그리고 2주 신청기간 동안 원하는 강좌, 날짜, 시간을

특전과 SeMA人[in] 후원회 멤버의 자격을 제공한다.

신청해주세요, 최근 2년간 선정기관을 제외하고
문화소외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 찾아갑니다.

앞으로도 세마인의 후원금은 서울시립미술관의
미술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사용되어질

서울소재 지역 기관이 아니시라구요? 영리기업

예정으로 미술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이시라구요?, 선정과정에서 탈락하셨다구요?..

시민들을 위한 문화해택 증진에 앞설 것이다.

다 괜찮아요, 미술관에는 기관과 검증된 강사를 연결해
주는 매칭감상교실이 있다구요!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각 기관에서 강사료와 재료비를 내주셔야 해요~

교육/서소문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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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미술아카데미
서소문 본관

시민미술아카데미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추여명

북서울미술관 큐레이터
권혜인

서울시립미술관은 2015년도 시민미술아카데미

어린이를 대상으로 토론 및 공동의 작품 구성을 통해

작년 한 해 북서울 시민미술아카데미는 분관별 특성화

미술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 전시연계

<SeMA Learn>을 통해 시민에게 보다 다양한

전시를 재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전략에 맞게 교육 방향을 어린이· 청소년 중심의 지역

미술프로그램도 실시한다. 2015년 한 해 북서울

예술강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교육은 전시 및

SeMA Lecture에서는 도슨트 양성교육을 진행한다.

특성에 맞는 열린 예술교육을 지향하며 활발히

미술관에서의 즐거운 경험이 시민들의 기억 속에

소장품 연계, SeMA Lecture, SeMA Vacation,

약 3달간 이루어지는 강의를 80% 이상 출석한

진행하였다.

미술이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고 삶을 보다

SeMA Performance, 생활미술실기 강좌로 나뉜다.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배부하고, 2016년에 이루어

SeMA Vacation에서는 겨울방학 프로그램으로

지는 도슨트 선발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한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어린이, 청소년은 물론 가족,

초등학생과 청소년 대상 교육을 진행했다. 초등학생

SeMA Performance에서는 평일에 문화를 누릴 수

펼칠 예정이다. 미술관 교육을 통해 미술 문화와 일상의

대상 교육은 ‘영원한 나르시시스트 천경자展’과

있는 시간이 적은 직장인을 위해 점심시간에 진행되는

관계를 이해하고 미술품을 친근하게 접하게 될 때

야외 조각 작품을 감상하고, 토론하면서 새롭게 의미를

아트&런치 프로그램 ‘예술가의 런치박스’를 운영한다.

구성해 보았다. 교육 종료 후, 천경자 전시에 대한

한편 남서울생활미술관(분관)에서는 <생활미술

미술관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장소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생각이 담긴 글을 교육실 앞에 한시적으로

실기강좌>를 운영한다. 금속공예, 퀼트, 도예강좌와

전시한다. 또한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은 서울시립

외국인을 위한 수묵화, 도예 강좌를 통해 누구나 쉽게

미술관 학예연구부장 선승혜, 아키비스트 김금미,

공예를 접하고, 꾸준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전시 및 소장품 연계 프로그램과 지역 학교 및 기관과

2014미디어아트비엔날레 전시팀장 장혜진을 강사로

계획이다. 앞으로도 서울시립미술관은 다양한

연계한 미술관 현장체험학습 및 교사 대상 워크숍 등의

초대하여 학생들에게 강의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연계 프로그램, 주말 가족 프로그램, 장애인 대상

강연을 들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본 뒤, 삶의 순간들

미술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미술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북서울미술관 시민미술아카데미는 크게 취학 전
아동과 초등, 중등, 고등학생 등 교육 대상별 맞춤형

(중요한 순간이 담긴 사진, 편지 등)을 아카이브화하고

전시 및 소장품 연계프로그램 중 어린이 대상

이것들을 바탕으로 ‘십팔세 스펙트럼’, ‘3%의 삶’등의

강좌는 지역 유치원 유아단체 대상 어린이갤러리 전시

전시를 기획해 보았다.

연계 미술관 프로그램인 <꿈꾸는 미술관>과 미술관

소장 작품 연계 프로그램은 서울시립미술관의

고유의 현장경험을 제공하는 초등학교 학급단위

소장 작품을 통해 한국미술사를 돌아보는 강연을

현장체험학습 <학교 옆 미술관>이 마련된다. 또한

개설하여 미술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특색 있는

일반 성인 대상 기획전 강좌는 <전시와 만나다>,

교육을 운영하고자 한다. 또한 야외조각 상설전시를

<작가와 브런치>로, 2015년 미술관 전시를 매개로

활용한 작품 감상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기획전시

큐레이터가 직접 들려주는 전시 이야기, 참여 작가들과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로우테크놀러지’, 한중일 3국의

의 현장 만남, 전시 관련 해당분야 전문가 강연 등으로

작가들이 참여하는 ‘미묘한 삼각관계’ 그리고

다채롭게 펼칠 예정이다.

‘북한(가제)’ 전시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낸다. 우선

그 밖에 주말 가족단위 미술관 나들이 관람객을

‘로우테크놀러지’ 전시는 워크숍을 통해 작가가 전시에

대상으로 야외조각전 등과 연계하여 현대미술에 대한

출품된 작품을 기획하고 만들어 나갔던 방식을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가족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관람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평론가,

<미술하는 가족>과 장애인 대상의 전시연계 미술

큐레이터, 참여작가와 함께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

프로그램, 그리고 여름, 겨울방학교실을 운영한다. 그 중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인 <SeMA Teens: 도전 !

‘미묘한 삼각관계’전시는 아티스트 토크와 한중일

3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시 감상교육이 진행될 예

도슨트>는 중 고등학생 대상으로 미술관 도슨트에

정이다. 분단 70년을 주제로 한 ‘북한’전시는

대해 이해하고 체험해보는 강좌이다. 이 외에도 평소

교육/서소문 본관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일반 성인, 교사,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강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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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서 출간
『라운드테이블: 1989년 이후 동시대
미술 현장을 이야기하다』

인사동정

SeMA-하나 평론상

신규채용 – 공무직(사무종사원) 6명

서울시립미술관은 하나금융그룹의 후원으로 지난해

기관전입 – 박종길(북서울 운영과장)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
정유진

SeMA-하나 미디어아트어워드에 이어 올해는 평론상을

총무과 6명, 전시과 1명, 교육·홍보과 4명,

제정, 시상한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위축되어 있는 국내

수집연구과 2명, 북서울 5명

비평계를 활성화하고 국내외의 실력 있는 비평가들을

새소식

통한 참신한 현대미술 비평의 생산을 위해 국공립

현대미술은 여전히 어렵고, 더욱 어려워지고

이 책은 화두로 내놓았고, 1989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김홍희관장은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스페인

미술관에서는 처음으로 비평상을 마련하였다.

있다. 현재의 미술은 더 이상 단일의 원칙과 기준에서

새로운 미술을 동시대성(the comtemporary)”이라는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아르코 아트페어 프로그램 중

비평상은 상반기에 공모를 거쳐 하반기에 수상자를

발생하고 수렴되지 않으며, 그야말로 동con-

키워드로 이해하고자 제안한다.

하나 인 아시아 맵스 프로그램에 참석하였다. 이번

선정, 시상할 예정이다.

시대적-temporary”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현재진행

방문에서 서울시립미술관의 비전인 ‘포스트 뮤지엄’을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 정유진

소개하고 세계 미술계에 글로컬한 미술관으로 성공하기

이 책은 40명이 넘는 국제적인 비평가, 미술사가,

하고 있다. 현대미술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와 지식을

작가, 큐레이터 등 동시대 미술 관련자들이 동시대와

갖추는 일은 이제 일반 관람객뿐만 아니라 작가, 비평가,

세계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의 미술,
형식주의, 매체특정성, 예술과 테크놀로지, 비엔날레,

위한 논의를 하였다. 주최측인 Casa Asia는 아시아의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9기 입주작가 선정

전시기획자 등 전문가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일이 되었다.

시각예술 및 문화관련 연구 논문을 엮어 편찬 계획을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9기 국내 입주작가 모집에

우리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바로 지금,

가지고 평가자문 위원 및 저자로 김홍희 관장을

453명이 지원하여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여기에서 here and now 일어나고

대두, 판단, 시장, 미술학교와

선정한 바 있다.

통해 21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입주작가는 2015년

있는 동시대 미술(contemporary art)

아카데미, 미술사학 등 14개의 주제를

1월부터 일년간 스튜디오에 입주하여 레지던시

에 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한

통해 1989년 이후 동시대 미술에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학예연구사들의 연구 활동의 하나로

관해 이야기 한다. 동시대 미술을 특징

참여, 액티비즘, 에이전시, 근본주의의

Contemporary Art: 1989 to the

짓는 새로운 개념들은 물론이거니와

Present (Wiley Blackwell, 2013)

실제 전시 등 현장의 실례들을

손혜민, 송수영, 심래정, 안정주, 유쥬쥬, 이보람, 이우성,

의 독해와 번역을 2013년

풍부하게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윤이, 장민승, 장태원, 전소정, 정문경, 조재영, 주세균

시작하였고, 연구 활동의 결과를 많은

동시대 미술에 대한 이해에 커다란

이들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번역서를

도움이 될 것이다.

선정작가
김은형, 노상호, 로와정, 박여주, 박정기, 박천욱, 서정희,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 박순영

출간하게 되었다.

해외의 미술 전문서를 완역하여

라운드테이블: 1989년 이후

번역서를 출판하는 일은 국내 국공립

동시대 미술 현장을 이야기하다 (예경,
김홍희 관장은 2014년 6월 및 10월에 이어

현대미술관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2015)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출간된

동시대 미술의 이해를 위한 작은

2015 아시아비엔날레 관계자 미팅에 참석차 3월

이 책은 1989년 이후 동시대 미술에 관한 최신 에세이

12일–14일간 광동 미술관을 방문한다. 광동미술관은

모음집이다. 이 책이 기점으로 삼은 1989년 이후

지평을 넓혀가는데 일익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미술연구

서울시립미술관 김홍희 관장의 전문성과 국제성을

현재까지 20여 년간 미술은 급격히 팽창했고 더욱 더

기관으로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 책이 미술관

높이 평가하여 2015 아시아비엔날레의 큐레이터로

복잡해졌다. 1989년 이후 냉전 종식, 독일 통일, 소련

관계자, 미술연구자, 미술이론 전공자, 작가, 비평가,

초청함에 따라 큐레이터로서 비엔날레 기획에 참여 및

붕괴 등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을 시발로 한 정치·경제·

큐레이터 및 현대미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 독자들

서울시립미술관의 국제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연계

사회 변화들로 인해 이전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에게 동시대 미술을 이해하는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사업을 모색할 계획이다.

새로운 미술 양상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최근의 미술을

있기를 바란다.

연구 활동으로 시작한 일이 동시대 미술에 대한 이해의

어떻게 바라보고, 서술하고, 역사화 할 것인가의 문제를

미술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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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A-하나 미디어아트어워드 시상식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

서울시립미술관후원회 세마인
2015년 1차 이사회

이승아

세마인 사무국
김윤지

이번 세마인 이사회는 2015년 1월 30일 금요일
오후 6시에 이남식 이사장님 자택에서 주최되었다.
간단한 다과 후 이사회 회의를 거쳐 저녁 만찬까지의

개최일시

2015.1.30.

순서로 차례대로 진행되었다. 이번 2015년 1차 세마인
이사회에서는 총 6개의 상정 안건이 의결되었으며
논의 사항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회의장소
이남식 이사장 자택

1. 이사회 정례화
— 연 2회 정기 이사회 개최
— 다음 2차 이사회 예정: 2015년 5월 또는 10월에
ㅤ 개최

2. 후원회 사무국장 선임
— 하나대투증권 부장 김태성 선출

3. 모금 활성화를 위한 방안
서울시립미술관이 하나금융지주와 함께 미디어아트

시상식의 2부에서는 김홍희 관장을 필두로

— 3월경 전문모금기관으로 등록하여 회원가입절차

분야를 위해 제정한 ‘SeMA-하나 미디어아트어워드’

공동주최인 하나금융지주의 조성남 상무, 제롬 파스키에

ㅤ 편의성 증진

수상자 축하를 위한 시상식이 2014년 12월 3일

주한 프랑스 대사, 그리고 미술관 후원회 세마인의

— 서울시립미술관 내 모금박스를 설치하여 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세마홀에서 진행되었다.

이남식 총장의 축사 외에도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한

ㅤ 기부문화에 대한 홍보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참여 작가를

행크 슬레거 심사위원장의 메시지가 영상으로 전달

— 세마인 회원들을 위한 멤버스 라운지 신설 검토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어워드’의 첫 수상자는 탄탄한

되었다. 서울시립미술관과 하나금융지주는 작가의

리서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매체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향후 발전을 기원하며 상금 5천만원과 유리아티스트

에릭 보들레르가 선정되었다.

박성원이 만든 트로피를 수여하였다. 향후 ‘SeMA-하나

시상식의 1부는 수상자의 작품 세계를 공유 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시게노부 메이와 시게노부 후사코,
아다치 마사오의 원정과 27년간 부재한 이미지>
상영후 ‘SeMA에게 보내는 감사 편지‘라는 주제 아래
진행된 아티스트 토크에서 작가는 이번 선정에 고마움을
전하고 작업 방식 중 하나인, ‘편지’로 소통하는 법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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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5 후원회의 밤 개최
— 2015년 하반기 후원회의 밤 개최 확정

미디어아트어워드’는 격년제로 시행되며 2015년에는

5. 세마인 소식지 발행

‘SeMA-하나 평론상’이 진행 될 예정이다.

— SeMA人[in] 분기별 소식 및 공지사항 등을

사진 – 왼쪽부터
김홍희 서울시립미술관장
제롬 파스키에 주한 프랑스 대사
에릭 보들레르 미디어아트어워드 수상자
조성남 하나금융지주 상무
박찬경 미디어시티서울 2014 감독
이남식 세마인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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ㅤ 서울시립미술관 소식지에 함께 수록

6. 전시연계 아트상품 제작 및 판매
— 계원예술대학교와 협력하여 아트상품 개발

미술관 소식/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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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진 명단

발행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김홍희 서울시립미술관장

기획

선승혜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장

Seoul Museum of Art

서울시립미술관후원회 세마인

유수기 서울시립미술관 교육홍보과장
홍보

변지혜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

디자인

이준한 서울시립미술관 디자이너

인쇄

문성인쇄

이남식
이사장,

하나금융그룹 회장

법무법인 화우

김홍남

김홍희

대표 변호사

이화여대 명예 교수

서울시립미술관 관장

빅앤트 대표,

서정호

전병국

오리콤 CCO

앰배서더호텔 회장

하나대투증권 상무

SeMA

김정태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http://sema.seoul.go.kr

김준규

박서원

최정화
한국이미지
이지현

연구원 (CICI KOREA)

디자인하우스 대표

Table for two 대표

이사장

허인정

법무법인 광장

하창식

문화예술사회공헌

파트너 변호사

도시와 사람 대표

네트워크 대표

후원회 가입신청 및 문의
사무국장 김태성 T. 010-3602-4417 E. blueocean.kim@gmail.com
정려원

서울시립미술관 임대성 T. 02-2124-8813 E. ggiddo@seoul.go.kr

김태성
홍보대사,

탤런트, 영화배우

사무국장,
하나대투증권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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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61 (서소문동 37)

최정환

Tel. 02-2124-8800

커뮤니케이션
이영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