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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 |
이정엽 개인전 <기억의 흔적>
Jungyup Lee solo exhibition <Traces of Memory>

한정림 개인전 <잠에 숨겨진>
Junglim Han exhibition <Hidden in slumber>

전시기간
│2015. 1. 30 금 - 2015. 2. 22 일 (2.18~20 연휴)
오 프 닝 리 셉 션 │2015. 1. 30 금 18시
아 티 스 트 토 크 │2015. 2. 13 금 18시

전시기간
│2015. 3. 4 수 - 3. 24 화
아티스트 토크 │2015. 3. 4 수 16시
오프닝 리셉션 │2015. 3. 4 수 18시

계획 드로잉

적출(摘出)_캔버스에 유채_91x116.8 cm_2014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신과 관계 맺어온 대상들 에 대한 수많은 기억들의 중첩. 그 대상들은 타
인일수도 있고 동, 식물일수도 있으며, 어떤 장 소, 물건 일수도 있다. 이렇게 쌓인 기억들은 한 인
간의 인격을, 개성을 만드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기억을 토대로 사고를 하고 예측을 하
며 창조를 한다.”
-작가 노트 중

꿈은 부유한다. 꿈의 재료는 나의 머릿속에 존재하지만, 나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뒤섞이고, 현실
을 넘나들며,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미지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한사람의 꿈은 설명하기 어려운
무작위적인 면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일상에서 혹은 다른 사람의 꿈속에서 서로 연결가능한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꿈은 분열한다. 흐느적거리고 알 수 없는 내용들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순간 다른 의미를 생산한
다. 이 분열되는 흐느적한 의미들은 여기저기 스며들어 일상과 비일상, 사실과 허구,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오늘의 의미는 내일은 다를 것이다.

♣ 전시소개
부유하면서 분열하지만 스며들 것이다.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이 마련한 이정엽 작가의 개인전 <기억의 흔적>은 인간의 내면에 대하
여 다루고 있는 드로잉과 페인팅으로 구성된다. 작가는 기억의 흔적들을 더듬어 끄집어내
고 이를 재구성하여 작가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이 보는 이에게 정
서적 울림을 주는 것이 작가에게 있어서의 미술의 의미라고 말한다. 기억의 흔적을 재료 삼
아 작품을 만들어 다른 이들의 기억에 또 다른 흔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 인터뷰
Q. 전시제목 <기억의 흔적>과 이미지간에서는 철학적인 주고 있는 듯 합니다. 구체적인 철
학적 배경을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A.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인간의 내면(內面). 단어를 내면 대신 마음으로 바꿔도 무
리 없어 보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一切唯心造)’라는 표현이 있듯 인간의 내면
(혹은 마음)은 삶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를 넘어 삶 자체를 지배하기까지 하는듯합니다. 그
렇다면 이 내면은 도대체 무었을 가리키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내면이란, 한 인간이 살
아오면서 관계 맺어온 대상들에 관한 기억의 중첩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바탕으로 사고를
하고 예측을 하며 창조를 합니다. 이러한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 한 사람의 인격과 개성을
만듭니다. 이러한 기억들로 인해 한사람의 현재는 물론 미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
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내면과 기억, 그리고 그들의 관계에 대해 작업을 하였
고, 전시 제목을 <기억의 흔적>이라 정했습니다.

Q. 다소 자극적인 신체에 대한 잔혹 이미지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미지에 대한 모
티브/이야기가 있나요?
A.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끔씩 부정적이라 일컬어지는 생각들이 문득 떠오르고는 합
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져 온 몸이 으깨져 피투성이가 된 모습, 누군가를 죽도록 미
워해 만신창이가 되도록 패주고 싶은 느낌, 질주하는 자동차에 의해 으깨진 불쌍한 비둘기
의 모습, 흑사병에 걸려 사경을 해매는 상상, 등. 찰나의 순간 섬광처럼 떠오르는 이런 상
상들은 금방 다른 생각으로 전환하거나 의식적으로 억누르지만, 가끔씩 외면하려해도 멈추
지 않고 머릿속을 계속 맴도는 때도 있습니다.
다소 잔혹한 느낌을 주는 이미지들 -눈알을 뽑거나 눈알위에 그림을 그리고 이를 뽑는-은
이런 상상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가공해서 그린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것들을 굳이 수고스
럽게 끄집어내 표현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본다면, 다만 이렇게 머릿속을 맴도는 상상을 시
각화(물질화)해서 흔적을 남기노라면 어쩐지 편해지며 무언가 해소된 느낌을 받습니다. 머
릿속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양미간에 내천(川)자가 그려지지만 어떤 식으로든 끄집어내 표
현 하면 그것이 매끄럽게 펴진다고나 할까요.

-작가 노트 (감수:최환호)

♣ 전시소개
한정림 작가의 <Hidden in slumber> 에서는 꿈에 관한 단편들과 일상에서 발견한 이미지
목록을 오버랩하여 시각화한다. 작가는 꿈 속 이미지의 편린들과 현실에서 마주하는 대상
들이 혼재된 공간을 꾸미게 된다. 현실 속에서 녹아드는 비현실의 세계가 다시 타인의 현
실과 비현실이 혼돈된 경계에서 서로 연결되며 확장된 이미지를 채워나가는 공간을 구성
하고 있다.
♣ 인터뷰
Q. 꿈을 소재로 하는 이번 전시에서 주로 사용되는 매체는 무엇인지요? 왜 이 매체가 꿈을
표현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A. 혼합매체, 즉 다양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전체적으로 직육면체의 모듈(프레임)도 여
러 재료로 만들고, 그 안의 육각형모듈에는 그림, 사진, 인쇄, 패브릭, found object 등으
로 표현합니다. 꿈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상상의 오브제들이 뒤섞이
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료를 어떻게 섞느냐가 제 스탠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작가는 작업을 통하여 ‘꿈’이라는 것의 성격이나 현상을 연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전 작업에서 다루었던 꿈과 이번 전시에서 다루는 꿈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다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 표현은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지요?  
A. 작년에 했던 Weaving dreams에서는 꿈이라는 것을 부유하는 환영, 말 그대로 만질 수
없는-실체를 알 수 없는- 상황을 그렸다면, 이번 작업에서는 단편단편의 내러티브를 엮을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합니다.
Q. 작가 활동을 하면서 보여주고자 하는 본인의 작업세계에 대하여 간단히 알려주세요.
A. 일상에서 얻는 소소하지만 값진 재료들로 반복적인 패턴을 만들거나, 재구성하여 멜랑
콜리한 스토리를 꾸며갑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아름답지만 결국 허무만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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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CUT NEWS | 윌링앤딜링 전시 참여 작가들의 행방
구민정 작가가 2.27~3.15 까지 열리는
단체전 <삶은 어찌 이리 느리며 희
망은 또 어찌 이리 격렬한가>에 참
여합니다. 장소는 KT&G 상상마당
갤러리이며, 3.7에는 공개토론회가
있습니다.

이신애 개인전 <첫 장의 뒷면>
Sinae Lee solo exhibition <back of the first page>
2015. 1. 9 - 1. 22

오인환 작가는 2014.12.19 ~
2015.1.25 까지 아트선재에서 열
렸던 단체전 <그만의 방:한국
과 중동의 남성성>에 참여하였
습니다.

2
유재연 작가가 2.2~2.21 동안 열리는
드로잉 단체전 <Black’n Drawing>에 참여합니다. 장소는 갤러리
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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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는 길
하얏트 호텔

3

성도
약국
피자마루

1│라운드 테이블, 1월 16일
2│오프닝 리셉션, 1월 9일
3│전시장 전경,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남산 3호 터널

재경단

이수경 개인전 <고향으로 데려다주오>
Yeesookyung solo exhibition <Take me home country roads>
2014. 12. 16 - 2015. 1. 4

녹사평역 2번 출구

노은주 작가는 <자하문로 57-6 /
추위/주인과 손님 >에 공동기획자
이자 작가로서 참여합니다. 전시는
2015.1.19. 28.29일 1시부터 8시
까지 30분당 1-2명의 손님을 초대
로 이루어집니다.
(전시의 공식적인 초대일정과는 별
도로 25.26일은 예약 없이 관람 가
능합니다. )
전시와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와 기록물은 전시가 끝나는 29일 이
후부터 http://nohandday.tumblr.com/ , https://www.facebook.com/nohandday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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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작가의 개인전 <내가 너였
을 때>展이 대구미술관에서 열립
니다. 조각,회화,설치 등 250여 점
의 작품이 전시되며, 전시 기간은
2.10~5.17까지 입니다.

1│크리스마스 파티, 12월 21일
2│전시장 전경,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3│별자리 이야기 특강, 12월 24일

| EPILOGUE |

2동 225-67 B1

QR코드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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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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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동안 윌링앤딜링과 함께 한 이신애 코디네이터가 프랑스 유학 준비를 위해 파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파리 스터디룸에서 공부중인 신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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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링앤딜링 2015 동계 MT

이신애와 박윤삼의 냉랭한 분위기를 감
지한 김인선이었다. 불편함을 참을 수
없었던 김인선에게, 전시에 대한 이야
기를 나누던 중 이신애의 소신있는 발언
에 대하여 박윤삼의 감정적 대응이 원인
이라고 말하는 이신애와, 박윤삼의 소신
있는 발언에 대하여 이신애의 감정적 대
응이 원인이라고 말하는 박윤삼이었다.
그 날 세 사람은 술을 마셨다.
한황수 코디네이터는 은평구 역촌동으
로 주거지를 옮겼으며, 동시에 작업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열정과 정열
이 가득한 미술전공(20대) 녀노소를 구
하는 중이라는데..

작업도 열심히 하고
몸짱 이성친구도 사귀고

열심히 공부하고 즐겁게, 건강히 잘 지내길 바라며...

140-857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감 수: 김인선

파리 피트니스 클럽에서 운동하던 신애

신애. 프랑스가서

주소

그래.

2개월 간 윌링앤딜링과 함께한 박지유
인턴은 경리단길의 구하라로 불리며, 사
진공부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