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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윌링앤딜링에서 조혜진 작가의 전시 《꼴, 모양, 자리.》가 열린다. 조각 매

체를 기반으로 활동해왔던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외부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작업을 윌링앤딜링 이라는 

특정한 공간으로 불러온다. 외부의 제안에서 시작해 궤도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작업과 기존 작업 사이

의 격차를 좁히고 매끄럽지 않은 작업의 결을 연결 짓고자 하는 노력으로 작가 본인의 만듦새가 드러나

는 가구 및 전시에 필요한 집기들을 만들어 공간을 조성하고 그 자리에 관객을 초대한다.

전시에 앞서 작가는 킴킴갤러리의 커미션으로 2018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

민들의 손글씨를 모아 <이주하는 서체>를 개발하였다. <이주하는 서체>는 11개국 국가의 35명의 참여

자가 작가가 제시한 참여자 개인에 관한 설문에 한글 손글씨로 응답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작가는 수집

한 응답지의 손글씨의 외곽선을 따내, 기호와 숫자를 포함한 530자의 새로운 서체를 개발했고, 이는 기

존의 서체에 덧입혀 뒤섞인 채 웹상에서 무료로 배포되었다. ‘서체’라는 것을 일종의 권력이 작동하는 

체계로 보고 그 안에서 작지만 전복되는 상황을 만들어낼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또한 이주민이 일상생

활에서 한글을 반복적으로 쓰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신체와 결합된 형태가 서체로 배포됨으로써 한

국에 적응하는 단계의 이주민이 한글을 배우고 사용하는 동안 발생하는 일방적인 관계를 비틀어 개별

자에게 다가설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전시 《꼴, 모양, 자리.》는 작가가 <이주하는 서체>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결과물, 즉 ‘글꼴’과 프로젝트 

내부에서 경험한 거리감, 다시 말해 작가와 대상자(이주민)의 지울 수 없는 경계를 다시 ‘조각적’으로 

풀어내는 자리다. 작가는 결과물 ‘글꼴’을 기능적이기 보다 미적 형태로 선보이고, ‘거리감’을 다시 관객

에게 이전하는 형태로 갈무리한다. 작가는 관객이 <이주하는 서체>를 미적 형태로 마주하고 서체를 적

극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필사’을 위한 가구를 제작한다. 또한 언어 교육에 자주 사용되는 가요를 

경유해 해당 나라의 가요를 받아 적는 상황을 기록한 영상 작업으로 이주민들과 작가의 위치 역전을 시

도한다. 개인의 서체에 베어있는 ‘꼴’에 ‘모양’을 입히고 ‘자리’를 마련해주는 매개자의 역할을 자처하

는 하는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물질에 집중하고 공간에 펼쳐놓는 작가의 조형적 시도 

또한 신체가 반영된 하나의 형태로서 서체와 함께 전시장에 놓인다. 

<이주하는 서체> 관련 소개 페이지 https://hyejinjo.wixsite.com/second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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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호 작가는 드로잉룸에서 개인전 <SERENDIPITY>을 가졌습니다.
2021. 5. 11  - 2021. 6. 12

EDUCATION

윤가림 Kalim Yoon

Tactile Hours

2021. 5. 20 THU - 2021. 6. 13 SUN

윌링앤딜링 현대미술강연시리즈

윌링앤딜링 현대미술 강연 시리즈 9 <인터뷰 프로젝트 : 우리 시대의 예술가>는 안소연 비평가 기획으로 구성하는 현 

한국 미술의 조각 장르에 대한 강연입니다. 한국 현대미술 씬 조각 장르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권오상, 최고

은, 최하늘, 김인배, 윤지영 작가와 안소연 비평가가 함께 대화형식의 강연을 5월 26일부터 6월 23일까지 진행하고 있

습니다.

권오상×안소연  5월 26일 최고은×안소연  6월 2일

최하늘×안소연  6월 9일

장종완, 백경호 작가는 아라리오 갤러리 천안에서 그룹전 <13번째 망설임>에 참여했습니다.
2021. 4. 13  - 2022. 3. 27

엄유정 작가는 지난 3년 동안의 112점 그림을 담은 식물화집 <FEUILLES> 가 발간되었습니다.

호상근 작가는 독일 브라운슈바이크에 있는 HBK "BS PROJECT"에 참여하여
1년간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마친 후 현재 독일 베를린에 머물면서, 작업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호상근 작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장조원 ACC CONTEXT 그룹전 <냉장고 환상>에 참여했습니다.
2021. 7. 2 부터

남진우 작가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그룹전 <젊은모색2021>에 참여했습니다.
2021. 5. 28  - 2021. 9. 22

동시상영(김정은, 박민애, 윤소린, 최민경, 현세진)의
스크리닝 프로젝트:동시상영 #17 <그림자를 만나다>展이 열렸습니다. (종로구 자하문로7길 28-3)

2021. 6. 1  - 2021. 6. 19

권오상 작가는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에서 그룹전 <Forêt>에 참여했습니다.
2021. 5. 25  - 2021. 7.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