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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는 2022년 6월 8일부터 6월 29일까지 주제기획전 <New Life>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임신과 출산, 육아의 과정을 거친 5명의 여성 작가가 참여해, 자신만의 작품 제작 방법

론을 활용해 이와 같은 삶의 변화에 관해 직,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전시 제목 

‘New Life’는 작가로서는 ‘새로운 작업’을 세상에 내어놓는 일이라는 점에서, 엄마로서는 아이와 함께 

하는 ‘변화된 새로운 삶’이라는 의미로, 또한 세상에 온 아이에게는 ‘새로운 생명’이라는 뜻으로 붙였다.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우리 모두는 각자의 가치관, 신념에 따라 매 순간 선택의 크고 작은 기로에

서 결정을 하게 되고, 작은 습관이나 행동, 변화가 작품에 반영되기도 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 개인에 대

한 이해를 넘어 상호 공감과 연대의 확장을 꾀한다. 비슷한 관심사나 고민을 공유한 사람들이 지적인 교

류를 기반으로 또 다른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국동완은 모태 안에서 평균 40주 동안 성장하는 태아를 1주에 한 장씩 총 41장의 자유연상 드로잉으로 

그려낸다. 그의 아티스트북 <나는 셋 아니 넷 아니 다섯>에는 드로잉 연작과 이 그림을 받아 적은 텍스

트가 함께 수록됐다. 그림과 글은 독립적인 서사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영향을 준다. 40주의 시간을 통

해 성장을 거듭하는 수정체는 계속해서 세포의 분열을 거듭하며 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태어

나서 죽을 때까지 좋든 나쁘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합쳐졌다 쪼개지기를 반복하는 과정과 같다. 

김허앵은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을 거쳐 한 아이의 양육자가 된 후, 그 안에서의 일상을 소재로 삼은 회

화 작업을 2020년부터 선보인 바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엄마는 출산 이후 신체의 극심한 변화와 노화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낮은 레벨의 게임을 영원히 플레이하는 것과 같이 반복적인 돌봄의 일상을 살게 

된다. 작가는 이처럼 지친 순간마저도 자신만의 경쾌한 색으로 흥미진진하게 포착하여, 일상의 소중함

을 일깨운다. 그의 몸에 대한 관심은 인간을 넘어 동물과 식물에까지 확장되며, 생명의 의미에 관해 숙

고해보게 한다. 

윤향로는 동시대 이미징 기술을 기반으로 추상 회화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2020년 선보인 <캔버스들> 

시리즈는 크게 세 층위로 나뉘어 있는데, 가장 아래에는 미술사적 맥락, 그다음에는 작가 개인의 작업 

방향, 그 위에는 개인사적 맥락이 담겼다. 헬렌 프랑켄탈러의 카탈로그 레조네에는 그가 과거 올드마스

터의 작품을 전유한 시리즈가 소개돼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발췌해 앱손울트라크롬 잉크젯으로 출력하

고, 그 위에는 에어브러쉬를 사용한 아크릴로 다른 레이어를 얹은 뒤, 아들의 드로잉을 얹어 작가이자, 

여성이자, 또 부모로서의 태도를 보여준다. 

이채연은 민화의 형식을 활용해 정물, 풍경, 인물 등을 그린다. 출산 이후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그

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민화를 배우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해당 기법을 이용해 작품을 제작한다. 

작가는 ‘파’를 자신을 상징하는 대상으로 활용해 자화상을 다수 그려왔다. 비교적 저렴한 식재료 이면

서도 또 주재료를 돋보이게 해주는 부재료인 파는, 여리지만 동시에 단단한 모습을 드러낸다. 

한상아는 누구나 한 번쯤 겪을 법한 평범한 사건과 감정이 공상과 혼재하며 나타나는 낯선 풍경을 그린

다. 다층의 먹으로 물들인 작가의 서사는 부모로서, 또 여성 작가로서 정체성을 확립할 때 마주하는 불

안과 희망을 은유적으로 담는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자 또한 작가로 살아가면서 겪는 낯선 분투의 이

야기를 담았다. ‘낯선 합장’과 ‘공탑’은 네 가족이 된 이후 누리게 되는 행복과 함께 드리워진 불안에 관

한 작품이다. ‘오늘도 무사히’ 보내기를 바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슬아슬한 탑을 만들게 됐다.

(글. 기획자 최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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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CUT NEWS

구자명 작가는 신한갤러리 역삼에서 열린 <터치스톤 TOUCHSTONE>에 참여했습니다.
2022. 5. 17  - 2022. 6. 28

이것은 나(너)의 그림이다(아니다)

이세준, 정현두

2022. 4. 13 수 - 2022. 5. 1 일

아티스트 토크 2022. 4. 17 일

아티스트 토크 : 6. 22 수 오후 1시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 (@space_willingndealing)

ART FAIR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은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 아트부산 2022에 참가했습니다. 벡

스코(BEXCO) 제1전시장(Exhibition Center1)에서 열린 본 행사의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부스에는 김정

욱, 남진우, 백경호, 엄유정, 윤가림, 이세준 작가의 작품을 출품하였습니다.

권오상 작가는 하이트컬렉션에서 열린 <각 KAK>에 참여했습니다.
2022. 5. 28  - 2022. 7. 17

백경호, 장종완×장준호 작가는 에브리아트에서 열린 <HOW THEY WORK>에 참여했습니다.
2022. 5. 18  - 2022. 6. 7

백정기 작가는 서울시립미술관 서고문관에서 열린 <그리드 아일랜드>에 참여했습니다.
2022. 5. 26  - 2022. 8. 15

홍순명 작가는 울산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예술 평화 : 0시의 현재>에 참여했습니다.
2022. 5. 19  - 2022. 9. 18

홍범 작가는 이은우 작가와 누크갤러리에서 2인전 <실내 Interior>을 가졌습니다.
2022. 6. 3  - 2022. 6. 30

이세준 작가는 생일파티+장례식+전시+엠티 스타일의 포틀락파티를 기획했습니다.
화이트 린넨 하우스 S1, S2, S3 (서울 강남구 논현로149길 40)

2022. 6. 6 오후 3시  - 6. 7 오전 10시

변상환 작가는 스페이스소에서 개인전 <손은 눈보다 빠르다>를 가집니다.
2022. 6. 9  - 2022. 7. 10

추미림 작가는 제주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허그: 부유하는 세계를 껴안다>에 참여했습니다.
2022. 5. 27  - 2022. 7. 31

이해강 작가는 갤러리2에서 개인전 <도깨비공원 DOKKEBI PARK>을 가졌습니다.
2022. 5. 26  - 2022. 6. 25

서동욱 작가는 상업화랑 용산에서 개인전 <그늘은 회색보다 더 창백하다>를 가졌습니다.
2022. 5. 28  - 2022. 6.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