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 영은미술관 2018-10-23
■ 학예팀 큐 레 이 터  선우지은
   학예팀 학예연구원 최주연 
   Tel 031-761-0137

보도자료 ■ 2018. 10. 23. 배포
■ 총 10매

 

《도.흥.록 ‘영원한 울림, 영은에 담다’》 전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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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개요

[도.흥.록 ‘영원한 울림, 영은에 담다’] 라는 타이틀로 2018년 10월 20일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영은미술관 제 1전시실에서 전시

*오프닝: 2018년 11월 3일 오후 4시

영은미술관은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는 재료를 거의 일생동안 탐구해왔던 조각가 도흥록(1956∼2016)의 

작품을 선보이는 기획전 《도.흥.록 ‘영원한 울림, 영은에 담다’》를 개최한다. 이 전시를 통해 영은미술관

은 기증 받은 도흥록의 주요 유작을 대중과 널리 공유하며, 조각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던 그의 진

면목을 재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도흥록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변치 않는 재료로 존재하여 그리 주목받지 않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이용

하여 깊은 사유의 면모를 역설적으로 드러내었다. 도흥록의 작품은 누구의 눈에나 판별 가능한 구상의 

모습을 입음으로써 오히려 역(逆)으로 재현된 사물, 조각, 그리고 재료에 대해 의구심을 던진다. 즉, 일반

적 인식에 놓인 대상을 ‘저 멀리’ 다른 자리로 탈피시키는 변화의 과정을 촉발시킨다. “작업은 쥐어짜면 

안돼요. 몸의 파장대로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내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바깥을 통해 나

를 보는 거지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물리적으로 나오게 할 순 없습니다.” (과거 인터뷰 中)1) 바깥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며 분출되어 나온 그의 조각은 사색의 폭을 확장시키는 단초를 제공해준다.

 도흥록은 작업의 핵심 재료로 사용한 스테인리스 스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스테인리스 스틸

을 이해하고, 느끼고, 사람 같이 느낄 때 그 재료는 당신의 마음 깊숙이 들어와 있을 때 당신을 위한 당

신만의 재료로 당신의 작품으로 변해 있을 것이다.”(도흥록, “스텐레스 스틸에 관한 단상” 中) 작가가 재

료의 물질성을 얼마나 깊이 있게 탐구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재료를 억지로 힘을 가해 다루지 

않고 ‘천천히 구슬리며’ 다루었다. “금속의 물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차갑고, 또 어

떻게 보면 따뜻하고, 가벼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무겁기도 한, 한마디로 정의내리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성질이 더러운 놈들이지요. 툭 치면 어디로 튈지 모르니 찬찬히 달래가며 구슬려야 합니다. ‘내

가 이렇게 할 거야’하면 말을 안 듣지요.”(과거 인터뷰 中)2) 

 도흥록은 스테인리스 스틸의 물성을 명확히 이해하며 작업했을 뿐만 아니라, 재료를 통해 재현한 대상

에 대해서도 숙고했다. 가령, 그의 ‘사과’ 작품은 흔한 과일로 여겨질 수 있는 사과라는 대상을 통해 자

유로운 사유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인간에게 친숙한 과일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

지만 그 중에서 작가가 ”형태적으로 과일의 이미지를 가장 완벽하게 느낀 것“은 사과였다. 도흥록에게 

사과는 ”형태적 안정감과 강렬한 색깔, 껍질을 벗기면 산화되어 색깔이 변하는 시간성”이 담긴 대상이었

다.(도흥록, “무중력의 미학”) 도흥록은 이 같은 사소하고 친근한 대상(사과, 퍼즐, 악기 등)에 대하여, 대

상의 외면과 내면, 시간의 흐름과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시간성, 장소성을 총체적으로 고려

하면서 조각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질문을 이어간 작가이다.

 이번 《도.흥.록 ‘영원한 울림, 영은에 담다’》는 작가가 끈질기게 재료의 물성을 이해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 탄생한, 모든 결정적 순간이 녹아 있는 전시이다. 영은미술관의 기획전을 통해 도흥록의 유작을 여

러 관람객이 눈과 몸으로 경험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생성하는 울림의 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1) “수만번 두드려 닦은 거울, 그 거울 속의 집”, 주택저널(2005.9월호).
2) “수만번 두드려 닦은 거울, 그 거울 속의 집”, 주택저널(2005.9월호).



- 3 -

□ 다운로드 ( 보도자료 및 자료 )

 - 홈페이지 : http://www.youngeunmuseum.org ― ‘자료실’

 - 웹하드 주소: http://www.webhard.co.kr/

 - 아이디: ymuse 암호: 0137

○ [도.흥.록 ‘영원한 울림, 영은에 담다’]

 - 전시기간 / 2018. 10. 20. 토 - 2019. 1. 20. 일 *오프닝: 11. 3(토), 오후 4시

 - 전시장소 / 영은미술관 제 1전시실

 - 관람시간 / 10:00 - 18:00 (매주 월요일 휴관)

 - 작가 / 도흥록

 - 작품장르 / 조각

 - 주최∙주관 / 경기도 광주 영은미술관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부대행사 : 음악회

   ‣ YMC Day 음악회: 11. 3(토), 오후 2:30, 라온 앙상블 피아노콰르텟

○ 전시 문의

  - 영은미술관 학예팀 / 031.761.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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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약력

도흥록(1956 - 2016)
http://www.dohstudio.com

학력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동 대학원 졸업

주요 개인전

2108 도흥록 ‘영원한 울림, 영은에 담다’ (영은미술관, 경기)

2013 Light-Memento of Burning Island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2009 Memento during 20 years 도흥록 & 나오미(부부전) (일본문화원, 서울)

2007 Museo del Territorio (San Daniele del Friuli, Italia)

     Teartro Nuovo Giovanni da Udine (Udine, Italia)

2006 윤명희미술상 수상기념전 (현대백화점갤러리, 울산)

2003 이현갤러리 (대구)

     현대예술관 (울산)

2002 카이스갤러리

2001 조현갤러리 (부산)

2000 시공갤러리 (대구)

1998 토탈미술관 (장흥)

1997 TOKIWA GALLERY (일본 도쿄)

1996 도흥록 & 닐 테일러전 (포스코갤러리)

     토아트스페이스 (서울)

1992 HINOKI GALLERY (일본 도쿄)

1990 수 화랑 (서울)

1989 인제미술관 (광주)

1988 한 갤러리 (서울)

주요 단체전

2015 Scattering (청담갤러리, 서울)

2014 Pohang Steel Art Festival ‘Jumping Together’ (Pohang Museum of Steel Art, Pohang)

     METAL WORKS TODAY (KIMJONGYUNG Museum, Seoul)

2012 MORE THAN ART (Gallery Chun, Santa Clara CA, U.S.A.)

2009 스펙트럼전 (세종문화회관, 서울)

     Public Art of Kring (Kring 금호전시관, 강남구, 서울)

     간격-도흥록, 신한철, 정광호전 (청담갤러리, 강남구, 서울)

2005 Art Kologne (쾰른, 독일)

     수학과 미술의 교감 (사비나미술관)

     Out of Art for Kids (가나아트센터, 평창동)

2004 Art Kologne (쾰른, 독일)

     Steel of steel (포스코미술관, 서울)

2003 정물 아닌 정물전 (가나아트센터, 평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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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움전 (성곡미술관, 서울)

2001 오딧세이2001 (성산아트홀, 창원)

2000 조각놀이공원 (성곡미술관)

     천년이 보이는 마당 (세종문화회관, 서울)

1999 극장을 찾는 사람들 (국립중앙극장, 서울)

     건축 엑스포 (여의도, 서울)

     뜻밖의 아이디어 50인전 (선화랑, 서울)

1998 서울조각회전 (문예진흥원)

     선화랑 개관21주년기념 소형조각전 (선화랑, 서울)

1997 통영국제조각심포지엄 (통영)

1996-98 LOGOS & PATHOS (관훈미술관)

1995 오늘의 동서작가85인전 (포스코갤러리)

     가을 그 빛이 있는 풍경전 (정동극장)

     중앙미술전 (종로갤러리)

1994 동제60인전 (극동건설 자재전시관)

1993 비무장지대전 (서울시립미술관)

1992 고 김종영 선생 10주기추모기념전 (예술의 전당)

1991, 97, 99 ART HILL MIYOSHIGAOKA SCULPTURE FESTA (나고야, 일본)

1990-91 SPACE FOR CHILDREN (공간미술관)

1989-90 Tamagawa Fussa Outdoor Sculpture Exhibition (도쿄, 일본)

1988-89 SEOUL-TOKYO STUDIO SHOW (관훈미술관-서울, MAKI GALLERY-도쿄)

1982-90 서울조각회전

1989 조각, 실존 그 리얼리티 (바탕골미술관)

     한국현대미술-오늘Ⅱ (장흥 토탈미술관)

1988-89 공간의 언어전 (관훈미술관)

1989 맑음전 (관훈미술관) 

     한국성-그 변용과 가늠전 (바탕골미술관)

     현대조각 그 단면전 (바탕골미술관)

1986 젊은조각가 16인전 (관훈미술관)

1984-85 조각가 드로잉전 (제3미술관)

1984 대한민국미술대전 (국립현대미술관)

1984-85 제3현대미술제 (제주, 전주)

1983 제3미술관 개관기념전 (제3미술관)

1982-86 마루조각회전

수상 내역

2006 윤명희 미술상 수상

1991 Kofushi machinakano sculpture exhibition 가작상 (야마나시현,일본)

     International sculpture festival in Handa 우수작품상 (아이치현, 일본)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영은미술관, 토탈미술관, 포항시립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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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작품 이미지

▲ 도흥록, Drawing_05-I, 120x120x5 cm, 스테인레스 스틸, 2005

▲ 도흥록, Drawing for Metal '13-I(좌), '13-II (우), 80x80x5 cm, 스테인레스 스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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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흥록, 17-Drawing from the Puzzle_13-VIII, 120x120x5 cm, 스테인레스 스틸, 2013

▲ (좌) 도흥록, Drawing '03-II, 100x100x10 cm, 스테인레스 스틸, 2004

(우) 도흥록, Drawing 09-XII, 100x100x5 cm, 스테인레스 스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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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흥록, Drawing for Light_08-I, 70x70x16 cm, 스테인레스 스틸, 광섬유, 2008

▲ 도흥록, Apple Garden, 50x50x50 cm, 스테인레스 스틸, 2000

Apple-view of –Point-gold , 40x40x45 cm, 스테인레스 스틸, 세라믹,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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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은미술관 전시 전경 1

▲ 영은미술관 전시 전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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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은미술관 전시 전경 3

▲ 영은미술관 전시 전경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