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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은미술관 2019-05-23
■ 전시팀 팀장 박소희 / 학예연구원 정효정
■ 문의: 031-761-0137

보도자료 ■ 2019. 5. 24 배포
■ 총 6매

  
2019 영은미술관 11기 입주작가(단기) 서정배 개인전

《 가치없는 것에 대한 소고(小考) A tiny think regarding valueless 》전시 개최

 

n 《 가치없는 것에 대한 소고(小考) A tiny think regarding valueless 》라는 

   타이틀로 2019년 5월 25일부터 6월 16일까지 영은미술관 2전시실에서 

   전시 개최

  *전시 오프닝: 2019년 6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

영은미술관은 창작스튜디오 11기 입주작가 서정배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시각문화를 다루는 예

술가에게 자신의 내면을 잘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내면을 형상화한 인물을 만들어 내어 그 인

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작업들을 전시장에서 보여주는 방법이 있다. 작가는 작가자신을 투영한 

‘키키(Kiki)’라는 가상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전시장을 구성한다.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지

만 역설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키키(Kiki)‘는, 작가의 내면의 이야

기를 풀어내고자 만들어낸 캐릭터이기에 스스로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해석 할 수 있도록 만

들어주는 장치가 되어 주기도 한다.   

 “창작자인 내게 이 인물은 작업상에서 현실(reality)과 가상(fiction)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상상의 놀이를 가능하게 하였고, 이 인물의 내면을 내러티브(narrative)가 있는 텍스트, 드로잉과 

설치를 통해 구현하고 만드는 일은 나에게 흥미롭고, 즐거운 일이다.” (작가노트 중)

 

 이번 전시는 ‘예술이라는 행위와 그 가치’에 대한 작가의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작품의 시작은 

창작활동을 하는 작가에게 예술이라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가치를 갖게 되는지에 대한 고

민에서 출발한다. 키키(Kiki)라는 개인적인 인물이 표현하는 사소한 감정과 생각의 결과물이 보

통 사람들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일까 하는 작가의 ‘고민

과 고백’이 작품 속에서 공존함을 볼 수 있다. 

 “실용의 관점으로 따졌을 때, ‘가치 없는’ 상징물일 수 있는 키키의 내면과 이것을 구현하며, 

‘그림을 그리는 동안, 나는 작가이다’라고 이 ‘예술’행위의 가치에 대해 스스로 되뇌는 창작자인 

나의 고백을 함께 나열하였다.” (작가노트 중)

 반복되는 일상에서 느끼는 사소한 내면의 감정은 어쩌면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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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전시장에서 이런 창작자의 “고민과 고백”을 키키(Kiki)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드로

잉과 설치작품으로 풀어낸다. 드로잉에서 보이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나는 작가이다’ 같은 문

구는 작가의 고민에 관람객이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글을 읽는 관람객에게 한

번쯤은 이런 고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키키의 이름으로 표현한 사유와 감정들, 이를 구현하는 나의 창작행위는 생활 속 실용의 가치

에서 본다면, 어쩌면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일 수도 있다.” (작가노트 중)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의 반복적으로 의식 없이 계속되는 일상 속에서 느끼는 ‘사소하며, 특별

하지 않는 감정’과 창작을 목표로 하는 시각예술가의 예술의 가치에 대한 고민을 공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 전시 개요

○ 영은미술관 영은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展_ 서정배 

 - 전시명    / 영은창작스튜디오 11기 입주작가(단기) 개인전_서정배

              《 가치없는 것에 대한 소고(小考) A tiny think regarding valueless 》

 - 전시기간  / 2019. 5. 25(토) ~ 6. 16(일)

 - 초대일시  / 2019. 6. 1(토) 5pm 

 - 관람시간  / 10:00 ~ 18:30 

 - 작    가  / 서정배 (徐正培, SEO Jeong-Bae)

 - 출품 장르 / 설치, 드로잉

 - 주최∙주관 / 영은미술관

 - 후    원  / 경기도, 경기도 광주시

○ 예약 및 문의

 - 영은미술관 학예팀  
   031.761.0137

■ 작가 소개
서정배 (b.1974)

www.cargocollective.com/seojeongbae

2002-2009  프랑스 파리 1대학 조형예술학과 석사, DEA(박사준비과정), 박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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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1997  건국대학교 예술대학 회화학과 졸업

개인전 

2019  가치없는 것에 대한 소고(小考), 영은미술관, 광주

2018  블루이쉬 랩소디(Bluish Rhapsody), 갤러리 도로시살롱, 서울

2017  Monday 3pm, 갤러리 도올, 서울

2016  의식의 분절, 갤러리 팔레드서울, 서울

2014  #55 사유의 장치, 갤러리도스, 서울 

2014  관념의 서사적 기록/24h,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11  진지한침묵, 갤러리 무이, 서울

2009  그녀를 만나다, 갤러리 온, 서울

2009  LA rencontrer, lagalerie, 파리

2007  Conte en talon aiguille, Espace Tristan Bernard, 파리

1999  관훈갤러리, 서울

단체전

2018  다시…일상, 아트레온, 서울

2018  4기 입주작가전 :4월 다시 4월,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헤이리

Art+Work,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헤이리

2017  제6회 나카노조비엔날레, 일본

2017  너와 나 그사이에, 문래동 에쓰알씨 더 루인스, 서울

2016  신진작가 단체전, 갤러리 팔레 드 서울, 서울

      도큐멘트, 10년의 흔적, 10년의 미래,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말하지 않고 말하는 법, 우민아트센터, 청주

2015  무심, 소마미술관, 서울

2014  Stay in memory,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13  접근방식,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12  도시의 숨, 대전시립미술관 열린미술관, 대전, 그 외 다수

수상 및 기금수혜

2019  제 7회 나카노조비엔날레(Nakanojo Biennale) 선정작가

20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예술교류지원 선정

2017  제 6회 나카노조비엔날레(Nakanojo Biennale) 선정작가

2014  9기 소마드로잉센터 아카이브 등록 작가 

2007/2005 50회, 52회, Salon de Montrouge, 입선, 프랑스

2006/2005 Salon d'Automne, 입선, 프랑스

레지던시

2019  영은미술창작스튜디오 11기(단기), 광주

2017-2018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레지던시 4기, 헤이리

2013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7기(6개월),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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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장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헤이리

□ 다운로드 (보도자료 및 자료)
 - 홈페이지 : http://www.youngeunmuseum.org ’자료실‘
 - 웹하드 주소 : http://www.webhard.co.kr  아이디: ymuse 암호: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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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작품 이미지

▲ 그림을 그리는 동안, 나는 작가이다, 캔버스에 유채, 138x500cm, 2019

▲ 그림을 그리는 동안 나는 작가이다, 캔버스에 유채,138x200cm,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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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생각들, 116x91cm, 종이 위에 연필, 2019

▲독백, 21x30cm, 종이 위에 유채, 2013-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