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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은미술관 2018-09-29
■ 학예팀: 선우지은(큐레이터), 박미나(선임학예연구원)
■ 문의: 031-761-0137

보도자료 ■ 2018. 10. 2. 배포
■ 총 7매

  
2018 영은미술관 10기 입주작가(단기) 김의식 개인전

《그라운디드(grounded)》전시 개최

n 《그라운디드(grounded)》라는 타이틀로 2018년 10월 6일부터 10월 28일까지 

영은미술관 4전시실에서 전시

 *전시 오프닝: 2018년 10월 13일 토요일 오후 4시

영은미술관은 2018년 10월 6일부터 10월 28일까지 영은창작스튜디오 10기 입주작가(단기) 김

의식의 개인전 《그라운디드(grounded)》를 개최한다. 김의식 작가는 ‘문자’와 ‘뼈’를 이용하여 인

간, 인류 본질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 있다. 뼈와 살을 입고 태어난 인간은 언어, 문자를 습득

하며 수많은 기억 혹은 망각의 층을 지나 살아가고 또 죽음이라는 미지의 길로 향하게 된다. 

이러한 생사 사이의 시공간 가운데 우리는 이따금씩 결핍된, ‘상실’한 어떤 존재임을 기억/망각

하며 물질을 입은 존재로서의 길을 저마다 걸어간다. 

김의식 작가가 뼈 모양에 관심을 갖고 그 위에 빼곡하게 글자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 그는 교

통사고 후 병원에서 촬영하게 된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자신의 뼈를 들여다보면서 형태와 속

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전한다. 보통의 일상에서 보이지 않던, 예기치 않은 무엇과의 만남

으로 인해, 김의식의 작업에 등장하는 뼈는 작가의 말을 따라 “생명의 기원인 동시에 인간 존

재의 시원적 표상”이 되었다. 일상적 시선으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과정은 새로

운 눈(시선)을 통해서 가능하고, 이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과정으로 결코 완성될 수 없

다. 김의식은 작품을 통해 마치 명확히 완결된 진리처럼 드러나 보이는 것들 속, 이면 세계에 

대해 호기심을 향하게 한다. 기존 세계에서 은폐되어왔던, 그리고 은폐되고 있는, 혹은 은폐의 

위험에 처해 있는 진리들을 세상에 재현하는 방식으로 그는 말을 건넨다. 맨 눈으로는 보이지 

않기에 주목되지 않던 대상을 ‘다시’ 바라보게 된 경험을 계기로, 작가는 인간 존재의 근원에 

이르는 탐구의 끈을 잇게 되었다. 

작가가 관심을 둔 또 다른 모티프인 ‘문자’는 뼈와는 다르게 우리의 눈에 쉽게 포착되고 기록의 

기능을 담당한다. 작가는 “문자는 인간이 만든 가장 고도의 제어할 수 없는 문화장치이다. 문자

는 기록체로서 어딘가에 씌어져야 하는 대상(ground)을 필요로 한다.”고 언급했다. 문자는 어딘

가에 써져야만 존재한다. 기록을 남기고자 켜켜이 쌓인 문자의 총체는 인류 문명의 산실 중 하

나이자 지나간 과거를 기억하도록 돕는 명확한 수단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문자가 사고(思考)



- 2 -

의 틀을 가둘 수 있으며, 기억보다 망각을 돕는다면 어떨까. 자신이 속한 언어권에 따라 사람들

은 문자 구조, 언어 체계에 따른 사고 단계를 따르기 마련이다. 또 기록을 남김으로써 영원히 

기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기억하려는 것을 망각하고, 망각하고 싶은 것

을 기억해낸다.”(이진우, 「기억의 병과 망각의 덕」 中) 이러한 좌절의 성향을 안고 있는 문자의 

숙명은, 김의식의 작업에서 뼈에 적힘으로써 ‘문명과 인간 본질에 대한 질문’을 떠올리도록 하

고 이는 관람객에게 보통의 일상과는 다른 시간을 맞닥뜨리도록 한다.

결국 ‘뼈’와 ‘문자’를 통해 작가는 사실상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하고 있다. 우리 눈

에 보이지 않음에도 명백히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의 눈에 확연하게 보임에도 오히

려 역설적으로 숨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작가는 ‘다른 눈’으로 ‘다시 보기’를 요청한다. 뼈와 살

을 입은 인간이란 존재가 태어나 사회가 요구하는 체계(문자)를 습득하며 살아가는 시간 속에

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보지 못 하고, 기억/망각하고 살고 있을까. 마치 평온하게 지나가는 듯 

보이는 인생의 풍경 길 한 가운데서 작가는 《그라운디드(grounded)》를 통해 관객에게 말을 건

넨다. 이번 전시를 통해 인간 존재에 대한 색다른 사색의 결을 마주하기 바란다.

■ 전시 개요 

○ 영은미술관 영은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展

 - 전시명 / 영은창작스튜디오 10기 입주작가(단기) 개인전_김의식展 

           《그라운디드(grounded)》 

 - 전시기간 / 2018. 10. 6(토) - 10. 28(일)

 - 초대일시 / 2018. 10. 13(토) 4 PM 

 - 관람시간 / 10:00~18:00 (월요일 휴관)

 - 작    가 / 김의식(金義植) GIM, Uisik

 - 출품 장르 / 사진, 영상, 설치

 - 주최∙주관 / 영은미술관

 - 후    원 / 경기도, 경기도 광주시

○ 예약 및 문의 

 - 영은미술관 학예팀  
   031.761.0137

■ 작가 소개
김의식 (b. 1978)

학력

2018 홍익대학교 미술학 박사 졸업

2012 홍익대학교  조소과  석사 졸업

2006 경원대학교 환경조각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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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

2018 그라운디드(grounded), 영은미술관

2017 Hands, Art Mora New York

2017 String,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2016 RE_Nature, 정부서울청사갤러리

2014 김종영 미술관 창작지원작가전, 김종영미술관

2013 뉴디스코스 최우수작가상, 사이아트스페이스

2012 Physis, 갤러리라메르 

2011 Kunstkammer, 갤러리이즈 

2008 The Nature, 갤러리보다

단체전

2018 대전비엔날레:바이오 에티카, 한국화학연구원

2017 RELOAD-다시 장전하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2015 SeMA shot:공허한 제국, 서울시립미술관

2015 From Now, 성남아트센터

2015 아라아트센터 기획초대전, 도시와 이미지 , 아라아트센터

2014 궁다방 개화기 프로젝트

2013 문화예술특성화 사업 ‘찾아가는 갤러리’, 인천광역시

2013 안산문화재단 기획,'Art in motion', 단원미술관

2012 SooMokWon Road 2012, 국립수목원

2012 I Go 展, 대한민국주상하이문화원

2011 시사회 展 _ 팀 프리뷰 연례 작가 교류 프로그램, 대안공간 팀프리뷰

레지던시

2017 영은미술관 영은창작스튜디오 10기 

2016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7기

2014 헤이리 위드 아티스트 3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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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nd  ocean, Resin, ink, 가변설치, 2018

  ▲N_2015, Digital Print, 170x90 c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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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ature, Digital Print, 410x60cm, 2017

  ▲The nature, detail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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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ember the ground, mixed media, installation, 2018

  ▲Nuray, pigment ink jet print, 40x80c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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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S_13, runtime 12,52sec, video installation,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