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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은미술관 2019-01-11
■ 학예팀: 선우지은(큐레이터), 박미나(선임 학예연구원)
■ 문의: 031-761-0137

보도자료 ■ 2019. 1. 11. 배포
■ 총 6매

  
2018 영은미술관 11기 입주작가(단기) 김희수 개인전

《시인의 편지_Letters From Poets》전시 개최

n 《시인의 편지_Letters From Poets》라는 타이틀로 2019년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영은미술관 2전시실에서 전시

 *전시 오프닝: 2019년 1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

영은미술관은 창작스튜디오 11기 입주작가 김희수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영상 매체를 다루는 

김희수는 삶과 자기 인식에 대한 고민의 산물을 예술 언어로 풀어낸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는 정해진 이상의 힘과 덕목이라 여겨지는 것에 도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라는 작가의 말

은 현 시대가 추구하는 갈망, 요구, 이상 등에 관하여 생각하게 함으로써 인간과 세계를 작동시

키는 여러 기제(機制)를 재고하게 한다. 

 “본인의 작업은 삶과 자기 인식에 대한 고민의 산물이다. 사회적 환경과 교육 안에서 형성되

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에 대해 소통하기 위해 자아의 형성, 주체의 구성이라는 인식론적 관점

에서 작업을 시작한다. 본인의 작업은 꿈의 개념을 중심으로 주체의 구성이라는 주제를 사회적 

영향 관계의 측면에서 다룬다. 인간 본연의 자아는 자신이 속해 있는 환경 그리고 과거 속 자

신의 모습들과 접하게 관련하여 실현된다. 실존하는 것들과 진실을 향한 탐구 사이에서 본인 

작업의 생명력은 단련된다. 사회적 목표라는 것은 여러 세대를 거쳐 이어지지만, 그것을 가장 

먼저 표출하는 것은 한 개인이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 세계를 실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해진 이상의 힘과 덕목이라 여겨지는 것에 도전하기 위해서라

는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삶의 본질은 탐구하는 행위로 귀결되고 본인의 작업 내부의 예술적 

고민은 자신과의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 노트 中)

 김희수는 본 전시를 통해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며 접하게 되는 주변 세계, 외부 세계가 인간 

존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질문하게 만든다. 가령, 〈얼굴매듭 Knotting Face〉(2018)과 

같은 작품은 얼굴 전체를 붉은 지장으로 덮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사회화 과정을 

주목한다. 사회화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질 수 있는 획일화 혹은 금지는, 한편으로 자크 라캉의 

상상계에서 상징계로의 이동을 통한 자아에서 주체로의 거듭남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시인의 

편지 Letters From Poets〉(2018)에서 작가는 영상편지 형식으로 담은 일곱 인물의 이야기, 인

생, 신념, 숨소리 등을 보여주면서, 전시실에 들어선 감상자로 하여금 화면 속 타인과 대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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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공간에 참여하게 만든다. 작가는 카메라 앞에 있던 한 존재가 읊조리는 꿈, 신념 등의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지금 여기’에 있는 관람자를 ‘그때 저기’와 만나게 하여 마

치 관람자 모두가 경험의 주체가 되도록 하였다. 작가는 “숨(Breath)은 생명과 소통 그리고 치

유와 상생의 의미를 담고 있다. 노자 사상 중 하나인 ’유무상생’에서 상생의 원리는 갈등과 대

립의 연속이던 지난 세기의 인류사를 화합의 시기로 전환 시킬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한다.”고 

언급하며 감상자를 “숨쉬는 공간으로 초대하고자 한다”고 전한다.

 한 인간이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 그가 외부 세계와 맺는 관계는 유일무이하지 않을 

것이다. 고정불변하지 않는 정체성, 타아에 의해 (그것이 부정적일지라도) 자신의 존재를 확증

하는 주체의 문제, ‘매순간 각 계(상상, 상징, 실재)들이 상호 침투’하는 라캉의 주체 이론 등 복

잡다단한 이슈를 연상시키는 김희수 작가의 이번 전시를 통해 삶, 본질을 탐구하는 진중한 사

유의 시간을 마주하기 바란다. 주체의 형성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과정을 담론화하는 것은 인간

을 구분하는 성(性), 인종, 문화 등의 차이뿐 아니라 다양성과 이질성을 접목시켜볼 수 있는 기

회일 수 있지 않을까.

■ 전시 개요

○ 영은미술관 영은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展

 - 전시명 / 영은창작스튜디오 11기 입주작가(단기) 개인전_김희수展 

           《시인의 편지_Letters From Poets》

 - 전시기간 / 2019. 1. 12(토) - 2019. 2. 1(금)

 - 초대일시 / 2019. 1. 12(토)  4 PM

 - 관람시간 / 10:00~18:00 (월요일 휴관)

 - 작    가 / 김희수(Heesoo Agnes Kim, 金熙洙)

 - 출품 장르 / 영상

 - 주최∙주관 / 영은미술관

 - 후    원 / 경기도, 경기도 광주시

○ 예약 및 문의

 - 영은미술관 학예팀  
   031.761.0137

■ 작가 소개
김희수(b. 1984)

https://www.heesookim.net/

학력

2017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원, 서울, 한국

2016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졸업, 서울, 한국

2009 Whitecliffe 미술대학 학사졸업, 오클랜드, 뉴질랜드

2003 Rosehill College 졸업, 오클랜드,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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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

2019 O.S.T, RU Brooklyn, 뉴욕, 미국

2019 Letters From Poets, 영은미술관, 경기광주, 한국

2019 The Poet Acts, 갤러리도스, 서울, 한국

2018 Beyond The Gaze, CICA 미술관, 김포, 한국

그룹전

2018 SEEA 2018 성남아트센터 갤러리 808, 성남, 한국

2018 STS&P Smart Design International Exhibition KINTEX 2F, 일산, 한국

2018 Wind 2018 제8회 금강 자연 미술 비엔날레 영상전, 공주, 한국

2016 이미지와 현상, 아터테인, 서울, 한국

2015 Masters/Doctors Degree show, 서울대학교 모아미술관, 서울, 한국

2015 Settle-light on the rooftop, Worldbill, 서울, 한국

2014 Exodus 5th 3030, 팔레 드 서울, 서울, 한국

2010 A Rabbit in the Moon, performance, at Auckland St Festival, 오클랜드, 뉴질랜드

2009 One The Full, Pearce Gallery, 오클랜드, 뉴질랜드

2009 Please Find Enclosed, Pearce Gallery, 오클랜드, 뉴질랜드

2009 Listen with Your Eyes, Satellite Gallery, 오클랜드, 뉴질랜드

2008 View Master, Randolph st Gallery, 오클랜드, 뉴질랜드

2008 Listen with Your Eyes, performance, K-Road, 오클랜드, 뉴질랜드

2008 Blend, Randolph st Gallery, 오클랜드, 뉴질랜드

2007 904K, Randolph st Gallery, 오클랜드, 뉴질랜드

출판

2019 Artist Statement #4 CICA Press, 김포, 한국

2018 Aesthetica December Aesthetica Magazine, 요크, 영국

2016 Beyond the gaze formative function of "I" 서울대학교, 서울, 한국

수상 및 레지던시

2019 문화예술진흥기금, 국제교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 한국

2019 Residency Unlimited, 뉴욕, 미국

2018 STS&P 스마트 디자인 국제전 입상, 경기, 한국

2018 영은미술창작스튜디오 11기 입주작가

2008 Art Supplies New Zealand Award, Art Supplies, 오클랜드, 뉴질랜드

2003 Scholarship, Rosehill College year 13 Printmak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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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tters From Poets_7채널 영상, 7채널 사운드_00:10:09_2018_(대표컷)

▲ Letters From Poets_7채널 영상, 7채널 사운드_00:10:09_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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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ters From Poets_7채널 영상, 7채널 사운드_00:10:09_2018

▲ Knotting Face(얼굴매듭)_단채널 영상_00:10:00, 가변크기_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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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wheel(바람개비)_단채널 영상_00:01:21, 가변크기_2016

▲ O.S.T_단채널 영상_00:23:30, 가변크기_2014~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