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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갤러리 '기울어진 각운들' 展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온통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전시장을 육중하고 기울

어진 벽이 가로지른다.

이 기울어진 벽 주위로 젊은 작가들이 각자의 스타일대로 작품을 펼쳐보인다.

소격동 국제갤러리가 실험적인 태도로 무한한 상상력을 펼쳐내는 국내 신진작가들

의 그룹전 '기울어진 각운들(The Song of Slant Rhymes)'을 23일 개막했다.

남화연, 문영민, 윤향로, 이미연, 정은영, 차재민, 홍영인 등 회화, 조각, 영상, 설치

등 다양한 장르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젊은 작가 7인이 참여하고 큐레이터이자

비평가로 활동하는 김현진이 기획했다.

 



젊은 작가들이 꾸미는 전시에 걸맞게 전통적인 화이트 큐브에 기울어진 거대한 벽

을 설치해 실험적인 공간을 만들어낸 점이 눈에 띈다. 이 공간에 작가들의 일곱 가

지 색깔이 담긴 작품 20여 점을 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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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그룹 '파트타임 스위트'의 이미연(35)은 강이나 바다의 조난 현장이나 구조 현

장을 촬영한 보도사진 등을 인터넷에서 찾아 먹지에 대고 베끼면서 일부분을 남기

거나 지우는 방식으로 재구성한 드로잉 시리즈를 기울어진 벽에 수십 장씩 매달았

다.

정은영(39)은 1950년대 우리 대중문화 장르로 부상했던 여성국극을 기록하고 연구

하면서 과거 국극 배우들의 사진 자료를 슬라이드로 보여준다.

전시 기획자 김현진은 "전시장은 조용하지만, 간섭을 일으키는 공간으로 꾸며졌

다"며 "화이트 큐브 안에 작은 건축적 변화가 더해지고 그 안에서 작가들이 서로 대

화하는 형식으로 전시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국제갤러리는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젊은 작가를 발굴하고 이들의 작업을 장려

하고자 매년 기획전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시는 6월 16일까지. ☎02-735-8449.

mong07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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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용 우려 타이레놀시럽 160만병 판매금지

☞ "조용필 오빠가 음반 내도 안된다고요?"

☞ 신월성 1호기 멈춰 전력 비상…'준비' 경보발령(종합)

☞ 박주영 교체출전 셀타비고, 레알 사라고사에 역전승

☞ 어나니머스 "외환은행 고객정보 DB 해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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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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