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 DESSIN À DESSEIN 
재불 청년작가 협회 

 

 

 

 

 

 

 

	
	
	
	
	
	
	
	
	
	
	

	
오프닝	/	2016	년	5월	4일	수요일	18	시부터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	

2,	avenue	d’Iéna,	75116	Paris	–	Tel.	01	47	20	83	86	

	

전시기간	:	2016년	5월	4일	~	6월	22일	

매주	월요일~금요일	(9시	30분~18시),	매주	목요일은	20시까지,	토요일은	14시~19시	
	

백승수, 최윤희, 하유미, 한요한, 홍보라, 정을, 정인수, 조주원, 정지나, 김기주, 김희연,  

이은경, 이지선, 박혜정, 박지현, 션혜영, 윤귀덕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원장 박재범)은 2016 년 5 월 4 일부터 6 월 22 일까지, 재불 청년작가협회의 

33 회 정기 전시회인 «	Le	dessin	à	dessein	» 전을 기획하였다.  

지난해에 이어 « 데생 »을 주제로 열리는 두 번째 전시로, 17 명의 청년작가협회 작가들의 데생이란 

매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담은 작품들로 꾸며진다. 올해는 특히 « 공동 작업 »이라는 과제와 

« 밑그림 »을 뜻하는 데생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이들 작가들을 엮어준 

단체의 역할과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협업의 다양한 가능성과 비젼을 다루고자 하였다.   

요즘 사회전반에서 대세로 떠오른 협업, « 코워킹 coworking	»은 작업을 구성 또는 조직하는 유형의 

하나로, 공동 작업 공간을 지칭하는가 하면 교류와 소통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네크워크를 뜻하며 

예술계에서도 적잖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사실 예술적 협업의 역사는 몇 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길지만 가까운 과거에서 그 예를 

찾아보면 이해가 보다 쉬워진다. 상이한 매체의 결합을 통해 장르의 경계를 해체하고 실험적 예술,  

콜라보레이션을 추구한 플럭서스 운동, 적극적 관객 참여를 작품의 일부로 끌어온 키네틱 아트, 영화나 

게임 또는 다양한 전문 영역이 융합된 패턴을 응용한 새로운 협력 모델들이 그렇다. 듀오 또는 그룹으로 

작업하는 이들의 출현은 대개 예술계에서 작가의 절대적 입지와 역할에 대한 담론의 거부와 맞물리기도 

하였고, 완전히 다른 또 하나의 레지스터에서는 정치, 경제 또는 사회적 목적의식이 예술적 액티비즘, 

행동주의에 편입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공동 작업에서 최종 목표와는 별개로 진행 과정에서의 대화와 의견교환 그리고 여기에 할애하는 

시간은 작업의 방향과 성격을 좌우하며, 어디에 의미를 두느냐의 문제가 있지만, 작업 성패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정지나와 조주원, 최윤희, 한요한이 참여한 «	Psychobjetgraphie	»는	 이런	 작가들	 간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이들의	대화는	엽서나,	데생,	소품	등	일련의	«	오브제	»를	
통해	릴레이식으로	이루어지며,	순차적	도표	모양으로	벽면에	배치된다.	김희연과	백승수,	이지선이	참여한	
«	L’arbre	noir	»	또한	각기	다르지만	작업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을	찾고자	하였는데,	서로	다른	매체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	이들이	함께	만들어낸	일종의	무의식	세계로	안내한다.		

«	La	Q.U.B.E.	»	(La	Question	Basique	mais	Essentielle)나	«	Cohabitation	»	또는	«	2016	Paris	Utopie	»	프로젝트는	
주어진	 주제에	따른	 각	 작가의	 해석을	 나란히,	 또는	 불규칙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이들간의	 공통분모를	
찾거나	같음에서	다름을	찾는데	주목하고	있다.	 «	Le	dessin	à	dessein	»전은 이렇듯 공동 작업의 진행과정, 

프로세스 자체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반면, 여기서 발생하는 결과물은 이차적인 

요소로 간주하게 된다.  

데생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보여주는 개별적인 작품들도 만날 수 있는데, 윤귀덕은 그린다는 행위보다 

이미지가 각인되는 과정에 대한 관심을 그 소멸과정에서 찾았고, 색과 모티브 등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담아내는 형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중점을 두는 박지현, 회화에서의 재현 문제를 영상과의 관계에서 

관찰하는 션혜영의 영상작품 등이 있다.	

이번 전시오프닝에는 몇가지 이벤트가 마련되는데, 한요한 작가의 가벼운 해프닝식 퍼포먼스 «		 Stretch	
Sketch	»가	 특이할만하다.	 이	 작품은	 데생이	 본	 작업에	 앞서	 행해지는	 준비	 과정이라면,	 퍼포머나	
무용수에게	스트레칭은	몸을	푸는	워밍업	과정으로	데생	작업과	동일시	된다는	데서	그	의도를	찾을	수	
있겠다.	 또한	 이번 전시 기간동안 청년작가협회 작가들의 영상 프로젝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획 

중이며 문화원 사이트를 통해 일정을 수시로 공고할 예정이다. 	



	

		

1983 년 창설된 청년작가협회는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한국작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정회원 

작가들을 중심으로 문화원에서 열리는 정기전과 프랑스 또는 해외에서의 각종 전시 프로젝트를 통해 

회원 작가들 간의, 또는 세계각지의 외부 작가들과의 정보 공유와 나눔, 예술적 교류를 지향하고 있다. 

올해는 17 명의 정회원과 5 명의 신입회원으로 구성되어 총 22 명의 작가가 활동 중이다. 

전시 큐레이터 전상아  

	

Image.	Esquisse	du	projet	"Psychobjetgraphie"	par	Choi	Yun-hee,	Han	Yohan,	Jo	Joowon,	Jung	Jin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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