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리뷰] Korean Eye 2020: Creativity and Daydream (2021.6.23-7.25) 

 

<Creativity and Daydream: 창조성과 백일몽>을 주제로 한국의 현대미술을 소개하

는 코리안 아이 2020가 지난 6월 23부터 7월 25일까지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열렸다. 이번 

서울 전시에서 는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총 29명의 작업이 소개되었다.  

ㅣ참여작가 : 강호연, 강희, 고사리, 구정아, 김은하, 김주리, 김훈규, 헬레나 김, 박관택, 박

다인, 박미옥, 박효진, 백정기, 신미경, 엘리스 안, 오님(송민호), 옥정호, 유연(강승윤), 이두

원, 이세경, 이세현, 이용백, 이원우, 이정진, 최윤석, 코디최, 홍영인, 헨리 

 

# 시클리티 부부와 코리안 아이  

코리안 아이는 10여년 전 한국을 여행하던 영국의 사업가 부부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부부는 세계적인 미술품 컬렉터 데이비드와 세레넬라 시클리티(David and Serenella 

Ciclitira)로 당시 한국의 주요 미술관과 갤러리, 대형서점 등을 돌아다니며 한국 미술에 관

심을 갖게 되었는데, 한국 미술을 소개하는 제대로 된 영문책 한권 없다는 사실을 아쉬워했

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 작가의 작품을 세계에 알리고자 코리안 아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였

고, 2009년 영국 사치갤러리에서의 첫 전시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뉴욕, 아부다비 등에서 

<Moon Generation>, <Fantastic Ordinary>, <Energy and Matter>의 주제로 전시를 이어갔

다. 2008년 시클리티 부부에 의해 설립된 미술전문 비영리단체 PCA(Parallel Contemporary 

Art) 은 코리안 아이 프로젝트에서 각국의 예술가를 발굴하고 세계무대에 소개하는 플랫폼

인 '글로벌 아이 프로그램(Global Eye Programme)'으로 확대 운영하여 더 많은 나라의 신

진작가들을 지 원하고, 이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했다 

 

  



# 코리안 아이 2020: 창조성과 백일몽  

"Creativity and Daydream. 이번 전시는 작품을 통해  

작가들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꿈과 타협 하려는 갈등을 반영하고자 했다"  

(세레넬라 시클리티라 큐레이터)  

전시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변화 속에서 특히 한국이라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복

합성과 다면성을 작가가 개인의 주체로서 어떻게 맞서며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페인팅, 조각, 설치, 영상, 사진, 자수, 도자기,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와 매체, 기술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시각예술 외 다른 분야에서 활동 중인 헨

리, 송민호 등 6명의 K팝 스타도 포함되어 영역 간 경계가 많이 확장되고 허물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MZ세대를 겨냥하여 만든 복합공간 안에 위치한 본 전시장은 고전적인 화이트큐브

가 아닌 그레이 톤 벽에 스틸 철제망과 조명을 활용하여 공간에서부터 자유분방함과 흔히 

말하는 힙함이 느껴진다. 한국 전시 총감독은 '이 전시공간이 꼭 뉴욕의 소호거리를 상상하

게 한다'라고 과감하고 개성 넘치는 젊은 예술가들의 감각적인 공간임을 이야기했다.  

[그림1: KOREAN EYE (한국) 전시장 전경]       

[그림2: KOREAN EYE (한국) 전시장 전경] 

 

  



# Reflection of Individual and Society  

지금의 미술 중심축은 파리, 뉴욕, 베를린도 아닌, 이미 예술가 개인들에게 이동해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살고 있는 작가의 작업이 작가 개인과 작가가 속해 있는 사회를 

반영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 중 몇몇 작가는 사회의 불편한 인식에 

젊은 세대의 감각 있고 유머러스한 태도로 답하고 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전시 메인 이미지로도 사용되고 있는 김은하 작가의 <Bon 

Appetit>가 제일 먼저 눈에 띈다. 이 커다란 햄버거 작품은 입지 못하게 된 옷들로 만든 것

이라고 하는데 옷을 입지 못하는 이유가 비만을 유발하는 패스트푸드를 먹어서라니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유머러스하면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돋보인다. 

 

[그림3] 김은하, <Bon Appetit>, 2019, Abandoned clothes, 173.5x145x24cm. 

전시장 중앙에는 박다인의 <뷰티컬트>가 설치 되어있다. 작가는 한국 사회의 획일

화된 미의 기준에 대해 제단을 만들어 의식을 지낸다. 제단은 매니큐어를 칠한 닭발, 메니

큐어, 립스틱 등으로 만들어졌는데, 닭발은 성형으로 무자비하게 미의 노예가 되어져버린 

우리의 몸, 뼈, 피를 상징한다고 한다. 작품 옆 영상에서는 작가가 이전 러시아 전시에서 

교주처럼 등장하여 고사를 지낸 퍼포먼스를 볼 수 있다.  

  

[그림 4] 박다인, <뷰티컬트>, 2020, 혼합매체, 가변크기.  

신미경 작가의 <Hair on the Plate>는 오랫동안 신체의 아름다움으로 가꿔지지만, 



몸에서 떨어져 나간 순간 불결한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머리카락을 소재로 한다. 요리 연

구가였던 어머니로 인해 특히나 더 청결함이 요구되었던 작가는 이 머리카락을 가지고 접

시를 장식하여, 우리의 이중적 속성과 인식이 공존하는 사회에 대해 이야기 한다. 작가의 

섬세함과 기술력이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그림5] 이세경, <Hair on the Plate>(Meissen Angels), 2020, Artist's hair glued on white 

plate, coated, ∅ 26cm 

홍영인 작가는 오늘날 사회 구성원이지만 주변부에 위치한 이들의 역할에 대해 집

중한다. 작가는 여성 노동자를 하급층으로 여기는 동대문시장에서 재봉 기술을 배우고, 이 

노동집약적인 바느질 작업을 활용하여 작품을 완성했다. 폭죽이나 빛이 퍼지는 모습, 캠프

파이어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매우 정교하고 아름답다.  

  

[그림6] 홍인영, <A Deep Prayer>, <Burning with Triadic Harmony>, <Rhythmic Flowers>, 

2016, Viscose rayon threads, cotton, polyester fabric. 

 

 

 

 



# Hybrid Culture and Technique 

백남준은 “한국은 비빔밥 정신이 있는 한 멀티미디어 시대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

다” 라고 한 적이 있다. 이번 전시 작품들 중에는 한국을 기반으로 하지만 인터넷으로 전세

계와 소통하고 있는 작가들의 문화 경험과 기술이 융합되어 새로운 작업 세계를 구축한 작

업들이 단연 눈에 띄었다. 

그 중 하나는 붉은 산수로 알려진 이세현 작가의 작업이다. 작가는 전통적인 산수

화 이미지를 차용하여 동양화의 시점과 서양화의 원근법을 혼용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 

현대의 풍경을 이중적이고 복합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그림7] 이세현, <Beteen Red-018SEP02> 2018, Oil on linen, 200x200cm. 

코디최 작가는 젊은 시절 미국에서 이방인으로 지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둘 이

상의 문화가 만났을 때의 문화충돌, 그리고 이로 인한 제3의 공간과 혼종의 아름다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현상에 주목한다. 이번 전시에 선보인 <노블레스 하이브

리디제>는 서양의 로코코문화와 동양의 사군자문화를 한 캔버스 위에 보여주어 미묘한 미

적 경험을 선사한다. 

 

[그림8] 코디최, <Noblesse Hybridige #1981C>, 2019, Oil, cashew paint, digital print on 

artificial marble, 89.7x152.5cm (위) l <Queen Mother of the West-Olympia>, 2016, mixed 

media, 63.5x99.1x80cm (아래). 



고대의 대리석, 도자기, 돌 등은 일반적으로 그 모양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

다. 하지만 신세경 작가의 도자기, 돌덩어리는 어딘지 모르게 독특하다. 작가는 비누를 작

업의 주재료로 사용하는데, 이를 통해 시간이 지나고 변화하는 역사 안에서의 변모가능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많이 사용하게 된 비누로 유물과도 같은 도자기를 

만들어낸 점이 인상적이다. 

  

[그림9-1] 신미경 <Translation: Baekja Series>, 2014, Soap, varnish, fragrance, 

dimensions variable. 

[그림9-2] 신미경 <Megalith Series>, 2019, Glazed stoneware, dimensions variable. 

 

  



# Record of the Place, KOREA 

우리는 한국에서 오늘을 살고, 어제를 살았고, 한달 전, 그리고 일년 전을 경험해왔다. 이 

기억을 기록한 작업들도 있었다. 

김주리 작가는 생명의 시작점인 '물'과 사물 구성의 근원이 되는 '흙'을 매개로 작

업한다. 작품 <휘경;揮景> 주택시리즈는 도시 곳곳에서 없어져버리는 한국의 1970-80년대 

만들어진 구형주택들과 기억의 뒤꼍으로 사라져 가는 도시 풍경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영상

에는 점토로 만들어 놓은 구형주택이 (이전)전시기간 동안 한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에 천

천히 그 모양을 잃어 가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그림10] 김주리, <휘경;揮景-h07>, 2012, Soil, water, 70x70x36cm. 

고사리 작가의 <이사>는 재건축 전 폐건물이 된 연립주택을 비닐로 꼼꼼하게 감싼 

프로젝트다. 이제 곧, 건축폐기물이 되어 사라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기억, 그리고 

그 집이 기억하는것을 잠시나마 붙잡고, 보살피는 행위의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림11] 고사리, <이사>, Vintl, installation, 260sqm(an empty house in Seongbuk-dong, 

Seoul) 

 

 



# Grotesque Aesthetics 

괴기함의 미학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고대시대부터 벽화, 문헌 등에 그림부터 음악, 

영화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괴기함을 미학의 원천으로 삼아왔다. 당대의 작가들은 이를 조

금 더 익살스럽게 작품으로 가져와 작가의 상상력과 개성을 드러냈다. 

김훈규 작가는 팝, 공상과학, 만화 등 다양한 장르에서 작업의 소재를 가져와 자신

만의 이야기로 재창조하는데 작품에 등장하는 용, 토끼, 바퀴벌레 등은 주인공이 되어 통제

불가능한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다. 음주하는 토끼, 셀카하는 쥐 등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디테일한 장치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다. 

    

[그림12] 김훈규 <Onn shot two kills>, 2018, Pigment on silk, 70x120cm 

  



몇 가지 키워드로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작품들을 살펴 보았지만 다양한 특성들을 가

지고 있는 작품을 이렇게 분류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외에도 작가의 개성

이 드러나고 정형화되지 않은 다양한 작품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이야기 자

유롭게 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전 지구적인 비상사태에 빠지게 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문을 연 글로벌 순회전시 

코리안 아이 2020은 전시 개막에서 운영까지 모든 것의 대안을 모색해야만 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박물관(The State Hermitage Museum)은 예정되어 있던 

전시기간 동안 박물관 문을 닫으며 '무관객 온라인 전시'로 진행해야 했고, 박다인 작가는 

오프닝 퍼포먼스를 위해 전시 오프닝 몇 주 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해 자가격리를 했

다고 한다. 이후 영국 런던의 사치갤러리(Saatchi Gallery)에서의 전시를 마치고, 한국에서의 

전시는 해를 넘긴 2021년에서야 선보이게 되었다. 

 

Creativity and Daydream 

시대적 어려움과 당면하게 된 많은 과제, 

우리의 꿈꾸는 것들과의 타협, 

그리고 갈등. 

 

우리는 많은 것에 당면하고, 꿈꾸고, 타협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들은 우리와 같은 시대, 

한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살아가며 이를 예술이라는 매개로 다시 한 번 우리의 이야기를 보

여주고 있으며, 현재의 한국 미술 그 역사를 쓰고 있는 중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작가들에

게, 그리고 우리에게 박수를 보낸다.  

 

하나은행 총무섹션 최윤혜 큐레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