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트프로젝트 씨오, 개관 기념 '층_고요하며 깊다'전 개최 

 

아트프로젝트 씨오가 이달 개관을 기념해 '층_고요하며 깊다'전을 오늘(27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개최합니다. 

 

개관 기념전에는 김근태, 김춘수, 김택상, 장승택 등 4명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독자적인 형식으로 단색조의 추상을 구축하는 이 작가들은 우리나라의 주요한 미술사조인 단색화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아트프로젝트 씨오의 임은혜 디렉터는 "공통된 정신성과, 동일하면서도 차별적인 표현 방식에 초점을 맞춰서 전시 제목을 

'층_고요하며 깊다'로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 이동훈 기자 / no1medic@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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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단색화 작가 4 인 작품 전시 '층_고요하며 깊다' 27 일 개최 

 

차세대 단색화 작가 4 인의 작품을 전시하는 '층(層)'_고요하며 깊다'가 27 일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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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프로젝트 씨오는 이번 달 성수동 개관을 기념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층(層)'_고요하며 깊다  전시를 

기획했다.  

  

이번 전시에는 독자적인 형식으로 단색조의 추상을 구축하고 있는 김근태, 김춘수, 김택상, 장승택 4 인 작가

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 초대되는 4 인의 작가는 한국을 대표할 차세대 추상작가들로 화면의 질감 그 자체를 경험하는 

시각적 촉감과 시간의 중첩, 행위의 반복으로 오랜시간을 두고 겹겹이 물감층을 쌓아 올리는 행위와 작업과

정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수행의 과정은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완성되며, 비어있으면서도 꽉찬 이중적 행위성은 포스트 단색

화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 시대정신(Zeitgeist)에 대한 고민과 내적 명상을 내포하며 새로운 창작의 층을 만든

다.  

전시를 기획한 아트프로젝트 씨오 임은혜 디렉터는 "단색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하며 "1 세대 단색

화를 이어온 이들이 가지는 공통된 정신성과 겹겹이 쌓아 올리는 동일하면서도 각기 차별적인 표현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전시 제목을 '층(層)'_고요하며 깊다로 정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스포츠W(Sports W).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노유정 기자  / 기사작성 : 2021-05-21 10:27:57  

 

 

 

 

 

 

 

 

 

 



이들이 '차세대 단색화' 작가입니다. 

신생공간 '아트프로젝트 CO' 개관전 

김근태,김춘수,김택상,장승택 4인전 

반복 붓질로 쌓은 시간의 층위 

  

 

  

  

‘단색화’는 1970년대 시작된 단색조 추상회화를 칭하는 말로, 그 명칭의 학술적 타당성에 대한 

이견이 분분하지만 지난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이 대규모 기획전 ‘단색화(Dansaekhwa)’를 

개최하면서 일종의 브랜드처럼 자리 잡았다. 지난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의 공식 병행전시로 

‘단색화’ 전시가 열리는 등 국제적 재조명과 함께 미술시장에서도 재평가가 진행됐다. 단색화에 

대한 주목이 지속되는 가운데 ‘차세대 단색화’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에 

둥지를 튼 신생 전시공간 ‘아트프로젝트 씨오(Art Project CO)’가 개관전을 통해 이 논의에 불을 

지피는 중이다. 

 

개관기획전 ‘층(層)-고요하며 깊다’는 각자의 방식으로 단색조의 추상을 구축한 4명의 작가 

김근태, 김춘수, 김택상, 장승택을 주인공으로 삼았다. ‘단색화’ 작업의 공통된 특성인 물성 탐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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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자연관을 바탕으로 한 행위의 반복, 시간·재료의 중첩 등을 이들 또한 독자적으로 

이뤄냈다는 점이 ‘차세대 단색화’라는 수식어를 가능하게 했다. ‘단색화’ 작가들이 1930년대 

생들이라면 이번 참여 작가들은 그 제자뻘인 1950년대 생들이라는 것도 눈길을 끈다. 

 

작가 김근태(68)는 유화물감과 돌가루를 특유의 방식으로 섞어 돌의 질감을 캔버스에 옮겨 

놓는다. 경주 남산에서 본 석탑·마애불 등이 지닌 돌의 속성을 재현하고자 한 것이 그 

시작이었는데, 흰색과 황토색으로 이뤄진 전시작은 백자의 빛깔, 그 태토같은 흙빛을 느끼게 

한다. 

 

‘푸른빛의 화가’ 김춘수(64)의 ‘울트라마린(Ultra-Marin)’은 파랑이라는 한 가지 색으로 보이지만 

자연의 온갖 빛을 머금은 깊고 푸른색이라는 역설적 철학을 담고 있다. 푸른색이 겹겹이 쌓인 

것이라 그림 한 점에도 행위의 흔적과 시간성이 고스란히 담긴다. 

  

자연의 모든 색을 담으려는 시도는 마찬가지이나 결과물은 사뭇 다르다. 김택상(63)의 작품은 

물빛에 비친 자연의 색을 머금은 듯 영롱하다. 

반짝이는 표면 위에 색을 반복적으로 더해 이룬 장승택(62)의 검은 화면은 시간과 심연의 깊이를 

두드려보게 만든다. 

 

전시를 기획한 임은혜 아트프로젝트 씨오 디렉터는 “4명 작가들의 공통된 정신성과 겹겹이 쌓아 

올리는 동일하면서도 각기 차별적인 표현방식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반복적으로 칠하고 

중첩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통한 결과물은 비어있는 고요함 속에서 꽉 찬 깊이감을 느끼게 하며 

‘차세대 단색화’ 작품의 차별적 성향을 짚어볼 수 있는 전시”라고 소개했다. 6월 30일까지. 

 

/조상인 기자 ccs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K8D6O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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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트리마제에 문 연 신생 갤러리에 모인 단색화 거장 4 인 

 

[아트프로젝트 씨오] 

김근태·김춘수·김택상·장승택 4인전 ‘층, 고요하며 깊다’展 

서울 성수동에 서울숲과 한강을 끼고 조성된 최고급 아파트 트리마제 내 상가에 문을 연 신

생 갤러리에 단색화 거장 4인이 한데 모여 눈길을 끈다.  

  

최근 새롭게 개관한 ‘아트프로젝트 씨오(Art Project CO)’는 각기 독자적인 형식으로 단색조

의 추상을 구축하고 국내외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김근태, 김춘수, 김택상, 장승택 4 인의 작

품을 선보인다.  

  

개관 특별전 ‘층, 고요하며 깊다(Layer Tranquility & Depth)’는 이들 거장 4 인의 서로 다른 ‘

층’의 질감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자리로, 한국의 주요한 미술사조인 단색화에 대한 관

심에서 시작돼 이른바 ‘단색화 열풍’을 이끈 1 세대 작가들에 이은 차세대 단색화에 대해 주

목해 보고자 마련됐다.  

  

단색화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전통적 자연관을 바탕으로 한국 고유의 정신적 가치를 내면

화한 것으로, 특히 안료의 물성, 즉 화면의 질감을 경험하게 하는 시각적 촉감과 시간의 중첩

이 필연적으로 동반된다.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겹겹이 물감층을 쌓아 올리는 행위의 반복

을 통해 완성되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은 ‘수행’이라고도 표현된다. 거듭되는 반복적 행위로

써 빚어지는 화면은 단색빛의 단순한 표면질로, 텅 비어있는 듯하면서도 꽉찬 느낌의 이중성

을 느끼게 한다. 

http://www.artprojectco.com/bbs/view_image.php?fn=http%3A%2F%2Fyjed.dmcart.gethompy.com%2Fdata%2Feditor%2F2106%2F5ebd03b7acaa08e80b4122703302c9ab_1623293469_66.jpg


이들 작가 4 인의 작품 또한 이러한 특징을 뚜렷하게 보인다. 이를테면, 김근태는 자연에서 

가져온 재료의 물성을 져버리지 않고 살리고자 하며, 질료 고유의 속성을 존중하는 데 뜻을 

두고 평생의 화업을 이어왔다. 그의 작업이 오색찬란한 색채나 화려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

어도, 오로지 담박한 색감만으로 궁극의 충만함과 그득함을 이루는 이유다. 김근태는 돌의 

속성을 재현하기 위해 유화물감에 석분(石粉)을 접착제와 섞어 광목 캔버스와 융합해 독자

적인 매체를 빚어냈다. 불상의 거슬거슬한 질감, 분청사기의 질박한 표면과 소박한 문양을 

평면에 일폭으로 옮긴 셈이다. 흰색이지만 희지만은 않으며 누렇지도 않은 색, 과시하지 않

고 내세우지 않으며 은근히 배어나는 미색이 화면 밖으로 침윤하는 듯하다.  

반면, 김춘수의 화면은 눈이 부시도록 강렬한 푸른 에너지를 뿜어낸다. 그의 대표연작 ‘울

트라마린’은 바다나 하늘을 연상하지만 자연을 단순히 재현한 것이 아닌, 하나의 의미로 고

정할 수 없는 자연의 다채로운 형상과 빛깔을 담고 있다. 특히 붓이 아닌 손으로 직접 단색

의 울트라마린 물감을 캔버스에 묻혀 제작하는 독특한 회화적 언어가 특징이다.김택상은 

캔버스 표면에 색을 겹겹이 칠해나가는 서구의 회화 실현 방식에서 탈피해 마치 캔버스 그 

자체의 자연색이자 숨 쉬듯 살아 있는 빛을 담아 표현해왔다. 이러한 방법론을 작정하고 만

들었다기보다는 지난 30 년 화업 과정 속에 자연스레 ‘밀당’을 반복하며 구축한 것으로, 물을 

머금은 빛의 색을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해 다채로운 양식을 실험하고 시도한 끝에 지금에 이

르렀다. 색이 없는 물을 이용해 빛을 산란시키는 물빛을 구현한 것인데, 층층이 얇게 입힌 물

감이 마르면서 천 표면이 수축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틈이 생겨 미세한 가루 입자 간에 나

노 크기의 공간이 생성되고 그 사이사이로 새든 빛이 산란하면서 화면 밖으로 스며 나와 발

광하는 것 같은 느낌을 자아낸다. 

장승택의 작품은 프리즘을 연상하는 빛의 향연 그 자체다. 플렉시글라스 위에 중첩된 색층이

 서로 겹치고 스며들며 조응한다. 반투명한 표면 위에 색층이 얹히며 자연스레 빛을 끌어들

이는데, 빛이 시시각각 변함에 따라 장승택의 화면도 마치 살아 생동하는 듯 아름다운 울림

으로 존재한다.  

전시를 기획한 임은혜 아트프로젝트 씨오 디렉터는 “참여 작가 4 인이 가지는 공통된 정신

성과 겹겹이 쌓아 올리는 동일하면서도 미묘하게 구별되는 표현방식에 초점을 맞춰 전시 

타이틀을 짓게 됐다”고 했다.  

  

안현정 미술평론가는 “전시에 초대된 작가 4 인은 명상하듯 숙고하는 창작 속에서 자연미

감을 화폭에 옮기는 세련되면서도 단순한 미감을 창출한다. 반복적으로 되새김질하듯 물감

을 칠하는 행위, 캔버스 천에 시간의 흔적이 스며들게 하는 작업, 수차례 그어 내리며 유화

와 석분이 중첩되는 등의 과정 속에서 결과물은 비어있고자하나 꽉 차 있고, 고요하고자 하

나 심상을 울리는 꽉 찬 깊이감, 이른바 ‘명상의 층’을 남긴다”라고 설명했다. 6 월 30 일까

지. 

◆ 아트프로젝트 씨오: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6 트리마제상가 102호 

 아트조선 윤다함 기자 daham@chosun.com 

 



[눈맛의 발견]포스트단색화, 사유의 층(layered)을 명상하라! 

최근 서세옥(1929~2020), 김창열(1929-2021) 같은 추상화의 거장들이 잇따라 

타계하면서, 한국추상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일고 있다. 김환기, 윤형근, 이우환, 

김창열, 박서보, 정상화, 하종현 등 담백한 색감 위에 명상적 언어로 표출해낸 

한국추상들엔 어느 순간 ‘단색화’란 이름이 붙게 되었다. 서구추상이 재현(再現)을 

거부한 캔버스와의 파격적 대화라면, 한국추상은 작가의 개별인식 속에서 사유의 

층(層)을 고민해온 실존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다. 

 

추상미술을 이해하는 열쇠는 어디 있을까. 다이내미즘과 하이브리드로 대표되는 

21세기 속에서 구상이냐 추상이냐 혹은 격정이냐 표현이냐 식의 패러다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듯하다. 그럼에도 모든 것을 무(無=형태없음)에서 창조하는 

21세기 추상의 다면성은 잭슨 폴록의 드리핑(dripping:물감을 흩뿌리는 기법)과 

전쟁의 아픔을 겪은 앵포르멜의 들끓는 격정과는 차이가 있다. 시대가 예술을 

읽는 키워드가 되듯이, 이제 예술가로서의 들끓는 창작정신은 개별 캔버스 

사이에서 각자의 사유 층을 남기며 개성화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1세대 단색화가(1930년대 태생)들이 역사와 전통의 원형을 탐색하면서 자연성을 

바탕으로 삼았다면, 포스트 단색화가(1950년대 이후태생)들은 집합이나 운동보다 

실존을 통한 개인양식을 진행 중이다. 포스트 단색화를 대표하는 김근태, 김춘수, 

김택상, 장승택의 세계관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전시 《층(層)_고요하며 

깊다》가 Art Project CO(기획 임은혜)에서 5월 27일부터 한 달 간 선보인다. 

김근태 작가(1953~)는 돌의 질감을 캔버스에 옮기면서도 유화물감과 

돌가루[石粉]를 특유의 방식으로 섞어 광목 캔버스에 수평으로 옮겨내는 작업을 

한다. 작업방식과 과정 모두에 있어 매체와의 타협과 융합을 강조하여 무형상을 

향한 다양한 층차에 질문을 던진다. 김춘수(1957~)의 ‘Ultra-Marin’은 자연의 온갖 

빛을 머금은 깊고 푸른 역설을 담고 있다. 희고 푸른 에너지의 향연은 입을 뗄 

수조차 없는 깊이 있는 침묵의 층을 표현한다. 김택상(1958~)은 캔버스의 미세한 

흐름 속에서 빛·바람·시간을 머금는 작업을 선보임으로써 자유롭고 다층적인 

명상을 유도한다. 장승택(1959~)의 작품은 캔버스와 유리면 위에 여러번 

내려그은 색의 깊이있는 층차를 창출한다. 부딪히면서도 스며드는 조응(照應)의 

언어는 꼭 우리네 삶의 관계와 닮았다. 



 

거장들의 이름만 귀에 익었다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나갈 포스트단색화 

작가들에게 눈을 돌려보자. 포스트단색화 작가? 사실 실존 걸고 살아가는 

예술가들에게 개념은 언어일 뿐이다. 백문불여일견(百聞不如一見), 직접 실견하는 

것은 설명만으론 이해할 수 없는 색다른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관람문의☎ 02-

2088-7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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