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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서울문화원형표현전” 보도 협조 요청

처리자

양연경

담당자

강희정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상원미술관은 2009년 특별기획전으로 서울문화원형표현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
회는 아름다운 600년 수도 서울의 역사와 전통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서울 문화창조를 위하
여, 서울의 문화자원이 가지는 고유성과 정체성을 연구하고 도자, 섬유, 조소, 금속, 일러스트
레이션, 디지털영상, 설치미술, 민속공예 등의 다양한 예술표현 기법을 통해서 표현될 예정입
니다. 서울을 연구하는 신진, 중견, 중진작가 22인이 펼치는 다양한 작품세계를 모색할 수 있
는 기회가 될 것이며, 특히 서울 문화원형에 소외되어 있는 다양한 계층들에게 서울의 문화원
형 작품 스타일을 개관(槪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워크샵를 통
해서 문화소외계층과 서울 시민들에게 서울 문화원형의 실험적인 독특한 표현기법과 표현양식
에 새롭게 접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전시 내용은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전시회의 보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 시 명 : 상원미술관 특별기획전 “서울문화원형표현展”
▷ 전시기간 : 2009년 7월 7일(화) ~ 8월 29일(토)
▷ 워 크 샵 : 2009년 7월 11일(토), 8월 22일(토)
▷ 대

상 : 서울시민 및 문화소외계층

▷ 전시주제 : 서울의 역사, 전설, 설화 등에 나타난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작품 표현
▷ 전시구성 : 서울 문화원형에 나타난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도자, 섬유, 금속, 일러
스트레이션 등의 다양한 예술표현 기법으로 창작된 22작품
▷ 전시기획 : 서경대학교 남현우 교수(010-5244-1645)
▷ 문의 : Tel. 02-396-3185, FAX. 02-396-3186
Email : imageroot@hanmail.net

http://www.imageroot.co.kr

4. 많은 관심과 아울러 보도 및 홍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첨부 : 1. 보도자료

상원미술관 관장 남 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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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생략]

보도 자료 (미술/디자인)
▷ 전 시 명 : 상원미술관 특별기획전 “서울문화원형표현展”
▷ 전시기간 : 2009년 7월 7일(화) ~ 8월 29일(토)
▷ 워 크 샵 : 2009년 7월 11일(토), 8월 22일(토)
▷ 문의 : 상원미술관 (T.02-396-3185 내선 201번), Email : imageroot@hanmail.net

Headline
[행복한 서울만들기 프로젝트], [서울의 문화원형을 찾아서], [서울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 전시회]
“서울 - 그 중심에 우뚝 서 우리의 가슴과 눈을 열어 대한민국을 날게 하다.”
Body Text
한 번 쯤 ‘서울’을 한자(漢字)로 바꾸어 표기하려는 작업을 문득 시도해 본 적이 있는가? 사실 ‘서
울’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의 기본적인 생활 터전이 되어 국토방위의 선봉집결지 및 경
제와 문화의 최대 중심지라는 의미로 일컫는 순수한 우리말로 붙여진 지명(地名)이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폼나게 사자성어(四字成語) 넣어가며 한자 몇 줄 끄적이며 글 좀 써보겠다는 우리의
상황은 단 번에 코미디가 되어버린다. 수도 ‘서울’에 대해 약간의 놀라움과 얼굴 붉어지는 무안함
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의 중심부이자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서울 평창동 소재
상원미술관에서 2009년 7월 7일(화)부터 8월 29일(토)까지 “서울문화원형표현전”으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서울의 새롭고 참신한 소재의 발굴을 통한 예술 창작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울의 문
화원형 발굴 및 연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재인식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21세기의 세
계 문화 강국으로 가는데 디딤돌을 놓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서울의 “서울다움”을 다양하게 표현함으로써 서울의 문화적 고유성과 정체성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서울의 유형문화원형과 무형문화원형을 테마로 설정하여, 도자, 섬유, 금속, 설
치, 일러스트레이션 등 다양한 표현양식을 통해서 표현된 중견 및 신진 작가의 창의적이고 개성적
인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전으로 기획된 이번 작품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련한 추억과 진지한 되새김, 더욱 넓게 트인 시각으로 ‘서울’을 다시금 재조명 해볼
수 있는 소중하고 값진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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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1, 서울의 유형문화원형을 찾아서
궁+궐 제 모습 되찾자!

이지은(Lee, Ji Eun) jel7050590@ysc.ac.kr 011-705-0590
우리는 조선왕조의 문화를 되찾고 궁궐의 역사를 되살리기 위해 1990년부
터 지금까지 건물들을 다시 지어 원래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 궁궐이 왕과
왕실의 생활공간과 정치-행정의 중심이라는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조선
왕조의 기반이자 조선 시대를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역사의 공간이
기 때문에 훼손된 궁궐의 제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며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잡는 일이다.
우리의 종이 한지에 궁궐의 본 모습을 재연한 것이다. 아래에서 올려다 본
궁의 모습은 아름다운 단청의 색과 선의 조화가 어우러져 있으며 궐 안은
잔디가 아닌 평평한 박석을 깐 앞마당으로 우리 궁궐의 장엄하고 웅장함의
제 모습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충절향(忠節香)

이준승(Lee, Joon Sung) giddong_@hanmail.net 019-376-3772
서울에는 여러 가지의 달빛이 존재한다. 희망을 나타내는 밝은 빛, 어려움
과 절망, 비극의 어두운 빛 그리고 각자의 삶을 위해 애쓰는 빛이 존재한
다. 작가는 서울 소시민의 다양한 삶들을 달빛이라는 메타포로 표현하고자
했다. 따라서 본 작품의 스토리는 크게 [달의 마법, 달빛의 정기, 달의 순
환] 세 가지로 전개된다.
첫 번째 이야기 달의 마법에서는 신비스럽고 마법과도 같은 존재인 달의
이야기이다. 두 번째 이야기 달빛의 정기, 본 작품에서는 가운데 달빛을
통해 생명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 이야기인 달빛의 순환, 달은 초승달에
서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그믐달로 이어지는 순환적 모습을 나타내고 있
다. 서울의 이야기는 달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이다. 서울 소시민의
애환, 환호, 사랑, 비극....등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달의 이야기, 향
후에도 달빛이 가지는 다양한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悲園 창경궁

이은경(Lee, Eun Kyung) elilee@hanmail.net 010-6321-4935
창경궁은 민족의 슬픔을 품고 있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으로 모든
전각이 소실되었고, 광해군 8년(1616)에 재건되었다. 그러나 인조2년(1624)
이괄의 난과 순조30년(1830) 대화재로 인하여 내전이 소실되었다. 화재에
서 살아남은 명정전, 명정문, 홍화문은 17세기 조선시대 건축양식을 보여
주며, 정전인 명정전은 조선왕궁 법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또한
숙종 때 인현왕후를 독살하려다 처형당한 장희빈은 주로 취선당에서 생활
하였다. 그리고 영조는 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이는 일을 저
질렀는데, 세자가 8일간이나 뒤주에 갇힌 채 지낸 곳이 궁궐 안의 선인문
안뜰이었다. 본 작품은 봄날 창경궁 안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왜구에
의해 불탔던 창경궁의 명정전은 순종 때 또 한 번 신(新)왜구에 의해 슬퍼
한다. 화사한 봄날, 악의적인 의도가 담겨 심어졌던 벚꽃은 뽑혀 나갔고,
궁내를 가득 메웠던 민족의 슬픔도 잊혀졌다. 일본에 의해 비밀스러운 곳
[秘園]이라고 불렸던 창경궁이 내포하고 있는 슬픔[悲園]을 작품에서 나타
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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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2, 서울의 무형문화원형을 찾아서
Light@Moon.Seoul

남현우(Nam, Hyun Woo) webmaster@cadpia.com 010-5244-1645
서울에는 여러 가지의 달빛이 존재한다. 희망을 나타내는 밝은 빛, 어려움
과 절망, 비극의 어두운 빛 그리고 각자의 삶을 위해 애쓰는 빛이 존재한
다. 작가는 서울 소시민의 다양한 삶들을 달빛이라는 메타포로 표현하고자
했다. 따라서 본 작품의 스토리는 크게 [달의 마법, 달빛의 정기, 달의 순
환] 세 가지로 전개된다.
첫 번째 이야기 달의 마법에서는 신비스럽고 마법과도 같은 존재인 달의
이야기이다. 두 번째 이야기 달빛의 정기, 본 작품에서는 가운데 달빛을
통해 생명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 이야기인 달빛의 순환, 달은 초승달에
서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그믐달로 이어지는 순환적 모습을 나타내고 있
다. 서울의 이야기는 달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이다. 서울 소시민의
애환, 환호, 사랑, 비극....등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달의 이야기, 향
후에도 달빛이 가지는 다양한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Light up Seoul!

엄기준(Um, Ki Joon) 1060022@hycu.ac.kr 010-5371-7407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였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 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본 작품은 잦은
시련 속에서도 꿋꿋하게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을 보여주고자 한다. 아울
러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문화와 역사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공존하
며 숨 쉬는 공간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타고르가 그랬듯 동방의 등불로서
빛을 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문화, 역사, 테크놀로지의 어울림으
로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수도 서울의 상징적인 장소와 유적, 유물 등을
통해 비유하여 표현하고자 하였고, 아직 재건하고 재발견해야 할 것이 존
재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하였다. 작품의 전개를 위해 키워드
작업을 진행하였고, ‘서울, 문화, 역사, 재건, 복구, 테크놀로지, 지도, 한
강, 아이콘, 빛, 전구...’ 등의 키워드들 중에 타고르가 말한 동방의 등불을
전구에 비유해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테크놀로지는 입체적인 지도의 표현
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였다.

3rd Love Stories #8

서민희(Seo, Min Hee)

minheeseo@hotmail.com 010-4059-0408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례는 중요한 의식 중의 하나로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천되어 현재의 혼례문화에 이르렀다. 특히, 혼례 의식에서의 링(ring)은
특정한 시대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거의 모든 문화의 혼례 의식에서 나
타난다. 본 작품은 형태상으로 두 개의 링(ring)을 합친 제미널링(geminal
ring)이라 할 수 있다. 서울은 풍수지리상으로 음양교합이 완벽하게 이루어
진 도시이다. 음인 용은 백두산에서부터 천리를 넘게 온갖 변화를 하면서
행룡해왔고, 양인 물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천리 밖에서부터 흘러나와 한강
을 이루고 서울을 휘감아 준다. 본 작품에서 하나의 링은 양인 남자를 또
다른 하나의 링은 음인 여자를 의미하고 두 링이 합해 졌을 때 음양교합이
이루어짐을 표현하였다. 특히, 이번 "3rd Love Stories"는 한국의 전통적인
감성과 USB라는 현대적 요소를 함께함으로써 단지 장식적인 요소의 링에
서 기능적인 링으로서의 현대적인 재해석을 하였다. 따라서 본 작품을 통
해서 링(ring)의 문화원형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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