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지웅 포트폴리오



작가소개

1979년 서울에서 출생한 윤지웅 작가는 변화무쌍하고 실험적인 예술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티스

트로서 회화, 설치, 영상, 무용, 퍼포먼스 등 다방면의 창작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뉴욕, 베를린, 서울

로 갤러리를 옮겨가며, 「10000일 기념행사」(2007), 「작업실: 1995-2010」(2010), 「멈춰라! 생각하라!」

(2013), 「AEOO」(2014), 「주제 없는」(2016), 「G의 인스타그램쇼」(2019), 「변형하는 선들」(2019) 등 다

수의 전시회를 개최했다. 2011년에는, 해인사 팔만대장경 1000년 기념행사인 ‘해인 아트 프로젝트’의

본부장으로 2년여간 해인사에 머물기도 했으며, 그 후 2년간은 독일 복합문화공간 ‘PLATOON 

KUNSTHALLE Seoul’에서 큐레이터 겸 아티스트로 활동했다. 장르와 장르 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멀티 크

리에이터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인생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보는 그의 「rAWrAW PROJECT」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윤지웅 작가는 호주에서 고등학교 유학 중이던 2006년, 영국 작가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와

우연찮은 만남을 가졌다. 그가 재학 중인 학교에 호크니의 조카도 다니고 있었는데, 미술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호크니가 특강을 해주러 왔던 것이다. 당시 윤지웅 학생은 유명한 작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전날 미리 그 작가의 책을 사러 돌아다녔고, 마침내 당일 작가에게 직접 사인을 받았다. 그리고

호크니를 만난 그날 밤, 도서관에서 그의 책을 읽다가 아티스트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러러갤러리, 첼시지구뉴욕시 2007

데이비드호크니책에싸인을받고있는윤지웅 1996



2001_메타모포시스시포모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홍대 앞 소극장 ‘씨어터 제로’를 빌려, 작업한 그림들을 ‘복제’라는 주제로

전시하였다. 동시에 1시간 30분 동안 개인 퍼포먼스,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변태’ 과정을 아티스트

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에 비유한 행위예술로 선보였다. 여러 환경적인 영향들을

입고 벗으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고자 하였다.



2001_이탈리아 피렌체 거리 페인팅 퍼포먼스

대학교 2학년 때는, 이탈리아 피렌체에 6개월간 교환학생으로 머물렀다. 그 당시 은행카드를 분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대성당 근처 바닥에서 그림을 그리며 돈을 벌었다. 다른 거리아티스트들 대부분

은 바닥에 파스텔로 르네상스 작품을 아름답게 그렸지만, 윤지웅 작가는 캔버스와 오일물감으로 르네

상스 미술의 화려함 속 어두운 면이나, 종교의 위험성 등 다소 비판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이미지를 그

렸다. 



2005-2007_조소로서의 회화

미국 워싱턴대 조소과에 복학하여, 회화 재료를 조소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집중했다. 아크릴 물감의

‘플라스틱 물질성’에 매료되어, 페인팅과 조소의 모호한 경계를 만드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 또한 스프

레이 페인트와의 조합으로 질감 표현을 극대화하여 사실보다 더 사실같은 표현으로 착시가 생기는 효

과에 주목했다. 회화작품의 재료를 표시하는 방식인 ‘캔버스 위 아크릴’에서 ‘위’라는 단어 대신 다른

전치사를 대입하는 실험했다. 예를 들면 캔버스 ‘밑’, 캔버스를 ‘덮으며’, 캔버스 ‘사이에', 캔버스 ‘없이’ 

등, 캔버스와 페인트의 관계를 정의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해석하려 했다.





2007.03.24_10000일 기념 행사

태어난 지 10000일을 기념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

살고 있던 집을 하나의 설치작품으로 만들어 24시간 동안 전시하기

그전까지 만들었던 작품들을 모아 포트폴리오 책 제작하기

인생에서 영향을 주신 분들께 감사 편지와 함께 그 책 선물하기

독창적인 예술가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러러프로젝트 시작하기

.



2007_러러 갤러리

3달 동안 뉴욕 첼시 지구에서 움직이는 갤러리를 운영하였다. 

뉴욕 관세청으로부터 합법적인 허가증을 받은 후, 갤러리

지역과 미술을 발견하기 힘든 지역에서 전시하였다. 초번에는

뉴욕의 메가갤러리를 향한 시위적인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아티스트는 합법적으로 그림을 팔 수 있었지만, 갤러리들은

상도덕을 이유로 그에게 장소를 옮길 것을 요청했다. 그 후엔

뉴욕 곳곳을 다니며 예술 활동이 거의 없는 거리나 공원, 

공공장소에서 전시하였다.

사진: artslant.com



2010_Studio:1995-2010

「Studio: 1995-2010」는 작업실에 있는 모든 물건과 작품을 주어진 공간에 재배치하며, 전시

기간에 갤러리를 작업실로 사용하는 설치작업이자 퍼포먼스이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1995년도의 스케치에서부터 2010년까지의 작업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였다. 특별한 설명이

없이도 관객들은 갤러리를 한 바퀴 돌면 그동안의 작업 과정이 어떻게 변했고 변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이 작품은 윤 작가가 평소 모토로 삼은 뒤샹의 ‘인생-그-자체를-하나의-

예술작품’론을 반영한 것으로 각 작품의 중요성보다는 작가 인생의 전 과정을 하나의 작품으로

보고, 작가가 진화하는 과정을 관객들과 솔직하게 공유하고 싶은 의도로 기획되었다.





2010-2011_해인아트프로젝트본부장/큐레이터

팔만대장경 1000년을 맞이하여 기획된 현대 미술 전시회 「2011 해인 아트 프로젝트 Haein Art Project」

는 불교 사찰과 현대미술의 만남이었다. 정신을 강조하는 두 문화가 만나 서로 통하는 점을 찾고자 시

작되었고, 독창적인 화합을 통해 대장경의 정신을 배우고자 기획되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유적지 중에서 문화유산과 기록유산이 함께 있는 장소는 법보종찰 해인사가

유일하며, 유네스코 문화유적지에 현대미술이 더해진 ‘해인 아트 프로젝트’ 역시 미술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행사였다. 「통(通)」이라는 주제하에 총 10여 개국, 35명의 작품 40점이 전시되었다. 작가들은 공간, 

만물, 정신의 통(通)을 주제로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았고, 가야산과 해인사의 공간적·역사적 특성에 어

울리는 작품을 선보였다.

팔만대장경 1000년 기념 오프닝 행사로 시작된 해인아트데이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대단했다. 1200년

만에 개방된 해인사 오픈 선원데이는 4개 주요 방송사(MBC, KBS, SBS, YTN)의 메인 뉴스에 보도되어, 팔

만대장경 천년 축전을 알리는 큰 홍보 효과를 거두었다. 오후에 열린 ‘전국 강원 법고 대회’를 통해 한국

사찰 음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으며, 저녁 공연 <해인삼매>에서는 다양한 소리와 움직임들이 서로 다

른 장르를 초월하여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연출하기도 했다. 특히 해인사 스님들이, 선불교의 영향을

받은 작곡가 존 케이지의 「4분 33초」를 선(禪)으로 표현한 공연은 팔만대장경의 공(空)사상을 공감할

수 있게 해준 무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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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_미니멀추상

「미니멀 추상」의 콘셉트는 한 가지 주제를 그림, 음악, 무용 등의 세 가지 장르로 표현하는 것이다. 

전시 장소는 작가가 20대 때 자주 방문하여 춤을 추며 많은 땀을 흘린 홍대 클럽이었다. 



‘코리아 타임즈’ 2012년 4월 9일자 보도자료

곽제엽 기자

윤지웅의 작품은 홍익대학교 부근 흔히 ‘홍대거리’로 불리는 밤거리에 위치한 클럽 ‘비아’라는

전형적이지 않은 장소에 전시되어 있다. 이러한 전시 장소를 택한 이유는 갤러리로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술을 조금 더 가까이 접하게 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미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점차 커지면서 서울의 각종 박물관과 전시회는 문전성시를 이루며 방문객

수는 기록적인 숫자를 남기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평범한 시민에게는 두려울 수 있는 갤러리의

크고 높은 벽 바깥의, 대중적인 장소에 자신의 작품을 전시해 사람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아티스트는

손에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에서 유학한 윤지웅 아티스트는 ‘보편적이지 않은 장소’를 좋아한다. 홍익대학교 근처 젊음의

거리의 집대성인 홍대의 작은 언더그라운드 클럽에서 자신의 개인 전시회, 「미니멀 추상」을 일주일간

진행하였다.

“10년, 아니 11년 전쯤, 저는 이 클럽에 일주일에 서너 번씩 오기도 했어요.” 윤 작가는 말한다. “제 땀이

이 바닥과 벽에 스며들어 있는 거죠.”

그는 새로운 공간의 대한 유별난 관심 덕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상남도의 가야산

지역과 팔만대장경을 소장하고 있는 해인사에서 대장경 1000년을 기념하여 개최되었던

지난해(2011년) ‘해인 아트 프로젝트’ 분부장을 맡기도 하였다.

홍대의 중심 ‘클럽 게이트(이전에는 클럽 ‘비아’였던)’의 오프닝에서, 윤 작가의 그림들은 매우 신선한

곳에 걸려 있었다. 바 옆의 벽, 플러시 소파 위, 화장실 변기 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은 곳인 바로

천장까지.

“클럽의 구조를 살펴봤더니, 벽에는 전혀 아무 물체가 없고 천장에만 있더라고요. 이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우선적인 활동을 살펴볼 때 벽에 무언가를 두면 사람들이 부딪힐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비트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다 보면, 위를 쳐다보기 마련이고, 그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따라서 제

작품을 전시하고 싶었어요.”

그는 토요일에 그 이론을 실제로 시험해보았다. 자신의 예술 작품의 퍼포먼스 중 일부로 댄스플로어

중심에 자신이 스스로 서서 춤을 추면서 말이다. 이따금씩 템포의 변화가 있는 자신의 사운드트랙에

맞추어 몸을 움직였다. 그는 태아의 모습으로 춤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로부터 각기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댄서에게 비춘 유일한 빛을 제외하곤 나머지 공간은 거의 완전한 블랙이 되게 함으로, 관객들의 눈은

그의 몸의 방향을 따라 함께 움직였다. 때때로, 몇몇은 그 과정에 동참하고 싶었을지 모른다. 손에

맥주를 쥐고 있든 아니든.

공연 이후 나머지 저녁 시간에, 윤 작가는 디제이 부스 뒤에 서서 전시회의 메인 테마에 맞춘

미니멀리스트적 스타일의 무거운 베이스의 일렉트로닉 음악을 디제잉했다.

“저는 미니멀이란 단어를 사랑합니다. 춤, 음악 그리고 미술, 이 세 가지 모두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저는 제 시도가 이 각기 다른 세 개의 세계를 하나로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2012_A E OO #1

「A E OO」는 ‘페이스북 FACEBOOK’의 철자에서 자음을 빼고 모음만 남은 모양이다. 「에이오오」는 ‘페이스

북에 바치는’, ‘페이스북에 의해 이뤄지는’, ‘페이스북에 관한’ 온라인 특정적 멀티미디어 전시이다. 회화, 

조소, 사진, 디자인, 댄스, 음악 그리고 퍼포먼스까지, 총 7개의 프로그램을 3개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선보였다. 특히 오프닝 공연 「24시간 업로딩」은 공유와 태깅 기능을 활용해 하루 동안의 포스트들을 모

아 페이지에 저장하였다.

그런데 「에이오오」를 시작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전시 오프닝 일주일 전 페이스북으로부터 ‘회사

규정을 어겨 페이지를 삭제한다’는 이메일을 받은 것이다. 페이스북 광고를 사면서 ‘좋아요’를 6만 명까

지 이룬 상황이어서, 안내에 따라 이메일로 이의신청을 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게 되자 결국 새

로운 페이지를 급하게 만들어 온라인 전시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2012-2014_플래툰 쿤스트할레 서울 큐레이터 겸 아티스트

2년 동안, 독일 문화 공간 플래툰 쿤스트할레 서울에서 큐레이터, 아티스트, 디제이로 활동했다.

.

- Curating Showcase Reboot exhibitions and selecting artist-in-residency

- Urban Void / Open studio & Performances

- Pojangmacha Project / Street food drawings

- G's Art Party for LG Optimus G phone / Paintings give-away & Performance

- STOP/THINK, a philosophy event with Zizek and Badiou / Street Performance

- Gangnam Art District Project / Gangnam meets Street Art

- Deep Thursdays / R2MP playing deep & minimal music on Thursdays

- FACEBOOK SHOW < A E OO > / Multimedia Exhibition & Performance



2012_G의 아트 파티

LG의 새 휴대폰 Optimus G 홍보 행사를 위한 파티를 기획하였다. G를 다양하게 표현한 그림들로 꾸며

진 무대 위에서 디제잉과 즉흥 무용을 선보였다. 자신만의 ‘G 댄스’를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관객들

에게도 G 그림을 하나씩 선물했다.



2013_멈춰라 생각하라

‘멈춰라’와 ‘생각하라’는 간단한 명령어이지만 윤지웅 작가에게는 조금 더 넓은 차원의 존재로

향하게 하는 게이트웨이가 되었다. 또한 이 두 개의 명령어는, 철학 이벤트로서 2013년 서울에서

최초로 공개한 공연 작품 「멈춰라! 생각해라!」의 작품명이 되기도 하였다.

G(윤 작가의 별명)는 슬라보이 지제크(Žižek, Slavoj)와 알랭 바디우( Alain Badiou)의 작품에 영감을

받아, ‘멈춰라! 생각하라!’라는 명령어를 크고 명확하게 프린트하여 붙인 빌보드를 들고 강남의

화려한 쇼핑 거리를 활보하였다. 호기심을 보이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이들과는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G는 사람들이 정신없이 이루어지는 소비주의 사이클을 잠시 멈추고

사회 전체를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해보도록 종용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자신만의 특정한 생각 기차의 꼬리를 물고 종착역에 다다르지는 못하겠지만, 

오늘날처럼 분주하고 정신없는 때에 어떤 종류의 생각이든 생각하기 위해 잠시 쉼을 갖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걸음이 될 수 있다는 데는 대부분 쉽게 동의할 수 있다. G는 같은 해 말에 동일한 작품을

베를린으로 가져감으로써 이 교훈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아티스트는 플래카드만 있어도 관객들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 플래툰 쿤스트할레-



SEOUL & BERLIN



2014_ A E OO #2

「A E OO #2」는 페인팅과 드로잉, 사진, 디자인, 공연 등 다양한 매체와 스타일을 이용하여 ‘페이스북 환

경’을 재현한 멀티미디어 전시이다. 윤 작가는 페이스북의 영향이 현 글로벌리즘 현상을 대표하며, 인

터넷을 넘어서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여 페이스북에 헌정(?)하는 전시를 기획하였다. 

2012년에, 이미 페이스북 온라인 전시를 개최한 바 있는데, 「A E OO #2」는 기존 작품에 신규 작품을 더

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에서 동시에 전시를 진행하였다. 설치 공간 안에서는 ‘페이스북 공연’을

하였다. 페이스북 환경은 ‘페이스북’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형태의 회화작품들, 페이스북을 모티브로

재해석한 로고, 만다라, 패턴 디자인 작업물들로 꾸며진 공간이다. 또한 작가의 페이스북 ‘사진 업로드’, 

‘사진 앨범’, ‘커버사진’, ‘태그된 사진들’, ‘모바일 업로드’, ‘타임라인 사진들’과 ‘프로필 사진’들 역시 전

시에 포함시켰으며, 전시 기간에 작가는 임시 작업실에서 계속 페이스북을 하였다. 오프닝 공연에서는

작가가 페이스북하는 모습을 스크린을 통해서 볼 수 있었고, 관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페이스북

퍼포먼스’도 진행되었다. 관객들은 미리 녹음된 아티스트의 안내 멘트에 따라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공유하기’, ‘답변달기’, ‘좋아요’, ‘태깅하기’ 등과 같은 온라인 동시 참여가 가능하여, 많은 페이스북 유

저와 함께하는 공연이 이뤄질 수 있었다.







2016_주제없는

「주제 없는」은 전시 공간을 임시 법당으로 만든 후, 작가가 상시 거주하며 작업하는 예술 결사 프로젝

트이다. 이 전시에서는 불교 예술과 명상에서 영감 받은 작품들과, 형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추상 작품

들을 주로 선보였다. 이는 서로 대립되는 상을 함께 전시함으로써 하나로 귀속됨이 없다는 중도적(中

道的) 기획의도를 나타내며, 동시에 작가 자신의 작업실을 전시 공간으로 옮겨와 미술작업을 이어가는

퍼포먼스의 성격을 띠기도 하였다. 고정 불변하고 실체가 없는 아공(我空)의 이치를 표현한 개념으

로, 통일된 스타일의 작품들이 아닌 서로 다른 종류의 실험작들이 한데 어우러져 하나의 설치작품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전시에 포함된 모든 작품의 제목 역시 「제목 없는」으로

정하였다.

오프닝 공연은 사운드, 행위예술, 무용, 스님의 법고 연주가 어우러진 복합 퍼포먼스로 이뤄졌다. 음

악 DJ로도 활동하고 있는 윤 작가가 믹스된 음악을 틀어 놓고 직접 행위예술과 무용을 접목한 움직임

들을 선보였다. 번뇌 망상의 상징인 옷가지들을 바닥에 원형으로 늘어놓고, 천천히 입었다가 다시 벗

으며 작가의 업(業)과 상(相)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공연 후반에는 작가가 스스로

머리를 자르고 그 머리카락으로 그림을 그린 후, 스님의 법고 연주에 맞춘 테크노 음악 협업으로 마무

리하였다. 이는 중생을 깨우는 것을 상징하는 퍼포먼스였다.

.

. 







2016_법보신문_”윤지웅작가”

[“자연이 아름다운 이유는 아름답게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변하기 때문이다.” (백남준, 1961)

차이와 다름이 만나는 연기라는 교차로. 순간순간 바뀌는 생각들. 관찰하고 작업으로 반응

오늘날 미술에서 솟아나는 종의 다양성은 과거 이념을 초월하고자 하는 열정을 느낄 수 있다. 해묵은 담론은 그 자체로

일품 장맛일 뿐이다. 그래서인지 신진 작가들에게 동질의 경향성과 주장들은 수거의 대상이 되면서 점차 다양한 매체와

소재를 기반으로 한 작품들을 창작하기 위해 회화, 설치, 조각, 퍼포먼스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예술을 향해 광범위한

노정은 그 자체로 미완의 장엄이라 할 만하다.

윤지웅은 특정한 표현 형식보다는 주제와 장소에 어울리는 기법을 선호한다. 회화에서도 어떤 프레임을 고수하는 것이

아닌 상황과 공간에 부응하는 즉흥성으로 작품화에 도전하며, 또 설치나 퍼포먼스와 같은 방식에서도 정해진 바 없이

착상된 인식을 풀어헤쳐서 실험적인 가능성을 확장 시킨다. 청년 불자인 작가는 ‘예술이란 무엇인가’와 불가(佛家)의

‘화두란 무엇인가’의 질문이 다르지 않다고 보고, 불교예술과 명상에서 영감 받은 착상을 더 밀어붙여 공들인 어느

하나가 만개의 꽃비로 산화하는 연기적(緣起的) 예술을 지향하고자 한다. ‘이것’과 ‘저것’이 서로 별개의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관된 존재라는 확고한 신념을 부정하고 부정한 결과다. 평소 윤지웅은 논리적인 사고보다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생각하기를 즐긴다고 한다. 순간순간 바뀌는 생각들을 그저 관찰하고 작업으로 반응할 뿐, 통일된 주제나 일관된

형태 없이 작품과 작업 방식이 계속 변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작가의 개인전 ‘주제없는 展’에서 장엄된 설치작에서는 고정 불변하고 실체가 없는 아공(我空)의 이치를 표현한 개념들이

어우러진 작업과정을 선보였다. 작가 자신의 작업실을 전시공간으로 옮겨와 미술작업을 이어가는 일종의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참여를 통해 또 다른 전시 프로젝트로 이어지는 연기적 전시를 시도한 것이다. 전시 오프닝에서는 행위예술과

무용을 접목한 움직임을 선보이면서 번뇌의 상징인 옷(패션)을 입고 벗는 가학을 통해 자신의 업(業)과 상(相)이 해체되는

복합 퍼포먼스로 관객과의 호응을 펼쳐 보였다.

1979년 서울 출생의 윤지웅은 호주에서 고등학교 재학 시 우연히 영국 작가 데이비드 호크를 만나 예술가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미국 워싱턴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했다. 2007년 태어난 지 1만일 되던 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작품을 시간

순으로 책을 엮어 인연 있는 이에게 전하고, 당시 살던 집을 24시간 개방해 거대한 설치작품으로 바꾸어 누구라도

언제든지 전시 공간에서 쉴 수 있는 안락함을 제공한 바 있다. 이후 2011년 팔만대장경 천년축전에서 해인아트프로젝트

본부장 겸 디렉터로 활동하며 불교와 현대미술의 공통점을 찾는 기획에도 관여했다.

작가는 미술의 개념이 사라진 세상의 중심에 서고 싶어 한다. 그래서 말을 아낀다. 말로서는 표현할 길이 막막하므로. 

회화든 조각이든 번뇌의 몸짓이든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다면 그저 면벽의 부처로 남을 것이다. 윤지웅에게

있어 우리 모두는 서로 연관된 존재일 뿐 아니라 서로를 비추고 있는 거울인 셈이다. 이 세상의 어떤 존재이건, 크던 작던

간에 수많은 존재들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나를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는데, 모두 힘을 보태고 있음을, 소통과

표현의 방식으로 입증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로 무(無)다. 무화(無化)되어 사라지고 다시 태어나는 무수한

변화의 과정을 믿기 때문이다. 아울러 허울 없이 지내는 작가의 친형이 출가자라는 사실은, 그를 한발 더 일척간두로

내모는 매력적인 큰 화두 덩어리인 것이다.]

불일미술관 학예실장 구담 스님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6189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6189


2018_아트 베이커리

윤 작가의 부모님이 30년 동안 운영하신 제과점에 진열되어 있는 빵들을 보고 영감을 받아 작업한 시리

즈이다. 「아트 베이커리」라는 개념은 갤러리와 베이커리의 기능을 합친 형태이며, 두 장르의 방식을 서

로 바꾸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였다.

.



2019_G의 인스타그램 쇼

2012년과 2014년에 진행했던 페이스북 전시의 후속작으로, 시

대를 대변하는 창구인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기념하기 위한 전

시이다. 다양한 사진 작업과 함께 관람객들이 인스타그램을 통

해 실시간으로 상호 소통하며 참여하는 실험적인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다. 이 전시는 건물 3개 층에, 각 층마다 사진 36장씩, 총

108장으로 구성되었다. 사진 108장은 작가의 어린 시절, 작업실

현장, 다양한 영감을 준 이미지들에서 가져온 것으로 불교의

108번뇌에 대한 메타포이다. 이런 인간의 다채로운 인생을 보여

주는 인스타그램적 스펙트럼을 통해 관람객들은 작가의 자아와

번뇌에 영향을 끼친 분별, 가치, 욕망, 허영과 직접 마주할 수 있

었다.



2019_변형하는 선들

「변형하는 선들」은 30여 개의 얼굴 드로잉 디자인을 선보인 복합장르 전시이다. 하나의 이미지로

하나의 회화작품을 창작하는 전통을 뛰어넘어 하나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수많은 작품을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미지는 진화되기도 하며 어떠한 제약 없이 재현되기도 했다. 한 인간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전통 인물화가 아닌 마치 에이아이(AI)로봇처럼 온라인에서 디지털로 재조합, 

재생산되는 우리의 얼굴을 보여준 것이다.

이 전시는 새로운 형태의 상업미술을 실험하는 데 의의가 있는, 일종의 상품 쇼케이스의 역할도 했다. 

각각의 이미지에는 고유 코드가 있고, 작품 주문 번호는 곧 제목이 된다. 작은 스티커부터 큰 벽화까지

크기, 재료, 에디션에 제한이 없다. 다양한 재료와 장르를 만나 이미지가 구현되는 방식이다.

윤 작가는 미술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도구로 ‘얼굴 그리기’를

선택했다. 고흐, 피카소, 입체주의, 다다이즘, 베이컨, 팝 아트, 호크니의 사진콜라주 등 얼굴을

변형하는 방식을 쓴 작가와 예술운동에 관심이 많았다. 마치 세포분열 같은 그 변형은 작가에게 묘한

쾌감을 주며, 본래의 모습을 넘어선 복잡한 감정과 무한한 상상력을 느끼게 했다. 

동양의 오래된 서예작품, 만화, 그라피티 그리고 수많은 서양 예술사적 작품 등에서 영감을 받아

작업했다. 평소 장르나 개념을 합쳐 중간 상태로 만드는 것을 좋아하여, 동양과 서양, 고전과 현대, 

추상과 형상, 글자와 얼굴, 드로잉과 페인팅 등 서로 다른 개념이 한데 어우러지도록 노력하였다.



이미지코드

상품코드



DLSP-CV-30F

DLPP-CV-20F

DLJH-WTS-XL
DLLL-BTS-XL

DLJW-WTS-XL
DLJH-WCVB-



추천서

내가 윤지웅을 알고 지낸 9년 동안 그는 지속적으로 광범위한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과 “실천”의 정의를

확장해왔다. 그는 다양한 표현 수단을 사용하여 스튜디오와 거리 사이의 구별을 무너뜨리며 작품에 매진하는

통찰력 깊은, 재능 있는 그리고 열정을 가진 작가이다. 우선적으로 비주얼 아티스트로 출발했지만 윤지웅은

퍼포먼스 아티스트와 큐레이터로서의 재능도 충분히 증명해왔으며 자신의 창의적인 성과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동일한 열정, 풍부한 호기심 그리고 쾌활한 정신을 가지고 매진해왔다.다양한 예술 장르에 대한 관심은 지역

프로젝트나, 전통적인 예술의 수단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며, 확신과 목적으로 가득 찬 자신의 작품 속에서

자신의 주변과 실제 경험을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며, 흥미로운 대화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웅의 작품의 대부분에서 볼 수 있는 주제는 소통이다. 대화와 관계의 중개자 역할이 예술의 잠재력이라

생각하는 그의 관심사는 서울과 베를린에서 움직이는 빌보드 퍼포먼스로 보여준 그의 <멈춰라/생각하라>,

서울과 뉴욕에서의 <러러 갤러리 퍼포먼스>, 그리고 서울에서 플래툰 쿤스트 홀에서의 장기 거주 아티스트/

큐레이터로서 기획한 공공 프로그램 등에서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자주 현대의 디지털 소통에 참여하며 비주얼

문화의 확산과 소비의 운반체로써 역할하는 SNS 플랫폼과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사용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문화적 의미 또한 탐구하고 있다. 몇 년 전 있었던 윤지웅의 페이스북 쇼 그리고 올해 초에 선보인

인스타그램 쇼는 디지털 시대에 소통의 특성에 대하여 다시 고찰해보고 여러 관점을 숙고해볼 수 있는 묵상의

장소를 관객에게 생성하며 이러한 SNS 채널의 “사회적” 측면을 더욱 깊이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윤지웅의 삶과 예술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주요 요소는 선불교이다. 겉으로 종교 색채를 띠지는 않지만,

윤지웅은 자신의 작품에 한국식 불교의 몇몇 특징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다 –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이중성과

사고의 직관적인 논리이다. 그림을 그리든, 스케치이든, 퍼포먼스를 실제로 실행하든, 윤지웅은 이미 정해진

사상들에 대하여 현실의 여러 측면을 분류하고 정의하려는 인간의 경향성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질문을 던진다.

예술과 삶은 윤지웅에게는 동일한 의미여서 그는 수년간 이 둘 사이의 구분이 점차 사라지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해왔다. 이 철학이 물론 엄격한 의미로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윤지웅은

계속해서 진화하는 미술 작업을 창조적 표현의 범위를 더욱 넓혀가며 할 수 있었다. 그가 예술을 대할 때 보이는

그의 정신과 의도가 그 자체에 숨겨진 본능에 거하고 현실에 집중하겠다는 그 안에 깊이 뿌리내린 헌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윤지웅의 최근 흑백 스케치 작업 모음집이 여러 미적 그리고 개념적 테마의 증류에 대한 끝없는

가능성으로 그의 스튜디오를 채운다: 동양적인 선의 붓질, 전쟁 후 영국인 형상의 제스처, 만화의 역동성 그리고

데리다의 해체주의. 이 작품들 속의 선과 공간의 교차는 한국의 전통적인 미의 하나인 여백과 포스트모던 감각의

짜릿한 에너지 모두를 반영하고 있다. 그의 미래를 기대하며 나는 윤지웅이 새로운 환경에 반응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인물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작업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가고 발전시켜갈지 고대한다.

앤디 세인트루이스 Andy St. Louis
Seoul Art Friend (www.seoulartfriend.com)
Seoul contributor - Artforum, ArtAsiaPacific, Wallpaper* magazines

http://www.seoulartfrie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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