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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대전을 LP갤러리와 동산방화랑(서울, 한국), KARA’s art 

gallery(시드니, 호주)에서 가졌으며, 개인전을 ART SEASONS 

gallery(싱가폴) 등에서 36회 이상 가졌다.

단체전으로는 ‘층과 사이’(국립현대미술관, 한국), KIAF(코엑스), 

‘KIAFDA 국제80인선정작가 초대전’(광주시립미술관), 2012 

한.중판화교류전(심양, 중국), 2012 코스타리카 국제예술제 (산

호세미술관, 코스타리카), 2015 제56회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

(‘Jump into the Unknown’, 이탈리아), 2015 그루지아비엔날레

(트빌리시, 그루지아), ‘한국현대판화60년전’, ‘홍익판화가협회전’ 

등이 있고, 그 외 3,000여회의 기획전 및 단체전에 출품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 성곡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류불리아나현대미

술관, 홍익대학교현대미술관, 우크라이나현대미술관, 대영박물관 

등에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다.

현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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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섭 교수의 <개펄> 연작은 생명성의 근원을 찾아내 

그 의미를 탐색하고 이의 조형성 확보를 통하여 그 의미

를 전달하는 ‘생태의 고고학’을 표상하고 있다. 그가 창

안한 화면은 매체의 자유로운 유동을 방임하면서도 작가

의 치밀한 설계에 의하여 ‘생명체의 잔해와 수중의 유동

체들, 그리고 물속을 관류하는 빛의 표정’이 강한 생명성

을 띠며 배경을 형성한다. 모더니즘의 시각으로 볼 때 이

미 강한 완성도를 지닌 화면에 작가는 보다 큰 공감을 확

보할 수 있는 이미지들을 개입시킴으로써 동시대 회화의 

진정한 가치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게 만들고 있다. 

이   경   모  
 예술공간이아 센터장(예술학박사)

이번 2018 하계 예술공간IAA의 기획전은 제주 지역의 

바다와 진흙의 생태계를 특이한 색채추상의 언어로 번안

해낸 송대섭 작가의 최근작들을 선보인다. 20세기 말부

터 미술계에서는 인간을 둘러싼 근원적 생태에 관한 담

론들이 뚜렷이 개진되어 왔었다. 하지만 이를 시각적 생

태 미학으로 발전시킨 경우는 국내 작가들의 경우 매우 

드물었다. 그러나 송대섭은 자신의 초현실주의 회화와 

판화 작업 시기를 거치면서, 삶과 생명력에 대해 그리고 

의식의 근원에 대해 깊은 성찰을 지속한 결과, 이제 마침

내 자연의 햇빛, 공기, 물, 흙, 생물들이 스스로의 생기를 

회복하고 각자의 특수성을 집합적 장field 즉 ‘개펄’이란 

원초적 공간에서 표출되도록 만들고 있다.

비정형의 색선들이 생명의 무한한 움직임이자 

잠재의식의 무질서를 표상하는 기호들...

흥미롭게도 그는 자신의 조형적 상상력으로 무수한 색

선들을 무질서하게 엮어내고 리드미컬하게 그려내면

서, 재현 형태에 대한 우리의 익숙한 해석의 범주를 깨

트리고 있기도 하다. 그에게는 일렁이는 물결 사이로 오

르락내리락하는 듯한 비정형의 색선들이 생명의 무한

한 움직임이자 잠재의식의 무질서를 표상하는 기호들

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미 제도화되고 전체화된 생각

의 틀을 벗어나 그의 작품 안에서 해방의 감성을 만끽

하도록 초청받는다. 생태미학자 브뤼노 라투르는 생태

학이 반드시 자연과 관계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버리라

고 요청한다(in Remaking Reality: Nature at the 

Millenium). 해결점은 송대섭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 회

화적 상상의 에너지로 바다와 대지, 삶과 생명의 요소들

을 융합해내는 조형적 자유, 조형적 실천을 이룩하는 일

이다. 이를 통해 인간과 비인간,  자연과 사회 간의 경계

를 무너트리고, 그 구불거리는 추상의 색선들을 따라 우

리도 역시 삶의 온갖 경계와 한계를 넘어 해방과 통합의 

세계로 나아가는 환희를 느껴봄직 하다.  

서   영   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개펄’ 연작전 : 

바다와 진흙 그리고 생명초  대  글

예술공간이아 갤러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14길 21(삼도2동 154)
대표전화 Tel. 064)800-9300 / Fax. 064)800-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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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d Flat / Mixed Media / 90.9 x 65.2cm / 2016Mud Flat / Mixed Media / 26 x 38cm / 2006 (Ser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