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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를 준비하며 

김인선 

신건우 작가와 조혜진 작가의 2인전이 성사된 이후 전시 직전까지 가장 많은 질문은 “왜?” 였다. 

이 두 작가의 작업에는 함께 전시로 묶일 만한 공통점이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이에 대한 

의구심, 의아함은 제삼자뿐 아니라 작가 당사자들에게도 짙었다. 이 두 작가는 제삼자 만큼이나  

혼란스러워 했고 이 전시 결과에 대해 반신반의했다. 신건우 작가는 사실적 묘사가 뛰어나며 재

료나 제작 과정, 그리고 주제의 구현 방법 등에서 소위 전통 조각 형식을 보여주고 있는 작가이

다. 조혜진 작가는 신건우 작가의 이 모든 방법론과 첨예하게 극단적인 지점에 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닐 정도로 여겨지는 작가이다. 일상에 존재하는 사물, 자신을 둘러싼 이미지에서 소재를 찾

고, 이를 구현하는 과정은 전통 조각 공부를 해본 사람에게는 전혀 생소할 법한 방법론을 구사하

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작업이 한 공간 안에서 예기치 못한 지점을 만들어낼 것만 같았다. 이

유는 명확하다.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다. 즉 서로 비슷한 성격을 가지든 관심사가 비슷하든 그것

은 ‘비슷’할 뿐이지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반드시 최상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님을 여러 가

지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낯설고 생소한 것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예측 불가

능한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 대신 신건우 작가에게는 그가 학생 시절에 만들었던 초기의 감각

을 보여주기를 요구하였다. 그가 부피와 덩어리를 구현하는데 뛰어나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했다. 

최근 신건우 작가가 보여줘 왔던, 내러티브가 강력하여 관객이 작가가 가진 고유의 공간과 부피

의 감각을 순수하게 체득하기 힘들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보여주고자 했다. 조혜진 작가는 자

신의 조각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었다. 그는 개인적 내러티브를 완벽하게 삭제한, 조형 요소만 남

겨진 선과 면으로 전시 공간을 구성하였다.    

공간 크기에 유연하게 맞아 들어가며 벽면을 점령한 조혜진 작가의 선들은 신건우 작가의 강렬한 

입체와 색, 스토리에 전혀 잠식되지 않았다. 이 둘은 자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낸 동시에 

상호 반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냈다. 서로 다름을 염두에 두었으나 그리 다르지 않은 지점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되었다. 신건우와 조혜진에게 각자 두루뭉술하고 모호한 숫자를 선택하도록 하

여 전시의 제목으로 제시하였다. 관객은 이를 해석하는 데에 그리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다. 이를 

미리 예측해봤자 이 두 사람의 조화로움을 찾아내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뿐이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