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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리오갤러리 천안 

이용덕 개인전 《불가분 INDIVISIBILITY》 개최 

 

■ ‘역상조각의 창시자’ 이용덕의 아라리오갤러리 첫 개인전 

■ 모터와 전자석을 이용한 움직이는 조각, 설치, 영상 등 움직임에 대한 작가의 관심사를 반영

한 신작 7점 공개 

■ 국내에서 거의 소개되지 않았던 역상조각 작업 19점 소개  

 

 
Self-Dialogue, 2018, FRP, wood, glass, electromagnet, motor, 190x110x150cm each (2 pieces)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불가분 INDIVISIBILITY》 전시전경 [3층] 

 

전시  제목 
이용덕 개인전 <불가분>  

LEE, Young Deok: INDIVISIBILITY 

전시  기간 2018 년 8 월 23 일 목요일 – 2019 년 1 월 6 일 일요일 

전시  장소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31120) 

전시  작품 입체, 설치, 영상 포함 27 점  

관람  시간 서울 월요일 – 일요일 11:00 – 19:00 (백화점 휴점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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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리오갤러리 천안은 2018년 8월 23일부터 2019년 1월 6일까지 조각가 이용덕

(1959~ )의 개인전 《불가분 INDIVISIBILITY》을 개최한다. 이용덕은 음각으로 새겨진 조각이지만 

양감이 느껴지는 독특한 부조 ‘역상조각(Inverted sculpture)’ 의 창시자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전시는 이용덕 작가가 아라리오갤러리에서 개최하는 첫 개인전으로서, 향후 전속작가

로서 서울과 상하이 전시까지 이어질 긴 여정의 첫 걸음이다. 본 전시에서는 모터와 전자석 등을 

활용한 대형 신작들과 더불어 국내에서 소개되지 않았던 기존 역상조각 작품들까지 27점의 작품

이 전시된다.  

이용덕은 추상화인 단색화가 화단을 풍미하던 1980년대 중반, 일군의 젊은 작가들과 함

께 미술의 현실 대면을 추구하는 《현상전(Present-Image)》에 참여하며 구상미술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했다. 그는 음과 양, 안과 밖의 경계에 대한 인식과 모순적 요소들 간의 공존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작품으로 표현했고, 음각이지만 양감이 느껴지는 독특한 부조작품인 역상조각을 창안해 

국제무대에 이름을 각인시켰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역상 조각, 설치, 관객 참여형 미디어 작품 등

을 넘나들며 존재에 관한 철학적 사유를 담은 독자적 작품세계를 구축해왔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이전부터 시도해왔지만 역상조각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에게 친숙

하지 않은 공간 설치뿐 아니라, 영상, 움직이는 조각까지 대거 선보인다. 이로써 작가는 역상조각 

작가로서 부각된 이미지에서 탈피함과 동시에, 세상 만물 존재를 바라보는 작가 자신의 변화된 

시각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전에 역상조각으로 ‘음과 양’, ‘안과 밖’과 같은 모순적 요소의 공존을 

보여주었던 그는 이제 새로운 작품들을 통해 본디 세상의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음과 양’ ‘안과 

밖’과 같은 언어적 개념으로 양분되거나 나누어져 이해될 없음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붙

여진 전시 제목인 ‘불가분’은 사전적 정의로 ‘나눌 수 없음’을 의미하는데, 작가는 ‘존재의 불가분

성’을 이야기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파르메니데스(Parmenides, B.C.515~445 추정)를 소환함으로

써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한다. 전시장에서는 기계 또는 전자석을 이용한 움직이는 조각, 영상, 현

장 설치 등 다양한 매체와 형태의 작품들을 통해 위에서 언급한 존재에 대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이용덕은 인간이나 사물 등 우리에게 친숙한 대상들의 모습과 행위를 교묘하게 비틀어 

보여주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시각화한다. 그 예로, 서로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내젓

는 커다란 인물 두상 조각 <Self-Dialogue>를 보며 우리는 그들이 마치 긍정과 부정을 표현하며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작가에 따르면 이는 우리가 부여한 의미일 뿐, 두상 그 

자체의 존재 방식과는 무관하다. 또한 작가는 존재이자 실존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한 

통찰을 작품에 담았다. 팽이 형상의 구조물 위에 불안정하게 회전하는 인물 조각 <Sway>, 반쯤 

가라앉은 스폰지 배 조각 <Buoyancy>는 무심코 매일을 살아가며 간과했을 실존으로서의 우리 

삶의 숙명적 조건들을 상기시킨다. 이외에도 전시장 벽 곳곳에는 일상적 풍경의 역상조각 작품 

19점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이들은 전시장을 방문한 관람객들을 사로잡으며 볼록함과 오목함,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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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밖, 음과 양의 공존을 눈으로 확인시켜준다. 전시작인 <I Am Not Expensive>(2008)는 네 개의 

부분이 하나를 이루는 가로길이 7미터짜리 대형 역상조각으로, 같은 장소에서 시간차를 두고 전

개된 네 개의 다른 에피소드들을 동시에 보여준다. 어딘가 낯익은 듯한 배경과 인물 이미지에 끌

려 다가간 관람객은 볼록해 보였던 형상이 어느 순간 오목했음을 발견하는 특별한 시각적 경험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용덕은 1959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교 조소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

하고 이후 독일에서 베를린 예술종합대학에서 마이스터쉴러 과정을 졸업하였다. 1988년 문예진흥

원 미술회관 개인전을 시작으로, 독일 베를린 슐 뮤지움, 중국 국립미술관, 마카오미술관 등 국내

외 주요 미술관에서 19회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세계 각국에서 100회 이상의 단체전에 참여하

였다. 1987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 2011년 김세중 조각상, 2016년에는 문신미술상 본상을 수

상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교수로 재직하며 미술대학 학장을 역임했고, 현재도 후진 양

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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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1] 전시장 전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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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Not Expensive, 2008, Mixed media, 284x700x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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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작가 약력 

 

이 용 덕(李 容 德 , b. 1959)  

 

학력 

1997  베를린 예술종합대학 마이스터쉴러 졸업 

1996  베를린 예술종합대학 조소전공 졸업 

1989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졸업 

1982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개인전 

2017    문신미술상 수상기념전, 문신미술관, 마산, 대한민국 

2011    It Was Just There, 7S Art Gallery, 잔트호벤, 벨기에 

2010    On the Threshold, 표갤러리베이징, 베이징, 중국 

2009 On the Threshold, 표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Depth of Shadow, 표갤러리 LA, 로스엔젤레스 

2006  Boutwell, Draper Gallery, 시드니,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Depth of Shadow, 다륜미술관, 상하이, 중국 

 Depth of Shadow, 마카오미술관, 마카오, 중국 

 Without Boundary, 표 갤러리 베이징, 베이징, 중국 

2005 Depth of Shadow, 중국국립미술관, 베이징, 중국 

2004    Metrix-A: Transfer Still, 서울국제미디어비엔날레,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Transfer-Still, 표 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Transfer, 아트 시카고/표 갤러리 Navy Pier, 시카고, 미국 

2003  Transfer-Backward, 표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Transfer-Both Sides of Existence, KIAF 코엑스, 서울, 대한민국 

2000  존재의 양면에서, 모란미술관, 남양주, 대한민국 

1997 Kl. K. 7d. 24. 10. 1920. BERLIN, 슐뮤지움, 베를린, 독일 

1991 모순의 충돌과 그 수용, 최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1988  이용덕 조각 개인전,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대한민국 

 

주요 단체전 

2017    포스트모던 리얼, 서울대학교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영일만해수욕장, 포항, 대한민국 

2016    JCC 개관 1주년 기념전-노출된 콘크리트, JCC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수리수리 미술, 세브란스 아트 스페이스, 서울, 대한민국 

김세중조각상 30주년기념전, 문화예술공간 예술의기쁨, 서울, 대한민국 

2015   늑대와 호랑이-이탈리아조각과 한국, 페르마넨테미술관, 밀라노 

보물섬-예술로 돌아온 것들,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대한민국 

        한국대표작가 55인 초대전-꿈의 미술을 펼치다, 안젤리미술관, 용인, 대한민국 

2014    [벽]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대한민국 

East Bridge 2014, 북경798문화창의청, 베이징, 중국 

2013    구체경, 소마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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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술의 발자취, 서울대학교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2012    양평군립미술관 개관기획전-마법의 나라, 양평,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대한민국 

진경, 인터알리아, 서울, 대한민국 

SCULPTURA LUX MEA-낙타, 반세기를 걷다, 김종영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채용신과 한국의 초상미술-이상과 허상에 꽃피다,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대한민국 

Now Dance, 서울대학교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ILLUMINATION-Light in Today's Art, 예술의전당, 서울, 대한민국 

New Scape I~A Study on Landscape, Art Season Gallery, 싱가폴 

2011    새 생명-인간•삶•자연, 예술의전당, 서울, 대한민국  

움직이는 미술전(Kinetic Art), 예술의 전당, 서울, 대한민국 

7S Group exhibition, 7S Art Gallery, 잔트호벤, 벨기에 

한국조각 다시 보기-그 진폭과 진동, 소마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2010   The Analog Forest,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서울, 대한민국 

서울미술대전-한국 현대조각 2010,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서울, 대한민국 

2009 Korean Eye-Moon Generation, 사치 갤러리, 런던, 영국 

 몸의 언어, 갤러리 터치아트, 서울, 대한민국 

 한국 현대 조각의 흐름과 양상,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대한민국 

ICAM 특별기획전-ANTIPODES, 이영미술관, 용인, 대한민국 

2008 싱가폴 비엔날레, City hall, 싱가폴 

 세빌라 비엔날레, 세빌라, 스페인  

 Transcendence: Modernity and beyond in Korean Art, 싱가폴미술관, 싱가폴  

Your Mind’s Eye Digital Spectrum,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이미지 반전, 경기도미술관, 안산, 대한민국 

 미술의 표정, 한가람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2007  아시아 아트 비엔날레- Have You Eaten Yet?, 대만국립미술관, 타이페이, 대만 

2006 Without Boundry, 표갤러리 베이징, 베이징, 중국 

 상하이 비엔날레, 상하이미술관, 상하이, 중국 

2005  한국의 모더니즘, 금호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A New Summit of Asian Innovation - Shanghai COOL, 상하이다륜미술관, 상하이, 중국 

        The Harmony of 9 Voice Colors, Mitsukoshi Gallery, 동경, 일본 

2004 미술과 놀이,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자화경, 우제길미술관, 광주, 대한민국 

되돌아 보는 한국 현대조각의 위상, 모란미술관, 남양주, 대한민국 

2003 한중의 현대조각: 아시아세기를 열며- Part3, 카소갤러리, 오사카, 일본 

        우리 시대 삶과 해학, 세종문화회관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2002 수원조각공원 초대작가전, 월드컵 수원경기장조각공원, 수원, 대한민국 

신문-조각,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대한민국 

2001   청장년 작가 초대전, 경기문화재단, 수원, 대한민국 

 21세기 한국조각의 전망, 한국 문화예술 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대한민국 

2000 미디어 시티 2000,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오늘의 한국조각 2000, 모란미술관, 마석, 대한민국 

1999 한국현대조각의 표상, 갤러리 우덕, 서울, 대한민국 

        나주 미술제, 동신대학교문화관, 나주, 대한민국 

        Millennium 2000, 샘터 화랑, 서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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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Artists' Camp in ASO, Vol.5, 오구니 야외전시장, 구마모토, 일본  

1996   작은 조각 트리엔날레, 워커힐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1994   모르드 임 뮤지움테마전, 하이마트뮤지엄 기획초대전, 베를린, 대한민국 

1991   이콘 갤러리 개관 초대전, 이콘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1990   ‘90현대 청년 구상 조각전, 조형갤러리 개관 초대전, 서울, 대한민국 

1989 ‘80년대의 형상미술관, 금호미술관 개관 초대전, 서울, 대한민국 

        현•상전, 갤러리 현대, 서울, 대한민국 

1988 오늘의 구상조각가 25인초대전, 현대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1987 수상작가 초대전, 미술회관, 서울, 대한민국 

 B-35-’87 초대전, 미술회관, 서울, 대한민국 

 한국 조각의 오늘-가을전, 토탈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1986 79인의 서울전, 관훈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1983 52인의 작가전, 영 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수상 

2016    제 15회 문신미술상 본상 수상 

2011    제 25회 김세중 조각상 수상 

1987    제 6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 수상 

1986    제 5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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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기획의 글  

 

아라리오갤러리 

작가 이용덕을 알고 있는 이들이라면 저마다 그를 떠올릴 때 생각나는 수식들이 있을 것

이다. 역상조각(Inverted sculpture)의 창시자, 1980년대 《현상전(現像展, Present-Image)》 참여 작

가, 미술대학 학장을 역임한 교육자. 전시를 앞두고 작가를 처음 만나기 전, 머리 속에 가지고 있

었던 이용덕 작가의 이미지는 바로 그것이었다. ‘이용덕’ 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기억하게 한 것은 

표면적으로 알려져 있던 정보들의 파편이었다. 그러나 작가를 만나 전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록, 기존의 인식들이 점차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미 30년이 넘게 활동한 베테

랑 작가임에도 ‘다른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겠다는 그의 의지는 몹시도 확고했다. 그는 이번 아

라리오갤러리 천안의 전시가 이제껏 응축되어 있던 무엇인가를 발산할 수 있는 장(場)이라는 사실

을 의심하지 않는 듯했다.  

이용덕은 ‘역상조각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는 사실 작업 초기부터 여러 가지 조

형적 실험을 하며 개념적이면서도 독자적인 작업세계를 구축해왔다. 그는 1980년대 중반 단색화

가 여전히 성행하던 무렵, 사회를 대면하고자 하는 목소리에 뜻을 함께하면서도 과격하고 거친 

민중미술과는 달리 세련된 구상미술 조형언어를 추구했던 《현상전》의 참여작가다. 작품의 소재로 

일상의 사물이나 길거리의 사람들과 같은 친숙한 이미지를 다루면서도, 그 안에 음과 양, 안과 밖, 

모순적 요소들의 공존과 경계에 대한 인식과 같은 철학적 사유를 담았다. 음각으로 되어 있으면

서도 멀리서 보면 양감을 지니는 부조인 역상조각 또한 그러한 고민 속에서 시작된 것이다. 작품 

속 일상적 이미지가 주는 친숙함과 경이로운 시각적 경험의 공존이 주는 효과는 실로 강력했고 

국제무대에 그의 이름을 각인시키기 충분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알린 이 표식이 너무도 강렬

했던 것일까. 전통 조각, 관객 참여형 설치 등 다양한 작업을 꾸준히 해왔음에도 2000년대 들어 

그를 수식하는 표현은 어느 순간부터 ‘역상조각의 창시자’로 굳어진 듯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

식이 본의 아니게 작가에게 일종의 굴레가 된 것은 아닐까. 그렇기에 더욱 이용덕 작가가 이번 

아라리오갤러리의 전시를 통해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지 더욱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

다. 

이번 개인전에서 이용덕은 역상조각뿐 아니라 새로운 방식들의 신작들을 선보인다. 모터

나 전자석을 이용해 움직이는 조각들, 영상, 그리고 현장설치를 아우르는 작품들은 조형적으로나 

개념적으로 이전과는 다소 변화된 양상을 띠는데, 작가가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과 방식이 변화한 

지점들을 보여준다. 이전에 음과 양, 안과 밖의 공존 등 언어가 부과한 개념적 경계와 이를 기준

으로 나뉜 양면성을 인식하고 이를 역상조각 작업으로 풀어냈다면, 이제 그는 세상에 존재하는 

대상들이 본디 특정 경계를 기준으로 양분되어 이해될 수 없는 실존임을 이야기한다. 일례로, 전

시장에서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내젓기를 반복하는 두상 조각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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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서로 긍정과 부정을 반복하며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러나 작가에 따르면 이

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부과한 의미와 관습에 의해 인식된 모습일 뿐, 그들이 존재하는 방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처럼 작가는 우리가 인위적 기준으로 세상의 존재들에게 개념을 부여하고 

경계를 나누어 대상을 인식하지만, 이들은 본질이 아니라는 자신의 관점을 시각화한다. 그리고 작

가가 존재를 바라보는 변화된 관점은 자연스럽게 실존으로서의 인간과 그들이 처한 조건들에 대

한 사유와도 연결된다. 원뿔 모양의 지지대 위에서 위태롭게 자전하는 인물 조각들과, 수면 아래 

절반쯤 가라앉아 있는 스폰지 배 등은 인간으로 태어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왠지 모

르게 닮아있다.  

전시를 준비하고, 작품들을 마주하며, 작가와 대화를 나눌수록 그의 작품세계가 결코 한

두 마디로 설명될 수 없는 복합체라는 생각이 더욱 분명해진다. 이용덕의 작품세계는 여러 갈래

로 뻗어나가며, 동시에 마치 그물처럼 서로를 가로지른다. 현재의 새로운 작업은 과거의 작업과 

다시금 만나고 교차하며 새로운 의미들 층들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기존의 인식을 부정하며 과거

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 스스로 질문 던지기를 반복하면서 기존의 인

식마저도 포용하며 나아간다. 이번 전시가 그간 다양한 작품에 자신만의 철학을 묵묵히 담아온 

이용덕을 다시 발견하는 기회가 되리라 감히 기대하게 되는 이유다. 과연 경계란 있는가? 우리 

인식이 만들어낸 수많은 경계들은 존재 자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아닌가? 그렇지만 그것

은 또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의 실존은 무엇인가? 

본 전시 《불가분 Indivisibility》 은 이와 같이 작가가 스스로에게 던진 무수한 질문들과 해답의 실

마리들 사이를 오가며 진동한다.  

작가가 인터뷰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번 전시는 “이전과 현재의 서로 다른 작업 스타일

과 방향을 서로 충돌” 시켜보는 자리에 다름 아니다. 전시에서는 새로운 조각, 설치 작업들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그간 소개되지 않았던 기존의 역상조각들도 만나볼 수 있다. 이들 모두 이용덕 

작가가 진행해나갈 작업의 굵직한 흐름들 중 일부로서, 앞으로의 행보를 예고하는 무언의 신호탄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작품에서 언제나 그렇듯 이 충돌의 현장 속 가장 중요한 

주체는 결국 관람객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용덕의 작품은 일상적인 사람들이나 주변 사

물들처럼 친숙한 모습들을 소재로 삼는다. 이는 보는 즐거움을 선사함과 동시에 관람객의 호기심

을 자극하고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끌어들인다. 이와 같은 연극성은 우리에게 마치 여러 편의 실

존주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감상을 제공한다. 아라리오갤러리 천안의 전시장을 방문하는 관람객

들은 이용덕의 작품들이 함의한 다층적 단서들을 발견하는 재미에 어느새 빠질 것이다. 작가가 

마치 수수께끼처럼 펼쳐 놓은 수많은 질문들 사이에서 거닐고 작품과 교감하며 관람객 스스로도 

다양한 질문들을 던져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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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다운로드 안내] 

웹하드 http://www.webhard.co.kr 

ID: arariogallery / PW: arario 

내리기전용 → 2. ARARIO GALLERY_Cheonan → 이용덕_불가분 INDIVISIBILITY 

 

이미지제공: 아라리오갤러리 

문의 

전시팀 | 강소정 팀장 M. 010-9256-1491   

E. sojung.kang@arariogallery.com 

전시팀 | 정서윤 담당 M. 010-9080-3343 

E. seoyoon.jung@arariogalle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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