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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모공은 물론 풍만한 체구를 지탱하는 밑부분의 

흔적들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미세한 색상의 차이를 

둡니다. 우둘투둘한 질감도 각기 다르게 표현하죠. 

지난해 12월 갤러리 진을 개관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갤러리를 짓게 되었나요? 작가의 작업실은 창작의 

동력이 되는 장소이자 삶의 생동감을 부여하는 장소

이기도 한데 지금의 작업실이 삶에 어떤 영향을 주

는지 궁금합니다. 

오래 전부터 갤러리를 운영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지난해 7월 제 이름을 딴 갤러리가 준공되면서 그 꿈

을 이루게 됐지요. 앞으로 이 공간에서 감동과 울림

을 주는 작품들이 많이 탄생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

다. 예술가의 공통된 소망은 타인이 흉내낼 수 없는 

독창적인 작품을 창작하는 것이에요. 지금의 작업실

은 새로운 작품들의 창작소이자 안식처가 되고 있

습니다. 작업실에는 다양한 과거의 작품들을 전시해 

놓았는데요, 그 이유는 제 자신에게 그동안의 작품

을 보여줌으로써 창작의 동력과 의지를 불어넣기 위

함이에요.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작가님의 달항아리 작품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미와 예술성이 깃든 

작품이기에 앞으로도 더 좋은 미래가 기대되는데요,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합

니다. 

미술을 사랑하는 이들이 제 작품을 구입하고 소장하

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전하고 싶어요. 작가들에게 

경매시장에서 작품이 판매되고 주목받는 일은 어려

운 일이죠. 제 작품이 어떻게 경매에 출품되고 연속 

낙찰의 행운을 얻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동안 

작품활동에 열정을 쏟아온 과정을 컬렉터들이 평가

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작품 창작에 혼신 다할 것입니다. 

작품 속 달항아리가 자연과 심상, 사회상을 담는 그

릇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들에게 작품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요?

실제로 달항아리는 도공의 손길에 따라 각각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정확한 모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지닌 개성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선에서 도

공이 흙을 빚어 반반하게 표면처리를 하죠. 건조를 

하고 소성(불작업) 과정을 거치면서 생김새가 변화

되는데, 고열에 의해 단단하게 되는 과정에서 형태

가 뒤틀리기도 하고 색상이 변하기도 하며 작은 구

멍도 생겨나요. 유약처리 과정에서 광택이 나기도 

하고 가는 균열이 잔잔하게 형성되기도 합니다. 특

히 소성 과정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할 수 없는데, 

그것을 자연이 선사한 것이라고 여기죠. 달항아리

가 백자보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은 이러한 

우연성을 허용하는 두터운 인간미가 가미되기 때

문이라고 생각해요. 완성된 달항아리의 모습은 때

로는 토성, 화성처럼 구 모양으로 완성되는데요,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이나 

성별, 인종, 계층과 상관없이 모두가 어우러져서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서로를 존중하고 부

족함을 채워주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

하고 싶어요. 

현재 작업 중이거나 구상 중인 작품, 앞으로의 계획

을 말씀해주세요. 

현재 새로운 <Mind Vessel> 연작을 창작하기 위해 

연구에 몰두하고 있어요. 독창성을 잃지 않고 뛰어

난 작품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제 

작품을 소장하고 계신 분들과 미래의 소장가들에게 

새로운 작품으로 보답하는 것이 새해 소망입니다. 

달항아리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모양과 색상, 

분위기에 따라 각각의 다른 개성을 부여하는 것. 각

기 다른 세월과 이야기가 담겨 있는 달항아리에 조

선시대 여인들의 삶을 투영시켜 은유적으로 연결시

키는 작업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그것은 소박한 나

의 예술 철학이기도 한데, 부연하자면 조선 시대 여

인의 삶과 나의 삶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교차시켜 

하나의 도자기 그림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전체적으

로는 우아하고 세련된 기품을 유지하고 청아한 여인

의 넉넉한 여유와 기백을 달항아리 그림에 담아내고 

싶어요. 

문서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한 문서진 

작가는 13회의 개인전과 120회의 국내외 단체전 

가졌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2회 입선했다. 

2019년 한국경제문화연구원이 주최하는 

경제문화대상(창작부문)을 수상했으며, 2020 

올해의 최고 예술가상(한국미술평론가협의회)의 

영예를 안았다. 대구아트페어, 부산아트쇼, 

부산벡스코아트페어, 화랑미술제 등에 참여했다. 

숙명여자대학교 문신미술관, 국민대학교미술관, 

백공미술관, 연성대학교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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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비 링가 개인전
《Aperture》
ROH Projects  2022.9.10~2023.1.8

《Aperture》 전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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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한다. 온화한 색조의 단색과 흑백의 형상을 연이

어 배치한 연출은 관객으로 하여금 숨겨진 서사를 

상상하게 한다. 작품 속 이미지를 살펴보면 각각 인

간, 우주, 동물, 사물과 같은 다양한 소재를 망라하

나 손동작과 사람의 실루엣은 작품에 빈번히 등장

해 그리운 누군가를 떠오르게 한다. 작가는 감상자

의 마음에 파고드는 날카로운 편린 같은 기억을 병

치함으로써 발생하는 긴장감과 조화를 통해 관람

객에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리운 감정을 전달

한다. 특히, 작가 특유의 섬세한 표현은 작품에서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긴다. 어두운 푸른 하늘 속 

희미한 조명이 비추는 밤, 스포츠 경기장에 쏟아지

는 가느다란 선에 귀를 기울이면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들릴 것만 같다.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은 <Elsewise>다. 연한 베

이지 색조의 색감이 매력적인 이 작품은 그림이 아

닌 정사각형 창문 너머 물웅덩이에 비치는 건물 

그림자를 직접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Elsewise> 양옆으로는 서로 다른 스타일의 작품

이 배치되어 있다. 왼쪽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은 

모습을 그린 <Destined>, 오른쪽에는 제목처럼 

분홍빛의 생일 케이크를 이리저리 뭉개 놓은 듯한 

<Birthday Cake>가 위치한다. 전자는 좀 더 사실

적으로, 후자는 추상적인 표현이 도드라져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궁금해진다. 한편 같은 선상에 있는 

작품 중 <Jaded>는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하이힐을 신거나 혹은 막 벗는 것처럼 보이는 실루

엣엔 핑크, 그린, 노란 색상의 대비와 조화가 절묘

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번 전시 작품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것인지 상

상 혹은 현실에서 비롯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하지

만 그것은 작가에게 중요하지 않다. 다시 말하자면 

그의 회화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감각의 조각, 실

재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단지 붙들고 싶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작은 통로로 기능할 뿐이다. 

1950년대 세워진 낡은 건물의 외벽 안, 공간의 

한가운데를 둘러싼 새하얀 3면의 벽이 인상적이

다. 전시장 안으로 발을 옮기면 벽 중간을 가로

질러 가지런히 늘어선 정방형 이미지를 마주하

게 된다. 누군가의 주마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상 속의 방이 있다면 이런 모습일까? 전시장

에 가지런히 걸린 작품의 모습은 환등기 필름을 

연상시킨다. 

인도네시아 미술계의 발전과 기여에 앞장서는 현

대미술 갤러리 ROH Projects는 2022년 한 해를 마

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 데비 링가(Davy 

Linggar)의 최신작을 선보였다. 인도네시아를 대표

하는 사진 작가로 데뷔한 그는 사진뿐만 아니라 패

션, 회화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매체를 

교차하는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선보인 것으로 유

명하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카메라-되기’를 자처한다. 

작가는 자기 동공으로 들어온 꿈과 현실 경계 사

이 형상을 재구성하여 표면에 입력한다. 각각의 

작품에서 제시되는 풍경은 실제와 허구 그 사이

를 암시하는 꿈과 같은 공간으로 관람객을 인도

한다. 작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순간

을 담아내는 데에는 오히려 복잡한 기술은 필요 

없다”며 손으로 직접 그리는 회화를 통해 사진과 

회화 매체가 서로 상호 교차하며 발생하는 시너

지를 추구한다. 그는 “자기 눈으로 본 것, 카메라

로 촬영한 물체, 마음속에 떠오른 통찰”이 그의 주

된 영감이라 밝혔다.

이번 작가의 개인전에서는 목재 패널을 활용한 

소형 회화 작품 49점을 선보인다. 대부분 유화 작

업이며 일부 작품은 연필과 아크릴로 제작되었

다. 출품된 회화는 모두 크기가 가로 20cm, 세로 

20cm의 정방형이다. 사이즈는 동일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목재 패널의 나이테의 미묘한 차이가 

각 그림의 질감을 돋보이게 하여 작업에 생기를 

데비	링가(Davy	Linggar) 

1974생,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거점으로 활동한다. 다양한 

관점과 방법론으로 현대 인도네시아 문화를 포착하고 

표현하기 위해 회화, 사진, 비디오그래피의 경계를 넘나든다. 

최근 2022 파리 인터내셔널AAAAHHH!!!에서 개인전 

《Cut》을 개최했다, 더불어 2017 아트바젤 홍콩 《Changing 

Perspective》, 인도네시아 족자 국립박물관 《After Utopia》, 

2015 싱가포르 Art Museum에서의 《Revisiting The Ideal in 

Asian Contemporary Art》 등 다수의 그룹전시에 참여했다.

피르다	아멜리아(Firdha	Ameli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남부 피사르밍구 페자텐 지역에 

위치한 사립 미술관 Salihara Arts Center 소속으로 자국을 

대표하는 예술가와 전시를 발굴, 소개한다.

1. <Boiling>, 목재 패널에 유화, 20×20cm, 2022 ⓒPhotography 

courtesy of The Artist and ROH   

2. <Elsewise>, 목재 패널에 유화, 20×20cm, 2022 

ⓒPhotography courtesy of The Artist and ROH

3. <Jaded>, 목재 패널에 유화, 20×20cm, 2022 ⓒPhotography 

courtesy of The Artist and ROH   

4. <Jolly>, 목재 패널에 유화, 20×20cm, 2022 ⓒPhotography 

courtesy of The Artist and ROH   

5. <Journey>, 목재 패널에 유화, 연필, 볼펜, 

트레이싱 페이퍼, 20×20 cm, 2022 ⓒPhotography 

courtesy of The Artist and ROH 

6. <Locker>, 목재 패널에 유화, 아크릴, 연필, 20×20cm, 2022 

ⓒPhotography courtesy of The Artist and ROH  

7. <Daydreaming>, 목재 패널에 유화, 

20×20cm, 2022 ⓒHeman Chong

8. <Covert>, 목재 패널에 유화, 20×20cm, 

2022 ⓒHeman Chong

9. <Whoop>, 목재 패널에 유화, 20×20cm, 

2022 ⓒHeman Chong

10. <Vogue>, 목재 패널에 유화, 20×20cm, 

2022 ⓒHeman Chong

11. <Splendid>, 목재 패널에 유화, 

20×20cm, 2022 ⓒHeman Chong

12. <Untold>, 목재 패널에 유화, 20×20cm, 

2022 ⓒHeman Chong

1

4

2

5

3

6 10 11

7 8 9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