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충재 작가를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인
지그재그 형태의 의자 ‘Zigzag
Homage’와 평면 회화 페인팅 작업을
전시한 지하 1층 전시실. 2 갤러리 ERD의
이민주 대표와 작가 김충재. 3 3D 프린터를
이용해 제작한 제품을 전시한 1층.
4,5 온 · 오프라인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는 2층.

04

캐주얼해진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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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혼자 산다>를 통해 이름을 알린 잘생긴 미대 오빠 ‘충재씨’가 아닌 진지하게
작업에 임하는 작가 김충재를 만났다. 그의 첫 번째 개인전 <Vice Versa: the
other way around>는 아트와 리빙의 콜라보레이션으로 갤러리의 새로운
방향을 추구하는 갤러리 ERD와 함께했다. editor 원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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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색감에 대해 연구 중이에요. 가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니멀하고 꼭 필요한

현대 예술 시장의 소셜 미디어에 대해 어떻게

지금까지 갤러리 ERD에서 봐왔던 전시와는 다른 것 같아요. 요즘 전시의 변화에

요소만 남아 있는 반면, 면이라든지 색채로 가기 위해 칸딘스키의 책을 많이 봤어요.

생각하세요? 김충재 요즘 마르쉘 뒤샹 전시를 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갤러리 ERD 이민주 대표 이제 갤러리라는 공간은 더 이상

색이나 형태는 그 사람의 영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울림이

뒤샹과 앤디 워홀이 살아 있다면 SNS(?)를 엄청 하지

무겁고 딱딱한 곳이 아니라 대중과 함께 소통하고 작가 자신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있는 이야기를 녹여낼 수 있을까 고민했죠.

않았을까 싶어요(웃음). 이민주대표 제 생각에는

주로 3D 프린팅이나 디지털 기반의 작업을 하는 것 같던데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피카소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직접 지구 반대편에

자기 피알을 하는 등 직접 작품을 알리기 위해 좀 더 다양한 관객들에게 작품을
선보이는 기회의 자리로 변화하고 있어요. 소셜 미디어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새로운 예술 시장이죠. 일련의 것이 가벼워 보인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현시대에서

세라믹을 보고도 3D 프린팅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3D 프린팅은 파이널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소통 방식임이 틀림없어요. 그런 면에서 충재

작업을 하기 전 목업 정도로, 사전에 뽑아보는 용도로 사용해요.

작가야말로 현재 활동하는 작가들 중에서 가장 준비가 잘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관심 있는 또 다른 기술이 있나요? 지금은 삼축, 즉 X, Y, Z 세 개의 축을 이용해

함께하게 되었죠.

가공물을 깎아 형상을 만드는 작업만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사축, 오축 가공을 할 수

드디어 첫 번째 개인전이네요. 전시에서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김충재 어느 해보다 바쁘게 보낸 2018년이 다 지나기 전에 초기 작품과 신작을

엮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부랴부랴 준비했어요. 전시 타이틀 ‘Vice Versa: the

other way around’는 A에서 B도 맞고 B에서 A도 맞다. 다시 말해 거꾸로 해도
맞는다는 뜻이에요. 꼭 1에서 2, A에서 B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기계를 사고 싶거든요(웃음). 3D 프린팅에도 정말

그런 면에서 충재 작가는 모든 매체나 SNS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죠.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해요. 김충재 큰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닌데, 일단
작업실을 이사할 예정이에요.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 2년 정도 있었는데

시스템이 생겨나고 있어요. 요즘 가장 관심이 가는 것 중 하나예요.

않았나 싶어요. 좀 더 도전의식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쭉 작업 활동도

2층 전시 공간은 전혀 다른 모습이네요. 2층은 저와 이민주 대표님의 아이디어에서

그렇고, 모든 면에서 재미난 것들을 해보고 싶어요.

시작됐어요. 제가 직접 그림을 작업하는 모습을 유튜브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빗대어봤어요. 이렇게 대립되는 것들을 낯설게 바라볼 수 있도록 재료부터 재료의

되더라고요. 전시 공간에서 또 무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단순히 작업을 하면

방법론까지 방향을 다양화해 완급 조절을 시도해봤어요.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죠. 작업을 한다는 것은 느리고 무겁고 비효율적인데,

전시 타이틀에도 있는 ‘Angled White’는 그 유명한 각진 화이트인가요? 갤러리

어떻게 보면 디지털 스트리밍은 가볍고 빠르고 효율적이잖아요. 이런 것도 제가

방송에서 내뱉은 말이니 오케이했어요(웃음).

라이브로 그려낸 작품을 판매도 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곳에서 판매하는

초기 작품부터 신작까지 작업에 변화가 있었나요? 초반에는 입체나 아트 퍼니처로

작품은 완성본이 아니라 빈 캔버스를 먼저 구입하는 방식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시작해 주로 물성이나 금속을 다뤘어요. 금속이나 세라믹 작업도 했는데, 세라믹에

그려지지 않은 빈 캔버스를 구입한 관객은 어떤 작품이 나올지 기대감이 생기죠.

이어 다시 평면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CNC 가공을 이용한 작품을 주로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디지털화된 기록으로 남겨지기 때문에 추후 작업 과정을 확인하는

무채색 작품이 주를 이루는데, 색감에 대한 갈증이 있었나요? 무채색으로 시작했지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시대에서 불가피하다고 봐요.

레지던시라는 것이 사회로 나오기 위한 중간 과정이잖아요. 이제는 나올 때가 되지

공개하는 공간이에요. 아무래도 작가들이 전시를 해도 갤러리에 잘 안 오게

1층 전시를 보면 알겠지만 이번 신작에는 과감한 컬러를 사용했어요.

있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이 매력적인 무언가를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요즘에는 하이브리드식으로 3D 프린팅과 CNC를 병행하는

부분을 선이나 면, 평면과 입체, 직선과 곡선 그리고 색상 등 상반되는 것들에

ERD의 김홍경 큐레이터가 소소한 재미를 위해 제안한 건데, 부끄럽네요. 뭐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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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3D 프린팅으로 작업하는 모습이 방송에 나오는 바람에 전시를 보러 온 관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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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에서 말하고 싶은 ‘낯설게 보기’ 중 하나인 듯싶어요.

재미도 있어요. 대신 작품성이 좀 더 있는 드로잉이라든지, 실크 작업을 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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