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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s plus belles années…» 
Association des Jeunes Artistes Coréens 

 
 

오프닝 / 2014 년9월10일수요일 18 시부터 
 

주프랑스한국문화원 

2, avenue d’Iéna, 75116 Paris – Tel. 01 47 20 83 86 

 

전시기간 : 2014년9월10일~10월 8일 
매주월요일~금요일 (9시 30분~18시), 매주목요일은 20시까지,  

토요일은 14시~19시 

 

김남영, 김희연, 민선영, 민항기, 박혜정, 박세리, 

박성호, 백승수, 이은화, 이화진, 정희정,  

주명선, 최토지, 탁하린, 하유미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원장 이종수)은 2014 년 9 월 10 일부터 10 월 8 일까지 청년작가협회의 

31회 정기 전시인 « Nos plus belles années… »전을 개최한다.  

지난해 명예회원과 정회원들이 대거 참여했던 창립 30 주년 기념전 개최 이후 첫 행사인 이번 

정기전은, 해외 한국인 미술단체로서는 가장 오랜 역사와 젊은 구성원을 자랑하는 청년작가 

협회의 참신하고 독특한 동시대적 시각과, 이들 작가들의 새로운 도약에 초점을 맞춰 기획되었다.  

전시제목인 « Nos plus belles années… »는 미국 영화감독인 시드니 폴락의 대표작 « The Way We 

Were »의 불문 제목에서 따온 것이다. 이 영화는 앞날에 대한 믿음과 기대, 삶을 대하는 낙관적 

시각과 한편으로는 사회에 대한 막연한 바램을 지탄하며 현실직시와 사회적 현안에 능동적인 

대응과 변화를 요구하던, 역설과 부조리로 점철된 한 시대를 산 이들의 이야기로,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의 작가들이 직면한 문제들과 닮아있다. 이는 곧 꿈과 모험, 낭만적인 상상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만만치 않은 세상에 수긍과 저항 속에서 예술가로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이들 

작가들의 고뇌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 하다.  

« Nos plus belles années… »는 전성기, 가장 아름다운 또는 아름다웠던 시절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지난날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 추억의 애틋함 등 노스탤지어적 감성과, 동시에 현재를 

인지하는 적극적인 태도, 나은 미래를 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런 요소들은 특히 이번 

전시작가들이 시간성과 공간의 요소를 빌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소재이기도 하다. 이들의 

작품은 각기 다른 관계와 경험, 실천 등을 통해서 얻은 작가의 « 개별적 », « 사적» 기억과, 

독립적으로 또는 협회를 통하여 함께 그려나갈 미래의 비전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듯 작가들이 바라보는 사회는 작가 자신의 모습, 혹은 주변의 환경에 투영되어 보여지는데, 

mailto:sachun34@gmail.com
mailto:claire.ryu79@gmail.com


 

Commissaire de l’exposition : Sang-A Chun (sachun34@gmail.com) 
Contact presse : Heyin Ryu (claire.ryu79@gmail.com / 01 47 20 85 39)   

자신이 겪거나 직면한 다양한 상황과 상태 등을 집, 작업공간, 벽 등 건축적 모티브와 공간에 대한 

기억에서 유추한 풍경을 통해 표현하는가 하면 (하유미, 김희윤, 박세리, 정희정, 민항기), 

상징적이고 구체적인 또는 추상적인 모티브를 매개로 하여 의도적이거나 즉흥적으로 표출해 낸다 

(박성호, 이화진, 민선영, 김남영, 박혜정). 또한 내러티브하고 구체적인 기억이 아닌, 지각력에 

호소하는 지극히 ‘물성이 강한’ 소재를 다루거나 이를 강조하는 작업방식을 통해 ‘비물질적’ 감흥과 

작업행위에서의 특정적 시간개념을 이끌어 내기도 한다 (최토지, 이은화, 백승수, 주명선).  

플로리앙 게테 Florian Gaité는 그의 글에서 이들 작가군을, ‘완성되지 않은, 아직 완벽히 

결정되거나 체계적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니게 되는 중대한 잠재력’을 뜻하는 « 네오테니 

(néoténie) »라는 용어를 빌어, 일종의 희망적 ‘현상’으로 간주하며, 앞으로 펼쳐질 젊은 작가들의 

행로를 밝게 점치고 있다.  

청년작가 협회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만 25-40세의 한국 작가단체로, 1983년 창립된 이래 매년 

정기전시를 비롯하여, 프랑스 및 해외 각지에서의 외부 작가들과의 협력 전시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전상아 

Image : HA Yoomi, Sans titre, 2013, acrylique sur toile, 91 x 73 cm (dé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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