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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Donald Judd 도날드 저드 

전시기간: 2014.10.30 – 2014.11.30 

전시장소: 국제갤러리 2 관 및 3 관 (K2 & K3) 

문의: 국제갤러리, www.kukjegallery.com 

 

 

 
Donald Judd Installation View 3 at K3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http://www.kukjegallery.com/


 국제갤러리는 10 월 30 일부터 20 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아티스트라 할 수 있는 도날드 저드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특별히 70 년대에서 90 년대 초에 이르는 이르는 저드의 입체작품들을 소개하는 첫 

번째 개인전으로서, 1995 년 이후 한국에서 처음으로 갖는 작가의 전시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에서는 저드의 

작품 시기 중 백미라 할 수 있는 1970 년대부터 1990 년대까지의 작품들 중 총 14 개의 작품들이 K2 와 

K3 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도날드 저드는 1960 년대 초부터 1994 년 타계할 때까지 20 세기 미술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구축하였다. 세계대전 전후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 하나인 저드는 

재료 및 기술로 부터 형태, 반복과 색채에 이르기까지 오브제 제작의 모든 측면이 엄격하게 탐구되어 

명확하게 표현된 ‘특정한 사물’(specific object)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형식적 포용성에 대한 강조, 비정통적 

산업 자재에 대한 선견지명적 수용, 그리고 작품의 설치 방식에 대해 그가 부여한 중요성은 이번 

국제갤러리 전시장들의 벽과 바닥에 설치된 모든 작품들에서 찾을 수 있다. 

  

비록 미니멀리즘으로 많이 알려져 왔지만 도널드 저드는 이 용어가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그의 철학에 대한 

오해를 낳고 있다고 보아 강하게 반대했다. 저드는 대신 1965 년에 발표된 중요한 에세이에서 급속하게 

확장하는 시각예술 분야 및 명확하고 강력한 표현을 생성하는 간결한 오브제들을 만드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특정한 사물’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저드는 그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적인 기하학적 형태들을 탐구했으며, 고유하면서도 일상적인 소재를 

이용한 작업을 하였다. 믿을 수 없을 만큼 풍부한 창작경력을 통해 정제된 많은 그의 작품들은 반복이나 

순차적인 연쇄에 따라 배열된 ‘상자’ 혹은 ‘집적물’의 형태를 띄었다. 오브제들 간의 관계의 강조는 

작품들에게 충분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상설로 전시되어 작품의 전체의 역량이 느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작가의 명확한 견해를 반영한다. 

  

창작의 삶 전반에 걸쳐 저드는 구조적 특성과 풍부한 표면 품질을 위해 합판, 철강, 콘크리트, 플렉시 

글라스와 알루미늄 등 산업자재를 사용했다. 나아가 작가는 극히 세련된 오브제를 만들기 위해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제작자들과 그들이 다루는 재료들을 활용했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완벽하고도 산업적인 

외관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재료에 대한 장인적 역량이었다. 오브제와 제작자 간의 이러한 긴장은 바로 

저드에게 영감을 일으킨 목표의 명확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오브제의 볼륨, 표면 및 내부와 

외부 공간 모두가 ‘특정한 사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조화를 이루면서도 상징적인 추론에 의해 변질되지 않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한 작업방식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해주었다. 

  

이번 국제갤러리 전시의 하이라이트 가운데는 둘로 나누어진 알루미늄 튜브가 얹혀진 빨갛게 도색된 직각의 

상자 형태를 띤 ‘무제’(1991)가 포함되어 있다. 이 작품이 흥미로운 이유는 저드가 그의 창작경력 전반에 

걸쳐 1960 년대에 그가 시작한 초기 형태와 주제로 계속 돌아와 탐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30 년 이상 지나 초기의 디자인으로 돌아간 그의 1991 년 작품 ‘무제’는 과정에 대한 몰두와 그의 비전을 

입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른 작품들로는 주요 작품인 ‘연속 progressions’ 

시리즈 중의 하나로서 650cm 에 육박하며 투명한 보라색으로 도금 처리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1970 년도의 작품, 대형 합판으로 이루어진 직사각형 모양의 바닥에 놓는 조각으로 1968 년의 오리지날 

작업의 1988 년 리메이크 작품, 코어 열 강철과 플렉시 글라스로 작업된 멀티 컬러 ‘쌓기 stacks’의 1992 년 

작품, 그리고 빨간색과 검정색, 파란색과 청록색, 그리고 모두 검정색인 세 개의 정교한 ‘스위스 박스 Swiss 

boxes’ 등이 있다. 

  



 

  

 

 

untitled 

1992 

cor-ten steel and green, yellow, purple, ivory, orange, and black acrylic sheets 

50 x 100 x 50 cm (each) 

Art © Judd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Image provided by Judd Foundation Archive. 

  

http://cakorea.com/ca/wp-content/uploads/2014/10/Donald-Judd_Untitled_1992-Hernandez-92-05.jpg


  

  

  

 

untitled 

1989 

enamel and aluminum (blue and turquoise) 

30 x 180 x 30 cm 

Art © Judd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Image provided by Judd Foundation Archive. 

  

  

  

  

http://cakorea.com/ca/wp-content/uploads/2014/10/Donald-Judd_Untitled_1989-Lascaux-89-63.jpg


 

untitled 

1990 

black anodized aluminum 

30 x 210 x 30 cm 

Art © Judd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Image provided by Judd Foundation 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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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korea.com/ca/wp-content/uploads/2014/10/Donald-Judd_Untitled_1990-90-02E.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