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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의 축제" 

절실의 계절 가을과 축제 무드가 많은 

12월을 맞아 「12월의 축제」라는 테마를가 

지고 여러분을 맞이 합니다. 저의홍익 금 

속공예가들의 모임은 순수한 동문의 모임 

으로서 이제 초년생의 모습을 벗어나려는 

즈음에 이르렀옵니다. 우리의 모임은 명 

칭에서 시사 하듯이 우리나라 현대 공예 

의 오늘을 다양하계 조감하여 우리 금속 

- 공예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그럼으로 해서

금속공예의 내일을 예감하는것과 방향을

설정 해 보자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읍

니다. 그동안 현대의 공예는 많은 진통을

겪어온 시간들이 었고 우여곡절로 점철된

역사의 산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현

대의 공예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떠나

서 어떻게 받아들이건 간에 현대 공예를

조명 해 보고 오늘을 자부하며 ' 80년대의

좌표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기도

합니다. 전람회의 다양성 속에서 우리나

라 공예계의 전부와 실체를 파악할 수 있
기도 하려니와 우선은 뜨거운 열기와 

진 실의 소리로 가득 메워진 전람회가 

되어 야 겠읍니다. 1983. 12. 13 

홍익금속공예가회 회원 일동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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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홍익금속공예展에 부쳐 ... 12월의 祝祭

오늘날 뜻 있는 공예가들은 이제까 
지의 공예가 지너온 그 자체의 제한된 
성격이나개념에서 탈피하여, 부자유 
스러운속박이나제약밖으로 그 자신 
의 조형영역을 확대 심화시키는데 남 
다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돗 하다. 
이들 젊은 공예가들에게 있어 공예란 
종래까지 우리들이 생각하고고집해왔 
던 실용성 이 나 기능과 결부된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들에게 
서 엿볼수 있는 특칭은, 비유컨데 공 
예를 「액자속」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액자바깥」에까지도 확대시켜 연결해 
보자는 것이다. 물론 공예적인 제약, 
그제한된 범주대에서. 제약을 더욱 ,. 
새로운 미로 살리는 노력들을 비 난하 
는 것은 아니 다

’

. 그러나 오늘날에 와 
서 현대 공예는 그 장르개념의 확대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우리들이 생각해 
왔던 공예적인 제약을 많은 공예가들' 
에게 있어 표현욕구를속박시키는 요 
소로서 대두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들 새로운 공예가들에게 있어 무 
엇보다 주시되 어야 할 경 향이 있다면 
그것은 공예를 수용하는 이들의 자세 
에서 찾아볼 수 있을듯 하다. 즉 이들 
온자신의 조형성을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방편으로서 조심스럽게 종래의 
「공예를.위한 공예」라는 공예개념 에 
수정을 7t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 
하면 공예가 지닌 독자성이나 자율성 
을 크게 상처내지 않으면서 예 술의 영 
역에까지 공예를 확대 연결시키려는시 

도인데 여기에서는 종래까지의 공예 
에서는 볼 수 없는 희화정신과 조각정 
신이 확대 공존해 있다. 무엇보다 이 
들은 공예라는 매체를 이용한 공예가 
들로서 회화나 조각정신까지도 것둘인 
표현 영역의 확장을 누리고 「예술로서 
의 공예」를. 또는 「시각의 모더니즘」 
울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지 하다시피 공예를 예술의 나무 
에다 접목시키려는 이러한 정신의 선 
두적 인 그룹으로 우리는 쉽게 「홍익금 
속공예가회」를 들수 있다. 마치 「 액자 
내부」로 자못 움추려 들어 가 살찌고 
있는 오늘의 공예의 되행현상이나 경 
향에 대 한  일종의 반작용이랄까, 이들 
그룹에서 우리는 제약밖으로 솟구치 
는분수와 같은 신선한 정신을느낄수 
있다. 또한 이들의 노력은 저마다의개 
벌적인 목소리를 통해 한층더 다층적 
이고 다각적 인 면모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해에 청각이미지의 시각 
화라는 독특한 데마를 가지고 공동발 
표전을 가진 바 있는 이들 그룹은 을 
해도 특정테마를 내걸고 이들의 내면 
이 은밀히 가꾸어온 다아나믹한 형상
둘을 한자리에 보이고 있다. 

올해 이들 이 내건 데마는 「12월의 
축제」이다. 점점 기계화되고 기술화되 
어가는 현대공예가들의 인스피레이션 
이 자연과 전적으로 단절되어 있다는
비난은 이들의 작품에는 해당되 지 않
는 이론이다. 정반대로 이들의 작품세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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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자연 
태도와의 
으며, 그 
에서 너무 

이란이 
이아니라 
지만, 공업적이요 기계적인 이 시대의§
자연에 대한 새로운 감각인 것이다. 
우리는 「12월의 축제」가주는 광막하
고 大地的이고 자연주의적인 공간속.…
에서, 암시되고, 속삭이고, 관조화되 
는 개개의 형태들과 그속에 농축된 美
룰 느낄 수 있다二그것은 어느 각도에
서 바라보아도 빛을 반짝이는 거대한 
다이 아몬드와 같은 금속들의 잔치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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