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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남(1939~)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자각과 여성 내면의 세계를 회화와 설치작품으
로 형상화해온 작가이다. 남편과 자식을 돌보느라 늘어진 어머니의 팔 조각, 핑크색 소파에
소름 돋게 뾰족이 솟아난 못 등 자신만의 조형언어를 통해 여성들의 희생, 그리고 그들이 살
아온 부당한 삶을 표현해왔다. 지난 2004년, 버려진 유기견들을 거둬 기르는 이애신 할머니와
만나고부터 윤석남은 5년 동안 일체의 외부활동을 접은 채 1,025마리의 나무-개를 조각하기
시작했다. 나무-개 작업은 그동안 윤석남이 지속적으로 다뤄왔던 대상, 즉 여성이 아닌 동물
을 형상화한 작업이다. 하지만 이 역시 버려진 개들의 부당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전시는 2008년 10월 서울 아르코 미술관에서 열린 <윤석남―1,025: 사람과 사람 없이>
展의 연장선상에 있다. 사람들의 변덕스런 마음 때문에 마치 쓰레기처럼 버려진 유기견들을
형상화한 전시가 <윤석남―1,025: 사람과 사람 없이>라면 학고재의 이번 전시는 108마리의
‘나무-개’들을 통한 유기견들의 진혼제라 할 수 있다.
<윤석남―1,025: 사람과 사람 없이>展 이후 윤석남은 다시 108마리의 나무-개들을 형상화하
기 시작했다. 백팔번뇌가 108알의 염주와 108번의 종울림(백팔종)으로 표현된 적은 있지만,
108마리 개의 모습으로 표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8마리의 나무-개들’은 환상의 세
계에서나 존재하는 화려한 꽃들, 혹은 촛불처럼 보이는 붉은 불꽃 등을 등에 달거나 곁에 두
고 있다. 108이라는 숫자는 분명 불교에서의 백팔번뇌를 가리키고 있다. 숫자가 말해주듯, 윤
석남은 나무-개들에게 해탈을 위한 어떤 의례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 전시를 통해 그것을 실
천하게 된다.
전시장 본관에는 아르코 미술관 전시 때 선보였던 작품 중 200여 마리의 나무개들을 새로이 연출하여 전시하고, 신관에서는 신작 ‘108마리의 나무-개들’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새로 작업된 108마리 개들의 진혼제를 통해
그들의 해탈과 구원을 소망하는 동시에 버려지는 것들―
버려지는 생명체에 대해서조차 무감각해진 동시대인들의
고단하고 거친 삶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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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Suk‐nam is the artist who expresses self‐consciousness of women’s social position and their inner
world using her paintings and installations. Through her artworks l ike sculpture of lengthened mother’s arm
due to take care of her husband and children or frightfully sharp hooks that broke out from pink sofa, she
try to express women’s sacrifice and their unfair l ife that they are forced to endure. After she met Lee Ae‐
Shin who takes care of abandoned dogs in 2004, Yun started to carving of 1,025 wood‐dogs and spent five
years of her l ife secluded from the outside world. At wood‐ dog works, she gave form to dogs not women
which she works all the time. But it is also focused on unfair l ife of abandoned dogs.
Current exhibition is continuation of <Yun Suknam‐‐1025: With or Without Person> at Arko Art Center in
October 2008. <Yun Suknam‐‐1025: With or Without Person> exhibition gave form to dogs that abandoned
l ike a trash because of human’s capricious mind. Current exhibition at Hakgojae is more l ike a service for
the repose of abandoned dog through 108 wood‐dogs.
After the end <Yun Suknam‐‐1025: With or Without Person> at Arko Art Center, she started again creating
108 wood dogs. 108 torments was expressed by 108 beads or 108 times of bell rings, but this is a first
time that expressed by form of 108 dogs.
108 wood‐dogs have bright flowers that exist only in the world of dreams or red flame looks l ike a candle
l ight on their backs and sides. The number “108” undoubtedly refers to the “One hundred and eight
torments of Mankind” referred to in Buddhism. As this number tells us, Yun feels that wood‐dogs need a
ceremony for salvation, and she practice it through this exhibition.
Main building exhibit about 200 wood‐dogs that displayed in former exhibition at Arko Art Center by new
direction, and at annex, we exhibit new art works <108 wood‐ dogs>
Through the new work of <108 wood dogs>’s service
for repose, we can have time to rethink how people
became insensitive to the fate of abandoned things –
abandoned l iving creatures in this difficult real 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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