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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 모델의 첨단 기능과 감각적 디자인디자인을디자을 상징처럼 드러내는 

자동차 열쇠는 운전자에게 또 하나의 자부심이 된다.

최근에는 성능과 디자인이 아이디어로더욱 진화해 더 큰 만족감을 준다. 

색다른 무장한 8개 브디자인을랜드아이디어로의 키와 

최상위 모델을디자인을디자인을 함아이디어로께 소개한다.

글  김수진 기자  |  사진  이기태 기자 

지금 가장 베이식한 패션 아이템을 한번 꼽아보자. 많은 사람이 ‘데님 

진’을 떠올리지 않을까. 현대의 가장 대중적인 원단인 데님은 질기고 

튼튼해 주로 노동자들의 작업복에 사용되어왔다. 이후 제임스 딘, 엘

비스 프레슬리 등 미국 대중문화를 강타한 영화배우와 팝 가수가 데

님을 입고 나오자 젊은 세대는 우상을 따라잡기 위해 너도나도 청바

지를 사기 시작했고 데님은 오늘날까지 젊음의 상징이자 반문화 운

동의 기표로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역사와 대중문화 속 상당한 부분을 상징하는 이 푸른빛 원단은 

미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 닉 도일의 주재료다. 작가는 데

님을 오리고 붙여 세면도구, 여행용 트렁크 등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친숙한 소재의 
숨겨진 그림자를 드러내다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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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 닉 도일Nick Doyle의 국내 첫 개인전 <에브리싱 이즈 파인Everything is Fine>이 갤러리 페로탕 서울에서 열린다. 

작가는 데님에 드리운 짙푸른 그림자로 미국 사회에 만연한 쓸쓸한 남성성과 탐욕에 경종을 울린다.

글  한동은 기자

있는 사물들을 표현한다. 작가가 주목하는 건 데님의 아름다운 푸른

빛과 탄탄한 내구성이 아닌, 이 친숙하고 무해해 보이는 오브제 이면

에 숨겨진 남성성이다. 그는 남성성을 내포하는 사물들의 쓸쓸함과 

무익함을 탐구한다. 가령 멀티탭은 올가미처럼 사정없이 꼬여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배수구로 절망이 계속해서 빠져나간다.

갤러리 페로탕 서울에서 그의 첫 한국 개인전 <에브리싱 이즈 파인>

이 열린다. 데님 작품은 물론 작가가 새롭게 시도한 베지터블 가죽 작

품부터 오르골처럼 손잡이를 돌리면 남자 회사원 피겨가 움직이며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는 ‘Executive Toy’ 시리즈까지 선보인다. 전시

는 8월 26일에 시작해 10월 1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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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님 작가 닉 도일

© Guillaume Ziccarelli 



Luxury M 
Denim artist Nick Doyle, reveals the hidden shadows of familiar materials 

Dongeun Han 
September 2021 

    데님Denim의 어원은 프랑스 ‘님Nimes 지방의 능직’이라는 의미의 ‘세르주 드 님serge de Nimes’에서 왔다. 11

닉 도일  1983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출

생해 브루클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티스

트. 데님을 콜라주한 벽 작품으로 가장 잘 알

려져 있다. 작가는 탐욕, 소비주의 그리고 미

국 역사 전반에 깔려 있는 남성성을 데님과 일

상적 오브제를 통해 탐구하고 이를 드러낸다. 

1 전시와 같은 제목의 작품 ‘Everything is Fine’. 

누군가가 사용한 듯한 8개의 세면도구가 하나의 세트를 이룬다. 

2 물이 빨려들어가는 배수구를 표현한 ‘Drain’.

3 멀티탭의 전선이 올가미처럼 얽혀 있는 

‘I Think the Universe is Trying to Tell Me Something’.

4 ‘Surrender’. 베지터블 가죽으로 만든 선인장이 

누군가에게 잡힌 인질처럼 보인다.

튼한 소재다. 조금 거칠게 다루어도 너그럽게 받아들인다. 나는 데님

을 유연하게 만들고 유지력과 보존력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했다. 스

팀과 접착제 작업을 수차례 반복한 후, 자르고 다시 접착해 또다시 스

팀을 쏘아 작업을 마무리한다.

데님 이외에 눈길이 가는 작업 소재가 있나? 베지터블 가죽. 가죽은 

부드럽고 감각적인 소재라 보기에도, 만지기에도 아주 만족스럽다. 

최근 가죽 안장을 만드는 영상을 많이 보았는데 이를 통해 남성성 짙

은 이 장식을 하나의 예술로서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 소재가 우리 몸과 형성하는 관계가 마음에 든다. 우리 모두 가죽의 

촉감을 알지 않는가?

이번 전시의 주요 작품에 대해 소개한다면? 전시의 제목과 동명의 작

품인 ‘Everything is Fine’은 8개의 세면도구를 늘어놓은 작품이다. 

이 세면도구들에는 사용자의 현 상태에 대한 실마리가 담겨 있다. 치

약은 과도하게 짜여 있고 셰이빙 크림은 엉망으로 흘러넘친다. 거울 

위에는 2개의 덱스트로 암페타민 알약(필로폰 계열의 각성제)이 놓

여 있다. 어느 날, 50대에게 처방된 필로폰에 대한 연구 사례와 성별 

및 세대를 불문한 미국인의 75%가 여섯 달 사이에 필로폰의 영향을 

받다는 연구 결과를 동시에 접했다. 한 문화의 전체가 필로폰의 영향 

아래에 놓여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팬데믹이 당신의 작업에 끼친 영향이 있나. 팬데믹 이전엔 얻을 수 없

는 당근만을 쫓는 느낌이었다면, 이후엔 내 상황에 믿을 수 없을 정도

로 감사하게 되었다. 코로나19로 하루하루가 천천히 흘러가기 시작

했고 내가 얻거나, 사거나, 이루는 그 어떤 것보다 내면의 건강이 가

장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일

에서도 재미를 찾는 방법을 터득했다. 서울에서 초대 개인전을 열게 

된 지금도 정말 기쁘고 많이 들뜬다. 

데님으로 작업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다양한 이유로 데님을 사

용하기 시작했다. 먼저, 미국 남성성의 심벌과 연관성이 좋다. 카우보

이, 영화 <이유 없는 반항>에 나오는 제임스 딘, ‘블루 칼라’로 불리는 

노동자들 그리고 골드러시 시대에 무일푼에서 부자가 된 광부들이 

데님과 직결된다. 또한 노예들이 미국 남부에서 목화를 수확하기 전

까지는 인디고가 미국의 첫 현금 작물이었다. 이 다양한 상징성과 역

사적 사실은 내가 가부장적인 백인 사회에서 발견한 전형적인 모습

을 담고 있다.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는 강한 백인 남성의 이미지를 이

용해 역사적인 부끄러움을 얼버무리는 모습 말이다. 내게 데님이라

는 소재는 이렇게 숨겨진 메시지를 전복해 드러내는 소재다.

의복의 원단이 아닌 작업 재료로서 데님은 어떠한가. 데님은 아주 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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