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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화

“당신의 마음이 나의 예술이며, 나의 취미가 현대미술입니다.” 일상이 예술이고, 

예술이 일상이라는 최정화 작가.

최정화는 1961년 서울 출생으로 1987년 홍익대 회화과를 졸업했다.  90년대부터 

전 세계의 각종 비엔날레와 해외 전시에 참여하며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해 온 

설치미술가이면서 동시에 인테리어, 영화, 건축, 무대 디자인, 연출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작업하고 있는 전방위 예술가다. 

최정화 작가는 급속한 근대화와 경제 성장의 시기를 거친 세대로 대량 생산과 

물질주의, 소비문화, 자연스러운 것과 인공적인 것, 오리지널과 복제 등의 주제를 

다루며 작가 특유의 유머러스한 태도와 신념으로 작품에 실현해왔다. 그는 

인조 꽃, 알록달록한 소쿠리, 로봇 인형, 구슬 등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평범한 

물건들을 이용해 관람객들에게 예술이 결코 저 높은 곳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곁의 일상임을 일깨워주는 작업을 펼치고 있다. 다양한 활동 속에 내포된 

최정화의 공통된 생각은 그가 만들어낸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며 대중과 소통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정화의 최근 작업은 팬데믹으로 전세계가 피로한 이즈음 평안과 일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작가의 바램이 담겨있다. ‘살어리 살어리랏다’ 를 외치며 

무릉도원을 꿈꾸던 고려인들처럼, 과거의 평화로운 삶을 그리워하는 

현대인들에게 작가는 일상 소재들로 생활 기념비를 만들어 희망을 선사하고자 

한다. 최정화에게 예술은 한정된 사람들의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 누구나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강한 ‘울림,’ ‘떨림’ 보다 깊은 ‘스밈’ 과 같은 우리의 일상 생활이 곧 

예술이므로, 그는 줄곧 생활 속 예술을 실천해왔다. 작가는 비루하고 속된 것마저 

의미 있고 소중한 것으로 재생시켜 기념비를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항상 곁에 

있어도 예술인지 몰랐던 존재들을 새로이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그는 예술을 

매개로 우리들의 오늘을 돌아보게 하고 현재를 (아름답게) 잘 사는 방법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게 한다. 

Choi Jeong Hwa 

“Your heart is my art. My hobby is contemporary art.”

Choi Jeong Hwa is an artist and designer whose work moves between 

the disciplines of visual art, graphic design, industrial design and 

architecture. His inspiration comes from popular culture and day-today 

life. This is reflected in his choice of media ranging from video, moulded 

plastic, shopping trolleys, real and fake food, lights, wires and kitsch 

artifacts. Best known for his large-scale inflatable sculptures - notably 

lotus blossoms - Choi's practice is marked by an irreverent take on 

cultural icons and materials that permeate our daily life. Large-scale 

outdoor sculptures crafted from diverse materials such as consumer 

goods, balloons, wires, as well as recycled and found objects are the 

hallmarks of Choi's playful repertoire. 

Choi has participated in many biennials of contemporary art, including 

the Arsenale Kyiv 2012, the 17th Sydney Biennial 2010, the Gwangju Biennale 
2006, the Venice Biennale 一 Korean pavilion 2005, the Liverpool Biennial 2004, 

the Lyon Biennale 2003, the Yokohama Triennale 2001, the Sao Paulo Biennale 
1998 and the Taipei Biennale 1998. Choi Jeong Hwa was born 1961 in Seoul, 

Korea. He lives and works in Seoul.

While the world is exhausted from the lengthy pandemic, Choi wishes 

to share messages of hope and recovery through his recent series of 

work. Like the way that the people of Goryeo cried out ‘sarorisaroriratta’ 

(literally “Live, I will live”) for their aspiration toward utopia, Choi erects 

daily-life monuments created with everyday objects to present those 

who are deeply craving a normal life with earnest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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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 
Life

2020

네온, 패널 위에 천 부착

103×105×1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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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 
Heart

2020

네온, 크롬 코팅된 철판

60×10 cm(왼쪽), 80×10 cm(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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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술 
Alchemy

2019

실리콘,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

40×40×35 cm(왼쪽), 30×30×25 cm(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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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술: 인피니티 
Alchemy: Infinity

2020

유기, 플라스틱 그릇, LED, 스테인리스 스틸

115×150×11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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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스
Cosmos

2020

혼합재료

167×98×47 c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