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제의 작가를 찾아서] ‘청바지 작가’ 최소영  

 

세계 미술계에서 한국 작가들의 성과가 눈부시다.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독창적인 작업을 앞세워 세계적인 비엔날레나 아트페어에서 주목받는 

작가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는 것. 이들은 한국 미술계의 유망주로, 

한국미술 세계화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최근 국내외 

미술계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가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리즈 ‘화제의 작가를 찾아서’를 격주로 연재한다.  

 

 
 

▲ 광안대교. 2004. 청바지. 191x728cm  

언제부턴가 ‘청바지 작가’로 불리는 최소영(26)씨. 누군가 입다 버린, 혹은 

청바지 공장에서 나온 천 조각들이 그의 손을 거치면 독특한 느낌의 풍경화로 

변신한다. 지난 5 월 홍콩 크리스티 미술품 경매에서 그의 작품이 2 억여원에 

팔리면서 미술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에게 청바지는 과연 무엇일까?지난 

주말 자신의 작품을 출품한 부산비엔날레 전시관에서 만난 작가는 연신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차근히 말을 이어갔다.  

“거창한 의미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청바지이고, 작품 재료일 뿐이에요. 대학 

2 학년때 자기만의 독특한 작품을 만들어오라는 과제에 내려고 처음 재료로 

썼는데 교수님이 A 플러스를 주시더라고요. 엄청 힘받았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매달려 왔어요.”  



그러고는 일사천리였다. 그해 서울 인사동의 ‘블루’란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 대학 2 학년(부산 동의대 서양화과)에, 그것도 서울 인사동서 개인 

초대전이라니…. 작가는 ‘행운’을 강조한다. 우연히 ‘블루’란 화랑 이름에 

마음이 끌려 들어가, 갤러리 이름에 부합하는 듯한 자신의 작업을 

설명했더니, 즉석에서 개인전을 제의하더란다. 그리고 8 개월만에 길이 

6m 짜리 대작을 포함해 10 여점을 제작, 전시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한 

미술전문잡지에 조그마한 기사가 실렸고, 이게 부산시립미술관 큐레이터의 

눈에 띄어 미술관 전시로까지 이어졌다.  

“인사동 첫 개인전 리플렛을 교수님께 

드렸더니,‘학생이 무슨 개인전?’하고 

뜨악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한데 

작품을 보시더니 ‘이거 누구 거 흉내낸 

거냐’라며 놀라시더라고요.”  

부산시립미술관 그룹전에선 가르침을 

받고 있는 교수님 그림과 나란히 걸리게 

됐다. 너무 불경스러운 것 같아 

못하겠다고 했지만, 큐레이터가 끝까지 

설득해 어쩔 수 없이 승낙했단다. 그의 

작품들은 파격적이면서도 편안하고, 

모던하면서도 소박하다. 풍경 이미지는 

고전적이지만 작품 재료인 청바지 

조각들은 그 무엇보다 팝아트적이다. 

사실 청바지만큼 현대인들에게 가까운 

소재가 있을까?  

어리고, 여자이고, 학벌 안 되고, 지방 

작가고. 최소영은 자신이 한국의 

작가로서 모든 핸디캡을 안고 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이젠 겁나지 않는다고 했다. 모든 것을 작품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매너리즘이다. 너무 빨리 찾아온 세간의 주목으로 인해 현재의 자신에 

안주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 그래서 그는 요즘 예전에 해보지 않았던, 몰랐던, 

 

 

▲ ‘청바지 작가’ 최소영  
 



못 보았던 무언가를 찾아 맹렬히 움직인다. 누군가에게 연애의 감정을 

느끼려고 노력도 하고, 나이트클럽에서 몸도 흔들어 보고, 유치하게 웃어도 

보고, 술집이나 노래방, 영화관에도 자주 간다. 남들은 다 해본 것이지만, 

자신은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대부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다.  

작가는 “달콤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의 자신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이란다.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변신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작가의 몸부림이 참 인상적이었다.  

부산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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