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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석

일련의 작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대한 기억들이 현재로부터 얼마나 접합되어 있으며 그 기억들이 

한 인간의 삶에 어느 정도의 큰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궁

금증들은 변화하는 공간들에 대한 기억을 환시시킬 수 있는 사진작업들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의 인터뷰 우리가 가진 공간들을 재해석하여 재배치한 무빙이미지가 있다. 광화문 앞 괴기스런 배경을 두고 

펼쳐지는 풍경들은 언제나 내게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대리석 바닥에서 분출되는 분수, 그리고 그 속에 

뛰어 노는 아이들과 놀던 아이가 사라져 울상이 된 부모, 미 대사관 앞을 포함하여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수많은 경찰과 환경미화원, 이유를 알 수 없는 비자 발급 거절로 인해 생긴 공포심, 거대 동상들 앞에서의 

기념 촬영하는 관광객 등.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삶의 실존적 드라마의 현장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창조적인 형태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인전

2013 [Open Path-관할 아닌 관할]_워크온워크 오피스, 서울, 한국. 

2012 [사적 경험], 브레인팩토리, 서울, 한국. 

2009 [historic present], 서울시립미술관SeMA 신진작가지원프로그램,공근혜 갤러리,서울, 한국. 

단체전

2014 서울사진축제 <서울 시공간의 탄생 -한성,경성,서울->,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한국.

2014 중국제남국제사진비엔날레 한국관 사진 , 제남 미술관, 관둥성 제남시, 중국.

2014 <코스모스 내각>, 과천 서울대공원 자연캠프장, 서울, 한국.

2014 <서울루나포토페스티발> 통의동 보안여관-경복궁 내 국립고궁박물관 마당, 서울, 한국.

2014 <타임머신>아티언스 대전 , 표준과학연구원, 대전, 한국.

2014 OBSCURA Festival,The Whiteaways Arcade, Malaysia.

2014 Basically. Forever, Tokyo Metropolitan Museum of Photography, Tokyo, Japan.

2014 Sony World Photography Awards Exhibition, Somerset House , London, U.K.

2014 Young Portfolio Acquisitions 2013, 기요사토 사진 미술관, 일본

2013 [근대성의 새발견], 문화역서울 284, 서울, 한국 전시보기

2013 [플레이 그라운드],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서울, 한국 

2012 공터, 청주 연초제조창, 청주, 충청북도, 한국.

2012 4회 대구사진비엔날레 2010‘ Encounter 展, 대구,한국.

2012 [당신의 머리 위에, 그들의 발아래],12회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XY 글로컬 뉴미디어 기획전,서울,한국. 

2012 Black Out, 서울대 야외 폐수영장, 서울, 한국. 

2012 [이태원에 부군당이 있습니까?], 꿀+풀, 서울, 한국.전시보기

2011 비디오+캐스트 Video+Cast, 아르코 미술관 , 서울, 한국 

2011 See, Show & The Windows, 일민미술관, 서울, 한국. 

2011 서울, 도시탐색展,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2010 Frame, Frame 展, 동덕아트갤러리, 서울, 한국. 

2010 장소의 기록, 기억의 재현 , 공간사옥, 서울, 한국.

2009 The 5th Lianzhou International Photo festival ,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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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2014 안성석과 정혜정 <랑랑;WAVEWAVE 1호>_한강: 상영회-공간해방, 서울 한국.

레지던시

2015 경기창작센터

2014-2015 베를린 Air Studio 레지던시

2014 한국기계원 아티언스 프로그램, 대전문화재단

2011-12 18th Street Arts center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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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LV Plyon_96x120(cm)_pigment print_2013

                                                       

                                                        historic present001_151x190(cm)_c-print _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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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oric present016_151x190(cm)_c-print _2009

                                                         historic present018_160x127(cm)_c-print_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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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inity and beyond(Ver.Whiteout Mix) + 5.1channel  sounds 

                                          Infinity and beyond(Ver.Whiteout Mix) + 5.1channel  s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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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nor jurisdiction 관할 아닌 관할

                                                                 

                                                                 Plyon_82x98(cm)_pigment print_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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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phase_240x180(cm)_c-print_2012

                                           

       불완전 해체 Incomplete Demolition Patroller_55x50x50(cm)_steel,computer,hmd,jostick_2014 미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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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목연

UKEA는 유목연의 작업방식과 작품을 통칭하는 서브네임이다. 끊임없이 이동하고 정착하지 못하는 삶의 방

식에서 오는 불안함과 생존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트레이드 마크다. 일회적이고 쓰레기로 만들어진 가

벼운 설치작품, 읽히기 쉬운 설명을 담고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메뉴얼북 시리즈, 장난감 등을 UKEA는 만들

어 내고 있다. 그리고 유목연의 관심 영역은 더욱 확장되고 있다.

주요경력

개인전        

2014 흰 그늘진 마당, 송은 아트큐브, 서울, 한국

2011 PHOTO BELT Exhibition, Gallerie PICI, 서울, 한국

2009 흰 그늘진 마당,  Gallery IS,서울, 한국

그룹전       

2012 대구사진비엔날레, 도시의 비밀전,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한국

2012 동강국제사진제, 거리설치전, 여섯 번째전시; 영월의 재발견, 강원도, 한국

수상          

2014 한국사진학회 우수포트폴리오 선정, 한국        

2014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 지원 사업, 공모 선정, 한국

2014 1839 사진창작 순천 레지던스 입주작가, 순천, 한국              

2013 송은 아트큐브 전시지원 작가선정, 송은 문화재단, 한국

2012 제13회 사진 비평상 작가선정, 포토스페이스, 한국                        

2011 PHOTO BELT 작가선정, 한국판화사진진흥협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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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키워드 유케아

                        모두를 위한 핑퐁테이블, 탁구테이블과 네트 그리고 라켓, 76x260c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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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를 위한 핑퐁테이블_설치전경 2013

목연포차(기본형), 

나무 및 카트와 

조리도구, 

50x65x90c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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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연포차(미니멀), 

나무 및 조리도구, 

가변크기, 2014

  

                                                             히든키친 코리가이드북과 코리맵,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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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든키친, 배낭식 주방 및 조리도구, 40x25x40cm, 2014

                                                                            

                                                                             히든키친_설치전경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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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연포차 설계도 

                                                                      핑퐁 펍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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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양

현실은 항상 모순되어 있고 명확하지 않다. 모호함으로 가득찬 세상 속에 진실은 무엇일까.

진실에는 많은 면이 존재하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하는 관점/시점이다.

대상을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있어 촉각적 표현 (physicalexpression)은 중요한 작업 방식이다. 

촉각적 감각을 통해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현실이야말로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힘과 힘을 받는 대상 사이에서 변화되는 형태에 관심을 가진다. 대상이 공간이나 어떠한 관계 속에서 변모

하는 과정을 관찰하며 대상과 관찰자 사이의 심리적 상태와 물리적 변화를 표현하는 것은 사물의 본질과 세

상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다.

여러 매체를 통해 다양한 ‘바라보기’를 시도하고 있다. 거꾸로 매달린 인물의 모습을  다시 뒤집어 보여주며 

보이지 않는 힘(중력)을 시각화한 초상연작 그리고 종이접기 방법을 차용해 접힘과 펼침을 통한 해체 된 이

미지 만들기 등을 통해 사물의 본질에 대한 물음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개인전
2013
'Stationary NonStationary'(2012 안국약품 AG갤러리 신진작가 공모 당선), AG갤러리, 서울
2010
'Reparation' (2009 화봉 갤러리 신진 작가 공모 당선), 화봉 갤러리, 서울

단체 전시 및 이벤트
2014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8기 리뷰전,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서울
난지 아트쇼V : HEAVY HABIT,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서울
‘Hello Strangers’, 스페이스 K, 대구
예술가의 런치박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난지 아트쇼 ll : FTS, We areGoing to Space!,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서울
난지 아트쇼 l : 미술행위,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전시실, 서울
2013 
2013 서울사진축제: 시대의초상초상의시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트루먼쇼: 스펙타클사회바라보기’, 조선대학교 백학미술관, 광주 
‘바람처럼다시어디론가’, 슈페리어갤러리, 서울
2012
‘Twisted’, 성곡미술관, 서울
2011
‘Kunstdoc Artist Cluster’, 쿤스트독갤러리, 서울
‘Summer Drawing Festival', 쿤스트독갤러리, 서울
'From a Distance, Keep a Distance', 성곡미술관, 서울
‘Arrogant Eyes of Medusa', 쿤스트독갤러리, 서울
'채색된욕망',스페이스 15번지갤러리, 서울
2010
'Bibliotheque:접힘과펼침의도서관,상상마당, 서울
'서교육십 2010 상상의아카이브-120개의시선',상상마당, 서울
2009
'100 Cubes', 갤러리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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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You Can See What You Can't See', Nolia'sGallery, 런던
'RW II FF' (청담아트페어영상전시)드맹갤러리, 더 스페이스갤러리, 서울
'Fair Weather Friend 2005', 영국국립극장(Saatchi &Saatchi 후원), 런던
2004
'Crossbreed',Chocolate Factory, 런던              

레지던스 프로그램
2014 
서울시립미술관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2015
경기창작센터, 안산

수상경력
2015 퍼블릭 아트 선정작가 

작품 소장처 
2011, 성곡미술관, Untitled_Upside Down Serie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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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인박

TV, 뉴스, 영화자막, 컬트무비, 심볼, 엽기, 종교, 사건들, 살인사건들, 인터넷, 패션잡지, MTV, 포르노, AV여배

우들, 연예인들, 인터넷 댓글, 정치적 발언, 정치인, 슬랭, 말장난, 그래피티, 광고, 네온사인, 코미디, 속담이나 

명언들, 사회적인 것들과 개인적인 것들, 그것들의 관계, 부조리, 냉소적임, 욕설, 더러운 것들, 음모, 금기된 

것들, 어두움, 빛과 그림자, 아우라, 범죄자의 얼굴 피해자의 얼굴, 몽타주....등등

이미지들 

나는 매일 TV나 인터넷 앞에서 이미지들을 본다.

뉴스에 나오는 세기말 적인 사건들, 신파적인 삼류 드라마나 컬트영화, 뻔한 카피라이트의 광고, 싸구려 쇼

프로그램이나 저급한 포르노무비 등

이러한 이미지들은 내 머리 속을 둥둥 떠다니며 헤집고 다닌다.

때론 연결될 것 같지 않은 이미지들이 합쳐지기도 하고 광고카피나 쇼 프로그램의 자막, 영화의 명대사들 

같은 텍스트들이 전혀 다른 이미지와 뒤섞여 변종된 이미지를 만들기도 하고

변종된 이미지들끼리 다시 합쳐져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들기도 한다.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이야기 하려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어떤 대상도 그것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 확정지을 수 없다. 

모든 것은 이미지다.

모든 것은 단지 이미지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은 이미지다. 

내가 만들어 낸 결과물들은 때때로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거나, 모순적인 체계를 비판하는 이미지로 보

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보는 이미지의 반영일 뿐 어떠한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다.

내 주변의 세계가 머금고 있는 이미지를 내면으로 흡수하고 내뱉는 것이 내 작업의 목적이자 방식이다.

주요경력

개인전

2014 Director’s cut(아라리오 갤러리, 서울)

2012 Blame Game(영은 미술관, 경기도 광주)

2011 M.Idea(아라리오 갤러리, 서울)

단체전

2014 SEX+Guilty Pleasure(아마도예술공간,서울) / 세네갈 다카르비엔날레(다카르,세네갈) / MONOGRAM(space 15th)

2013 생생화화 (경기도 미술관, 경기도 안산) / W Imię Ojca? W Imieniu Matki! (위쇼디니아 갤러리, 폴란드)

수상

2013 2회 에트로미술상대상(듀오)

레지던스

2011-2013 영은 창작스튜디오 8기 입주 작가 (영은 미술관, 경기도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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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white_2014

_c-print LED spot 

lighting_60x85cm(

4pieces)

                                                      

                                                       image_oil on wooden panel_2011_231x122.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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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 _ neon flashing _ 30  x78cm_2011

                                                  

                                                  motion blur_2014_c-print_24x24cm(7pieces)-detail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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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clear_c-print_59 x52cm(7 pieces)_2013

                                           untitled(installation)_c-print LED spot lighting_70x50cm_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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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_c-print 

directlighting 

_variable 

foundation_

2014

                          untitled_ads sign, motor, sencor, mixedmedia, 233x132cm_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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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ue scale_2014_c-print_30x30cm(12pieces)

                    성공을 위한 세 가지 것들 _ neon channel fluorescent lamp lacquer spray _ variable  
                    foundation_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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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량

<동시대 시스템의 고립을 겨냥하는 개인>에 초점을 맞춘 참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현재 <시스템에 상상력을 제안하는 개인이 가능한 사회>로 확장하는 실험을 하고있다. 

 

개인전

2012 <new home>, 플레이스막, 서울

2011 <일시적기업>, 아트센터보다, 서울

2010 <세대독립클럽>, TV12, 서울

2008 <이동을 위한 회화>, 쌈지일러팝, 서울 

예술감독

2013 정전100주년기념 사랑과평화페스티벌 감독

2012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아트디렉터

2010 춘천중앙시장, <사계절낭만> 공간연출

2009 이승환 20주년 기념 공연 미술감독

레지던시

2014-15 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고양

2012-13 인천아트플랫폼 입주작가, 인천 

2011 노네임하우스, 부암동 주택공간, 서울 

교육

2012 <High-five Of Teenager> 토요창의예술학교

2011 <사운드 카메라 액션> 영상워크숍

2007~11 <옥상에사는물고기들> 창작워크숍

출판

2007 책 <말풍선> 독립출판

작품소장

2012 인천미술은행

수상2012 서울디지털대학 미술상 대상 <일시적기업>

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젊은작가상 <일시적기업>

2011 주안미디어페스티벌 작품공모 우수상 <new home>

2008 충무아트홀 동대문운동장 기획공모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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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2012 인디포럼 신작전 <일시적기업> 작품발표 

2012 변방연극제 <new home> 공식초청 

2011 서울시립미술관 작가지원 프로그램 <일시적기업> 

2011 오프앤프리국제영화제 오프인포커스 <일시적기업>

2011 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본선구애작 <M.T=Midnight Terror>

2010 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본선구애작 <세대독립클럽>

2010 아르코 아카이브 미디어 배급 선정 <세대독립클럽>

퍼포먼스

2012 <new home>, 도시의 주거지 곳곳, 서울-경기-인천

2012 <점점(..) 사라질 거야>, 인사동 금좌빌딩 옥상, 서울

2011 <일시적기업>, 서울지역 사무실 곳곳, 서울

2011 <new home>, 도시의 주거지 곳곳, 서울, 인천

2011 <발언이 날아갈 자리>, 산울림소극장, 서울

2011 <낯선오후>, 마포구 서교동 주택, 서울

2010 <미드나잇-퍼레이드>, 서울 심야의 거리, 서울

2010 <DJ=YOU : GROUPING>, WDF-한강난지지구, 서울 

2010 <OFFLINE : 자체발광 > 번개, 성미산극장, 서울

외 2009 ~ 2006 다수 퍼포먼스 진행

그룹전

2013 오프앤프리 국제확장영화예술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3 정전 60주년 기념 평화미술프로젝트, 백령도, 인천 

2012 부산비엔날레 ‘Outside of Garden', 부산

2012 ‘Playground in Island 2012’ 상영, 말레이시아

2012 ‘만국박람회’, 우민아트센터, 청주

2012 ‘해안동 10-1’,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1 국제실험영화제, 아르코 아카이브 기획전, 서울

2011 주안미디어페스티벌, 메타폴리스, 인천 

2011 ‘옥상과 영상’, 인사동 금좌빌딩 옥상, 서울 

2011 ‘Independence Day’, Able Fine Art Gallery, 서울 

2011 ‘진실은 진심이다’, 아트센터보다, 서울

2011 ‘Noname House’, 부암동 주택공간, 서울

2011 가짜전시, 175갤러리, 서울

2010 ‘이씨의출발’, 아르코미술관, 서울

2010 大韓民國未來摸索,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안동

2010 ‘옆사람’, 175갤러리, 서울

2010 ‘그랬대’, 더 갤러리, 서울

2010 ‘BIBLIOTHEQUE : 접힘과 펼침의 도서관’, 상상마당, 서울

2010 부천판타스틱영화제 <Go to image cart>, 부천시청, 부천

2010 ‘부재중’,<월곡~산~여대> 동덕아트갤러리, 서울

2010 서교육십:상상의 아카이브, 상상마당,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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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home_참여형 주거-프로젝트_1_2012

                                                              new home_참여형 주거-프로젝트_2_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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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나잇퍼레이드_참여형프로젝트_다채널비디오_2010

                               세대독립클럽-은둔하는 세대의 디지털 캠프파이어_다채널비디오_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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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선가창문을깨고서야구공이날아왔다_1_혼합재료_가변크기_2008

                                                       일시적기업_참여형프로젝트_다채널비디오_2011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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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기업_참여형프로젝트_다채널비디오_2011_2

                                                       일시적기업_참여형프로젝트_다채널비디오_2011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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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 100주년 기념 사랑과 평화 페스티벌_행사_2013

                                                                         한국난민판매_웹사이트_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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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1750

STUDIO 1750은 현재 2인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으로 장소와 함께하는 이에 제한 받지 않는 유목적인 

그룹이다. 작업하는 그곳이 아뜰리에이고 전시하는 그곳이 전시장이 되는 거처 없는 작업장이다.

우리는 ‘혼종문화’와 ‘오브제의 변용’이란 주제로 작업하며 이 두 주제는 접했다가(함께였다) 

떨어졌다(따로였다) 한다. 

혼종문화: 선택적인 이주에 의해 동, 서양의 문화를 경험한 작가 김영현은 건축 구조물의 형태적 해체와 

재구성을 통하여 두 지역의 문화적 틈새를 연결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적인 목조건축물의 요소와 서양의 

문양을, 서양의 건축양식에 전통적 문양의 조합을 통해 그만의 문화를 구축한다. 그는 그것을 이미지화 또는 

코드화 한다.

오브제의 변용: 작가 손진희는 일상 사물의 의미를 변용하거나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을 창출해낸다. 

일상적인 사물에 의미를 기능을 달리하거나 변이시키면서 오브제가 가지는 물성을 전환하여 오브제 다시 

보기,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오브제 다르게 보기를 시도한다. 그것은 개인적인 기억에서 주변의 이야기, 

하나의 사건들이 에피소드로 더해져 유기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

STUDIO 1750은 공통의 그리고 각자의 관심사를 가지고 함께 또는 따로 작업하며 하나로 또는 여럿으로 

전시, 활동한다. 

작업형태는 건축요소의 채집과 재구성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상호소통을 위해 인력, 풍력 등의 동력을 

이용한 인터렉티브한 전시가 진행될 것이며 작업 기간 중이나 전시 기간 중 프로젝트성 워크숍형태로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작업을 계획 중이다.

활동

2015  뉴 컨템포러리-경기창작센터 기획전, 경기창작센터 전시사무동, 안산

2014  깜깜한 낮,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14  미래의 빛-2014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광주문화재단, 광주

2014  名 가가호호 Zip-2014 힐링아트랩 프로젝트, 시민청 갤러리, 서울

2014  이야기하는 사물, 이야기하는 공간, 신세계갤러리 센텀시티점, 부산

2014  이야기하는 사물, 이야기하는 공간, 신세계갤러리 및 컬쳐스퀘어, 광주

2014  혼종 오브제, 창작공간 SOUL, 부산

레지던시

2015  Merveilleux Prétexte, 튤, 프랑스

2015  경기창작센터, 경기문화재단, 안산

2014  토지문화관, 토지문화재단, 원주

2014  창작공간 SOUL, soul art space,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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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현 _ Hybrid 

Image 8 _ super 

white clay _ 

75 x 75 x 75 cm 

_ 2012

                                        김영현 _ Hybrid image 10 _ 조합토, 아크릴 _ 4 X 3 m _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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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현 _ 춤추는 공간 _ super white clay _ 가변설치 _ 2011

                 김영현 + 손진희 (Collaboration) _ Kit 01 _ Mixed Media _ 164 x 118 x 200 cm _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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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현 + 손진희 (Collaboration) _ Automne _ vinyl, air blower _ ø 175 x 150 cm _ 2014

                          김영현 + 손진희 (Collaboration) _ Bag in air _ bag in box _ 가변설치 _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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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현 + 손진희 (Collaboration) _ Memory + _ V belt _ 가변설치 _ 2014

                                   손진희 _ 꽃망 _ 안전망, 밧줄 _ 120 x 120 x 170 cm _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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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희 _ 잡초 _ 

종이상자, 종이관, 

비닐관, 발펌프 _ 

가변설치 _ 2013

손진희 _ 64t _ 

비닐, 송풍기 _ 

5.3 x 4.5 m _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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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진

1. 정체성의 문제를 공간으로 풀어낸 작업 < The Rooms >(2010作) 

< The Rooms > (2010作) 는 1983-2009년 사이 "살았던 방"이라는 개인적인 공간들을 전체 건물에서 

떼어내어 모델로 제작한 뒤, 각각의 방들을 콜라주 형식으로 탑의 형태로 위로 쌓아 올려 만든 조각 

작업이다. 내부는 비어 있으며 세밀한 디테일 없이 창문과 문의 형태를 포함한 최소한의 건축적 구조만으로 

단순화 되어 있다.

2. 건축 공간 자체에 주목하여 새롭게 해석하고 재구성하거나 유리 벽으로 둘러 쌓여 있는 건축물에 윈도우 

필름을 붙여 전등, 혹은 자연광을 이용한 장소 특정적인 설치 작업  <Up on the Roof>(2013作) 외 

<Behind the Doors>< Ensichten in Aussichten>, <The Last One Turns off the Light>.....

< Up on the Roof > (2013作)는 이러한<The Rooms >의 모형 작업으로부터 파생되어 크기와 장소를 실제 

건축 공간으로 확장시켜 하나의 공간 안을 상하로 나누는 동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 대립시켜 주어진 

전시장을 극명하게 낯선 공간으로 연출한 작업이다. <Behind the Doors >는 실물이 없는 텅 빈 공간에 

빛이 투과 하여 윈도우 필름 통해 비쳐진 가상의 건축 공간을 연출하는 설치작업으로 건물 밖의 자연광을 

이용하여 낮에는 밖에서 안으로, 건물 내부의 형광등을 통해 밤에는 안에서 밖으로 교차하는 서로 다른 

빛의 공간을 표현한다.

3. 이슈가 되었던 사건과 그들이 머물렀던 생활공간을 통해 타인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관찰자적 

입장에서 들여다보고 그것을 기념비로 시각화 하여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는작업 <지금의 

모뉴멘트>(2014作)~현재.

<지금의 모뉴멘트>는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착취 질서 속에서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내몰린 노동자, 

사회시스템으로부터 밀려난 세 모녀 그리고 박물관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던 이주 노동자들에 관한 

이야기로 각 전체 건축물에서 떼어낸 위 세 개의 모티브 (쌍용자동차 송전탑 농성, 송파구 세 모녀의 반 

지하 셋방, 포천 아프리카 이주노동자의 합판침대)를 "건축 꼴라주" 형식으로 쌓아 올려 제작한 작업이다. 

이러한 구성은 사건에 대한 아카이브(archive)이자, 당대의 사회적(혹은 종교적) 사건이나 인물들과 관련하여 

제작된 기념적 건축물, 즉 모뉴멘트 (monument) 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가치절하 되고 소모품으로 

취급되는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기념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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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4회 송은미술대상展, 송은 아트스페이스, 서울, 한국 (12월12일 예정)

Heavy Habit,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난지 전시실, 서울, 한국

2013 Behind the Doors, 베베어카 파빌리온 뮌스터 (Wewerka Pavillon Muenster), 뮌스터, 독일

Emscher Kunst 2013,란트샤프츠 파크 (Landschaftspark Duisburg-Nord) 두이스부룩, 독일

Brandschutz, 예나 쿤스트 페어라인 (Kunstverein Jena) , 예나, 독일

Sammlung, 플라트폼 퓨어 융에 쿤스트 (Plattform fuer Junge Kunst), 에센, 독일

2012 Empty Rooms, 쿠바 쿨투어 뮌스터 (cuba-cultur-Foyer), 뮌스터, 독일

Schnitt/stelle, 쿨투어좀머2012 (Kultursommer2012), 에빙호벤, 독일

Die da ist mit der da da(...), ES 컨템포러리갤러리 메란, 이탈리아

Einsichten in Aussichten, 프로젝트 하펜벡 2013 (ProjectHafenweg2012), 뮌스터, 독일        

 

주요 경력



- 42 -

Up on the Roof, 

roof plate, wood, 

plant, Italian live 

radio,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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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 Over, 

아이소핑크, 

페인트, 

133x13x377cm, 

2014 

                                      Behind the Doors, translucent film, 18,6x9,3x3,5m (WxDxH),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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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sichten in 
Aussichten
transparent glass 
film
Project Hafenweg 
20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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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ty Rooms
photos,wood
exhibition space 
cuba- cultur 
Muenster, 
Gemany
2012

               Yellow Sunshine, wall paint, „DIE DA IST MIT DER DA DA(...)“, ES contemporary 
                                                                                    art galler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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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oms
13 rooms in 
which I have 
lived, wood, 
chalkboard paint
6m heigh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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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홍

<익숙함, 낯설음 그 사이를 만들다>

어떠한 대상과 공간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은 시시각각 변하기 마련이다.

똑같은 물건, 동일한 장소라도 상황에 따라 미묘하게 다르게 인식되기 마련이다. ‘익숙한 것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는것’에서 시작한 민성홍 작가의 작품은 감성의 중첩과 재인식의 과정을 다룬다. 

‘Overlapped sensibility’ 시리즈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사회적 경험과 실행에 관한 보이지 않는 관계성과 

영향력, 새로운 장소, 문화와의 내적 충돌과 심적 변화에 대한 관심을 작업을 통해서 보여주려 한다.

작가의 경험적 공간과 우연히 마주하는 사물들간의 감성적 동화, 이 관계를 형성할 때 나타나는 의미적 

재인식 과정으로 거른 작품이며, 그는 자신의 기억과 감성에 저장된 스토리들을 회화, 드로잉, 조각 등의 

다양한 방법을 선택해서 그것을 찢거나 부수어서 재조립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어 자유자재로 풀어냈다. 

작가는 대상화된 사물들이나 수집된 이미지(Pigment print) 위에 사진을 잘게 찢어 붙이거나, 잘라낸 화면 

속 공간들을 투명 테이프로 다시 붙이고 혹은 잉크, 녹물 등을 이용한 드로잉으로 중첩된 자신의 감성을 

표현한다. 이는 작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의 ‘낯설음 과 모호함’ 에 대한 

재인식 과정이며, 조형을 연구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Solo Exhibitions

2013 ‘Overlapped Sensibility’, Sabina Lee Gallery, 로스엔젤레스, 미국
2012 ‘Compression’, 갤러리 마노, 서울
2011 ‘the ISLAND’, Gallery Art Ga, 서울           
2008 ‘Festival in the Island’, Sabina Lee 갤러리, 로스엔젤레스, 캘리포니아
2006 ’17 Minutes 52 Seconds in 490 Square Feet’, Sabina Lee 갤러리, 로스엔젤레스
2005 ‘A MEMORY OF THE ISLAND’,  Sabina Lee 갤러리, 로스엔젤레스, 캘리포니아
2004 ‘The Island: Fixation and Solution’, UC 갤러리, 몬타나 주립 대학교, 몬타나, 미국
2003 ‘The Island in Frame’,  Diego Rivera 갤러리,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The Island’ , E 3 갤러리, 뉴욕, 미국

 ‘The Island: Garden’ , Diego Rivera 갤러리,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Group Exhibitions

2015 ‘공공과 사유의 영역’, Project #808, 서울
2015 ‘Art Stage Singapore’, Marina Bay Sands 컨벤션 센터, 싱가폴
2014 ‘Korea Tomorrow- culture Print’, DDP, 서울
2014 ‘아트광주: 특별전- 공간설치 프로젝트’, 광주
2014 ‘시간을 거닐다’, 닥터박 갤러리, 양평
2014 ‘태화강 국제설치미술제 : 다리, 연결된 미래’, 울산
2014 ‘양평의 봄 (협력+상생)’, 양평군립미술관, 경기도
2013 ‘네버랜드, 그 첫번째 방’, 단원미술관, 안산
2011 ‘Touch’, 한전 아트 센터, 서울
2010 “Crisis? What Crisis”, Wannabee 갤러리, 밀라노, 이탈리아
2009 ‘Another Break in the Wall’, Wannabee 갤러리, 밀라노, 이탈리아
2009 ‘The Longest Day of Summer, One Lucky Day ’ S1F 갤러리, 로스엔젤레스           
2008 ‘Plan B’, Television 12,  서울
2008 ‘Hong Kong International Art Fair’, Hong Kong 컨벤션 센터,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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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lapped Sensibility: Channel, Installation, Steel wire, epoxy, thread, 2014 / 울산교 

 

                  Overlapped Sensibility: Channel, Installation, Steel wire, epoxy, thread, 2014 / 울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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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lapped Sensibility: Birds , Installation, Ceramic, white cement, acrylic on wood, 2014

               Overlapped Sensibility: Birds , Installation, Ceramic, white cement, acrylic on            

                wood,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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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sland, installation view, ceramic, Ice-sculpture melting on mirror, 

photographic documentation, 2011

                                           View of ceramic installation on wall, Ice-sculpture me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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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lapped Sensibility ( trophy, runner ), 가변설치, Resin, Rust drawing, pigment print on canvas, 2012

                          Overlapped Sensibility ( hair, nervure ), 135 x 418 cm , Pencil, white ink,  

                              pigment print on canva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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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lapped Sensibility, 가변설치, Mixed media, birdcage, 

wood, pigment print on canvas, 2012  

                   The Island, 가변설치, Breathing charcoal powder on photographic paper, woo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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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욱

개인전

2013 인사만 하던 가게에서, 갤러리 소소, 파주

2인전

2014 일상의 생각,(양정욱 + 배종현) 닻미술관, 경기

2012 사이의 변칙,(양정욱 + 이해민선) 사루비아다방, 서울

2009 예술은 적당히, 대안공간 가화, 서울

주요단체전

2015 랜덤액세스, 백남준 아트센터, 경기

2014 로우테크놀로지 : 미래로 돌아가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더 브레인, 카이스트, 대전

     누구나 사연은 있다, 경기도미술관, 경기

     숨을 참는 법, 두산갤러리, 서울

2013 제35회 중앙미술대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공중시간, 성곡미술관, 서울

2011 Class of 2011, 갤러리 현대, 서울

     Boiling point, 쿤스트독갤러리, 서울

     내일을 향해 쏴라4, 대안공간충청각, 서울

     나는 미래다, 김종영미술관, 서울

     九境·(구경), Gallery Space DA, 베이징

수상 및 레지던시

2013 중앙미술대전 우수상

2013 국립현대미술관 고양창작스튜디오

2014 경기창작센터(2년)

소장처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갤러리 소소,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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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내 작업은 예술과 자연의 관계, 에너지들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되었다. 작품 활동의 거시적 

목표는 인간중심적 시선, 이기적이고 안정 지향적이며, 고정적이고 편안한 시선을 넘어서, 다양한 힘과 생각

을 통해 사물과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을 변형(Metamorphoses)하는 상상을 더해 시적 공간을 표현하는 것

이다. 그 시적인 것은 작품이 표현되어있는 공간 속, 관람객의 오감 가운데 한 부분이라도 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초기 “예술가의 창작행위를 통해 사회를 치유하고 회복해야 한다는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에 관심을 가졌다. 

파리 시내 곳곳에 유기되어있던 부러진 의자, 오래된 의자, 사용되는 가구로서 기능을 다해버린 의자들은 

나의 창작활동과 연구에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당시 예술적 행위(여기서 행위는, 기능이 중지된 오브제를 인식하고, 전반적인 작업의 과정의 제스츄어를 

이야기한다.)에 의해 이 의자들은 연금술을 거친 금속처럼 변화를 겪게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죽은 나무, 

떨어진 나뭇가지 등에 새로운 삶을 위한 의식적 작업을 행한 숲에서의 프로젝트는 소멸과 탄생이라는 

커다란 우주에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

이후, 고산지의 탕카(탱화)들을 보기 위해 떠났던 라다크 여행의 계기로, 고도 4000m의 마을에서 중력에 

걷는 것과 숨 쉬는 것조차 힘듦을 느끼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에너지를 생각하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변화에 집중했다.

세포가 분열하듯 세상은 0.00001초도 쉬지 않고 변화하고 있다는 상징을 작품에 표현 하고자 하며, 또한 

작고 가볍고 사소한 것들을 집적과 반복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또 다른 에너지가 보여지는 작품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전

2011 Dream of Material, OCI 미술관, 서울
2009 날아다니는 꿈(Reve du vol), 노암갤러리, 서울
2007 메타모포즈-유망청년작가공모-, 주불한국문화원, 파리, 프랑스
2006 삶을 주다(Donner la vie), Gallery Apnee , 파리, 프랑스

주요단체전

2015 Sixth senses, Oci미술관, 서울
     New contemporary, 경기창작센터, 안산
     Lady Dior as seen by, 디오르플래그쉽스토어, 서울
2014 Condensation, 아뜰리에 에르메스, 서울
     Start, Saatchi Gallery, 런던, 영국
     색, 아람미술관, 고양
     Drawing now, Carreau du temple, 파리, 프랑스
     Condensation, Maison Hermes, 도쿄, 일본
     White, 신세계 갤러리, 광주
2013 인천아트구락부_인천아트플랫폼_인천
     Out of box, 헬로우미술관, 서울
     재료의 변용_모란미술관_남양주
     Nouvelle vaguel, Palais de Tokyo, 파리, 프랑스
     Ex, Espace des arts sans frontieres, 파리, 프랑스
     Materialization Dematerialization, 이영미술관,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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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600주년 기념전, 어울림누리, 고양
     Cool Running, 영등포 롯데갤러리, 서울
     Butterfly of the Eden, Fellini Gellery, 베를린, 독일
2012 디지털 산수인,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Distances, 오카야마 아트센터, 오카야마, 일본
2011 여성미술의 힘,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Young Artist project 2011:FUTUR LAB, 대구엑스코, 대구
     2nd충칭유스비엔날레,충칭미술관,충칭,중국
     플랫폼 페스티발,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from a distance keep a distance, 성곡미술관, 서울
     Bericht uber die Erinnerung und Heilung, 독일한국문화원, 베를린, 독일
2010 기억애,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동동(童動)! 숲으로의 여행, 상상톡톡미술관, 서울
     현대미술 영상＆설치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Di-stances, 관두(Kuandu) 미술관, 타이페이, 대만
     자치구역 1-130, 대학로아르코(구)본관, 서울
     만들어지는 산/인천아트플랫폼기획프로젝트 •, 인천아트플랫폼 크리스탈 큐브, 인천
     Distance, Cite internationale des arts, 파리, 프랑스
2009 조각적인것에 대한 저항전, 서울시립미술관본관, 서울
     이얍! IAP, 레지던시 특별전,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Paradis Artificiel-난지도프로젝트-, 난지갤러리, 서울
     Paper Magic, 방콕 내셔널 갤러리, 방콕, 태국
     제9회 송은미술대상전, 인사아트센터, 서울 
     New harmony 5x5-북경 798비엔날레 특별전, 아트미아, 북경, 중국
2008 세계속의 한국 현대미술 2 -파리-,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전 크레아시옹 08, 라빌레뜨 홀, 파리, 프랑스 
     53회 살롱드 몽후즈, 몽후즈 극장, 몽후즈, 프랑스
     뮐루즈 008, 파크 데 엑스포지시옹, 뮐루즈, 프랑스 
     Letter to Bernard, Miss china Gallery, 파리, 프랑스
     sans titre #, 엘데아(LDA, la deuxieme aile), 파리, 프랑스 외

수상 및 레지던시 프로그램

2015 경기창작센터 입주
2012 Fondation d'entreprise d'Hermes 아뜰리에 프로그램 선정
2012 국립현대미술관 고양창작스튜디오 8기 장기 입주작가
2011 송암문화재단 신진작가
2009 송은미술 대상전 입선
2009 인천아트플랫폼 1기 입주작가
2009-2010 문예진흥원 영아트프론티어프로그램 선정
2008-2009 서울난지창작스튜디오 3기 장기 입주작가
2008 프랑스 파리 시떼국제예술레지던시 입주작가

작품소장

OCI 미술관
삼성메디컬센터
에르메스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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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율의 사슬_트레싱지, 부러진의자, 떨어진 나뭇가지, 가변설치_2015

                                                      달의 탑_황동에 은도금_가변설치_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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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워 월드_밀가루_가변설치_2012 
                                                      
 

               

               

               

                                                                큐브먼트_종이, 선풍기_가변설치_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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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먼트(진행과정)_

종이, 선풍기_

가변설치_2007 

                                                          
                                                       

                                                          페이퍼 시티_A4지_가변설치_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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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라이크_탁구공_2011

                                        

                                                     큐브먼트_방수포, 헬륨, 공기_300x300x300cm_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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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_붕대_

가변설치_2005 

                                                소금의자_소금_가변설치_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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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균 

노동과 장소

나는 최근까지 수행적 의미로서 신체적 드로잉을 해왔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수월하게

도달할 수 있는 기존의 길 보다는 새로이 길을 만들어 가는 작업으로 노동과 삶의 가치에서

예술적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또한 나로부터 출발한 작업이 외부의 다른 요소와 충돌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의미가 발생하고, 그것이 작품

의 의미를 재구성함으로 결과마저도 과정으로 치환한다.

나의 작업(일)과 그 장소의 역사적, 사회적, 환경적인 특징들이 연결되고 교차하면서 의미가 발생하는 지점

을 나는 작품의 완성이라 본다.

개인전   2010 ‘320m, 396개의 블록 이동’(의정부 문화살롱 공)

         2009 ‘마을 이야기’(법원읍 동문리 마을회관)

         2007 ‘화해’(인사동 관훈갤러리)

         2000 ‘木 - 生 . 性’(인사동 종로갤러리, 고양시 목암 미술관)

레지던시 2012 문화살롱 공 (의정부)

         2010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안산)

외 다수의 그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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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준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들 바로 “나”에 대한 질타이자 우리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작업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방관자 효과에 집중합니다. 한 개인이 다수가 지켜보는 앞에서 큰 

위험에 처하였지만 아무도 개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팔짱을 끼거나, 뒷짐을 지고 

시선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개인, 즉 “나”의 방관이 아니라 개인을 군중이라는 이름으로 

숨기고 보다 큰 집단으로 응집하여 “나” 즉 개인이라는 책임과 의무를 등지고 스스로가 군중의 일부로만 

존재하며 익명성을 얻고, 다수와 함께 그 책임을 분산합니다. 그리고 “나”는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주변 

군중들을 보며 동질감을 얻고 스스로가 눈을 가리고, 귀를 닫고 입을 막으며 진실을 외면합니다. “나”들이 

모인 군중, 그들은 개인에서 군중의 일부로 파고 들어가 “내”가 가져야 하는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존재하지 않는 방관자이자 목격자로 만든 것입니다. 현대 사회 속에 사는 나는 개인이자, 군중이며 사회속의 

일원으로, 누군가에게 목격자이거나, 방관자인적은 없었는지, 누군가가 나에게 목격자이며 방관자로 한 

발자국 떨어져 나를 대면한다면 어떨지에 대한 의문을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전시

2015 제 2회 프랑스 공예 비엔날레 Revelation, 그랑팔레, 파리, 프랑스

2015 제 8회 경기도자 비엔날레 “오색일화: 감각을 채색하다” 반달미술관, 여주, 대한민국

2014 백스테이지 #6 가방의 무대, 시몬느 핸드백 박물관, 서울, 대한민국

2014 New Direction, LA Craft and Folk Museum, LA, US

2014 ITAB: International TECHstyle Art Biennale, San Jose Museum of Textile and Quit, US

2014 Young & Young Artist Project, 영은 미술관, 경기도, 대한민국

2014 NordArt 2014, kunstwerk Carlshutte, Budelsdorf, German

2014 태화강 국제 설치 미술제, 태화강, 울산, 대한민국

2014 Inter/National, Box Heart Gallery, Pittsburgh, US 

2013 코리아 투모로우 2013,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2013 제 1회 프랑스 공예 비엔날레, 그랜드 팔라스, 파리, 프랑스

2013 제 8회 청주 국제 공예 비엔날레, 청주 옛 연초장, 청주, 대한민국

2013 28thTallahasseeInternationalExhibition,FSUFineArtMuseum,FL,US

2013 Fantastic Fiber 2013, Yeiser Art Center, KY, US

2013 Flatlanders and Surface Dwellers, 516 Arts, NM, US

2013 View Point 2013, Montclair Studio, Center for Contemporary Art, NJ, US

2012 Open Door 8, Rosalux Galley, Minneapolis, MN, US

2012 New Fiber 2012, Eastern Michigan University Gallery, Ypsilanti, MI, US

2012 Body: Double: The Figure in Contemporary Sculpture, 

      Fredric Meijer Garden & Sculpture Park, Grand Rapids, MI, US

2012 Graver Lane Gallery, Philadelphia, PA, US

2012 Korean Art Show Special Exhibition, New York, NY, US

2012 Fiber Philadelphia 2012, Crane Art Building, Philadelphia, PA. US

2011 Focus: Fiber, Canton Museum of Art, Canton, OH, US

2011 WWW. Exhibition, Northfield Art Guild, Northfield, MN, US

2011 Portrait Show, Forum Gallery, Bloomfield Hills, MI, US

2011 Detroit Artist Market, DAM Gallery, Detroit, MI,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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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전

2013 Goblet of Fire, Gravers Lane Gallery, Philadelphia, PA, US

2012 Degree show, Cranbrook Art Museum, Bloomfield Hills, MI. US

2012 Fiber House, Forum Gallery, Bloomfield Hills, MI. US

2011 Knit Brow, Kingwood Gallery, Bloomfield Hills, MI, US

2011 One x One, Detroit, MI, US

2008 BFA Show, Gallery G2, Chicago, IL, US

아트 페어

2014 아트쇼 부산, 부산, 대한민국

2014 아트 스테이지 싱가폴 2014, 싱가폴

2013 Affordable 아트페어, 시애틀, 미국

2013 Affordable 아트페어,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2013 AAF 스톡홀롬, 스톡홀롬, 스웨덴

2013 le SM`ART 2013, 프랑스

2013 아트 모나코 2013, 모나코

2012 레드닷 아트페어 2012, 마이애미, 미국

2012 SF Fine Art Fair 2012, 샌프란시스코, 미국

2012 코리안 아트 쇼2012, 뉴욕, 미국

2011 레드닷 아트페어 2011, 마이애미, 미국

레지던시

2015 경기 창작 센터, 경기도, 대한민국

2015 버몬트 스튜디오 센터 Partial Fellowship, 존슨, 미국

수상 

2013 제 8회 청주 국제 공예 비엔날레, 입선

2013 View Point 2013, Montclair Studio, Honorable Mention of Jury

2013 15thAnnualAllMediaExhibition,UpstreamPeopleGallery,AwardofExcellence

2012 New Fiber 2012 3등

2012 Fiber Philadelphia 2012 In Memory of Judith Altman 2등

2012 Korean Art Show, 신인 선정전

2011 Detroit Artist Market 1등

      Cranbrook Academy of Arts Annual Scholarship Awards

소장

2011 The Morris & Gwendolyn Cafritz Foundation

출판

2013 Korea Tomorrow 2013

2012 Fiber Arts Now (Winter Issue)

2011 Fiber Focus 2011-2012

2011 Mercedes-Benz

작품 대여

2012-2013 Mercedes-Benz Cranbrook Art Selection for 2012-2013 Exhibition at MBFS in Farmington Hills, MI, US

2011-2012 Mercedes-Benz Cranbrook Art Selection for 2011-2012 Exhibition at MBFS in Farmington Hills, MI,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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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me you, Mixed media, 24 x 5 x 4 cm/ 8 x 2 x 1.5, 2014

                                          Blame you, Mixed media, 24 x 5 x 4 cm/ 8 x 2 x 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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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stander, Mixed 

media, 24 x 5 x 

4 cm, 2011-2015 

                          Bystander, Mixed media, 24 x 5 x 4 cm, 201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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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stander, Mixed media, 24 x 5 x 4 cm, 2011-2015 

                                                              Bystander, Mixed media, Life siz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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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ness, Mixed media, 30 x 20 x 24 cm, 2013 

                                                 Witness, Mixed media, 30 x 20 x 24 cm, 2013       

   



- 78 -

                                    Bias, Digital Print, Thread on glasses, 2015                        

                       

                                                           Bias, Digital Print, Thread on glasse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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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옥

작업은 나의 바깥에 존재하는 삶의 규칙이 다른 수많은 아비투스에 둘러싸인, 타자의 존재를 인식하는 나

(自我)로부터 시작된 그 구조화된 구조인 아비투스는 나와 동일한 형상속의 타자의 모습으로 복제되고, 반복

되어 얽혀 결국은 원본이 모호한 시뮬라크르(Simulacre)에 불과하다. 작업의 과정에는 수많은 아비투스의 만

남과 소통을 위한 필요조건이 존재하며 이를 연결시켜주는 소통의 기호로 창(窓), 도트(Dot), 큐브(Cube)가 

도입되었다. 즉 나를 버리고 타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야만 소통이 이루어지는, 부단한 판단중지의 상태, 즉 

천균(天均)이 이루어 져야만 비로소 타자와 만날 수 있는 양행(兩行)이 이루어진다는 장자의 소통과 연결된

다.

작업의 시작은 『CONNECTION』으로 타자와의 소통의 장을 통해 텍스트의 다양한 해석에 의미를 부여하고 

인간의 소통의지를 표현한 다차원의 공간을 의미하는 입방체(cube)로 부터이다. 

투영된 아크릴판의 비침을 통해 타자를 화면 속으로 끌어들였고, 시·공간의 중첩(Layer)을 통해 만들어지는 

기억이미지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시켜 타자와의 새로운 소통을 이루고자 하였다. 시공간으로 중첩된 

이미지와 시각적인 단편들로 분해되고 재배치된 동시적인 대상들은 한 화면으로 압축되며 개념의 중첩을 이

룬다. 또한 이러한 시공간의 중첩의 확대는 cube를 통해 layer된 이미지가 의미화 된 기억으로 집적되고 수

렴되는 것을 의미한다. 

『CUBE』로 이어진 작업에서는 캔버스를 벗어나 시·공간을 중첩시킨 아크릴cube에 투영된 빛의 굴절과 반사

를 통해, 작업의 대상이 주는 왜곡된 이미지는 스테인글라스의 빛의 색채가 주는 illusion을 추구한다.

또한 layer된 cube의 표면에 드로잉된 양귀비꽃은 현실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유리(遊離)하는 인간의 삶의 

모습으로 투영되고, 누드로 드로잉된 cube의 공간을 가득채운 LED빛은 시간의 간격을 두고 발광하는 

luminarie가 주는 이미지의 환영(幻影)이 우리에게 정신적 위안을 선물한다.

주요경력

개인전 5회 부스전 2회 단체전 20여회

2012 제1회 개인전 “CONNECTION"”展(성갤러리/대전)

2012 제2회 김혜옥展(만인아트갤러리/대전)

2013 제3회 김혜옥 아크릴소품전(갤러리피렌체/대전)

2014 제4회 개인전 “CUBE”展(가나아트스페이스/서울)

2014 제5회 개인전 “Lux & Lumen”展(LH갤러리/대전)

수상경력

2014 국제경기안산아트페어 대상

2013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특선

2013 환경 정크아트 페스티벌 특별상 

2011 청년작가미술대상전 특선

환경미술협회원, 한국현대미술작가협회원, 심양회원, 갤러리 피렌체대표

YouTube에 올린 동영상 링크

http://youtu.be/DknNiWwFG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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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샘

4

선, 선.

                                 선,

                                 한줄의 팽팽한

                                 획,

                                 또 하나의 팽팽한

                                 긁기,

                                 그리고 다시

                                 화폭 안 교차점들의 진폭이

                                 경계를 넘어 공간을 진동시키는 찰나까지.

                                 다시

                                 선

주요경력

2015 再提示, 스피돔갤러리 공모작가 선정, 스피돔갤러리, 광명

2014 二重之不在, 관훈갤러리, 서울

2012 偶然之一致, 갤러리 D'OR, 청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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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조도 계섬, 63X201, 한지 위에 수묵, 2013, 수정

                                                      

                                                      간월도-갈매기섬, 130X520, 한지 위에 수묵,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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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면 외간리 산 56-9, 67X189, 한지 위에 수묵, 2013

          

                          도담삼봉 _ 嶋潭三峰 _ DO DAM SAM BONG, 한지 위에 수묵, 162x5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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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섬_1, 108X400, 화선지 위에 수묵, 2014

                                     

                                                             

                                                             밤섬_2, 108X400, 화선지 위에 수묵, 2014

                               

제주 북동쪽 중산간 _ Jungsangan northeastward in Jeju _ 濟州 北東向 中山間,42.0X279.0cm, 화선지 위에 

수묵,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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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섶섬 _ Seopseom _ 森島, 78.3X40.5cm , 한지 위에 수묵, 2014

                                   차귀도 _ Chagwido _ 遮歸島, 130.0X324.0cm , 한지 위에 수묵,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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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암 _ Sainam 

_ 舍人巖, 

108.0X200.0cm, 

화선지 위에 수묵,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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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담

팀을 구성하는 다섯 작가는 모두 한국화의 재료, 기법을 각자의 작업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관심사

가 다르고 작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도 다르지만 동양의 각종 고전 작품들을 연구하는 것으로써 작업의 시

원을 찾으려 한다는 점에서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옛 그림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모사작업은 단순히 전통을 ‘회복’하거나 ‘잇는다’는 개념으

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인정을 받아 온 고전작품을 통해 지나간 시대 예술언어를 획득하고, 

이를 체득하여 현대의 언어로 새롭게 승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산수, 인물, 화조 등 장르에 구

애받지 않고 자신의 창작에 도움이 될 고전작품을 선택하여 그림의 바탕을 만들고 그림이 그려지는 과정은 

전통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겉으로 똑같이 보이는 것만이 아닌, 약식이나 편리를 따르는 것이 아닌, 재료와 

기법의 사용에 있어 정통성을 추구하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 강희정 - 타자적 이미지의 이중 공간으로 인간의 본질적인 내면과 감정을 담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 김희진 - 노란버스를 주요소재로 절대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마음과 불안이 공존하는 것을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풀  

          어 작업합니다. 

․ 박보영 - 전통과 현대의 시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과거가 묻어나는 현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주제로 작  

          업합니다. 

․ 윤홍경 - 산수를 소재로 외부환경과 내적 공간의 상호관계에 따른 ‘불안’을 주제로 작업합니다. 

․ 최은혜 - 나무를 주요소재로 하여 인간 내면의 심리를 담아내는 하나의 도구이자 은유의 대상으로 삼아 ‘이상적 세계’  

          를 주제로 작업합니다.

주요경력

강희정 

개인전 

위인부영화 | 갤러리 한옥 (서울,2015)

Beyond the metaphor | CNB갤러리 (서울, 2012) 

타자적 이미지의 이중공간 | 장은선갤러리 (서울, 2009) 

단체전  

MUT | 팔레드서울 (서울, 2013)

Next Generation | 예술의전당 (서울, 2011) 

제 6회 경향미술대전 | 유나이티드갤러리 (서울, 2011) 

TV 그림을 말하다 | 토포하우스 (서울, 2010) 외 다수

수상경력  

2011 경향미술대전 특선 

2008 제36회 구상전 특선

     경향미술대전 입선 

2006 안견미술대전 특선 

2005 용산 국제미술대전 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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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진

개인전  

밤 | 노랑 l 갤러리 도스 (서울, 2012) 

노란버스 징크스 l JH Gallery (서울, 2011)

단체전

한국화 특별전 l 리서울갤러리 (서울, 2014) 

개성열전 l 대구 현대백화점 GalleryH (대구, 2013)

너를 이루는 그림l 신미술관 (청주, 2013)

감정유발자들 l 운모하 (서울, 2012)  외 다수 

박보영

개인전  

‘경계없는 시간’ l 갤러리 아다마스253 (헤이리, 2014)

단체전  

아트로드77 l 논밭갤러리 (헤이리, 2014)                       

Position l 경민현대미술관 (경기도, 2014)

아트경주2013-특별전(신라의 신화 15인전) |경주실내체육관 (경주, 2013)             

한국미술의 소통 l 대한민국주상하이문화원 (상해 China, 2013) 

아시아프 l 문화역 서울284 (서울, 2012),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2011) 외 다수 

수상경력 

2013 겸재미술대전 특선   

2012 안견미술대전 대상

윤홍경 

단체전  

대학원 연합전 | 한원미술관 (서울, 2014)

open-in-out | 암웨이미술관 (서울, 2013) 

릴레이전| 꿈꾸는 섬 | SPACE 50 (서울, 2013)

동동서성이중홍 | 이화아트센터 (서울, 2013)

2010 아시아프 (성신여대, 2010)

최은혜

개인전  

Luminous l 중아갤러리 (서울, 2013)

Luminous l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2012)

Booth 동양화 새천년 선정 청년 초대작가 l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2009)

국제 교류전 및 단체전 (2, 3인전 포함)

Between Mu and Mu l 츄와갤러리 (동경 Japan, 2013)

流 l KAKIDEN Gallery (동경 Japan, 2010)

Image in Dialog l 한전플라자 갤러리/갤러리 미 (동경 Japan, 2010)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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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정, 수놓은 

둥근 공, 지름 

36cm 비단에 

채색, 2015

                         강희정, 가화초훼도(원작) 송-오병 12c, 45x27cm, 비단에 채색,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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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진, 노란버스, 징크스, 장지에 채색, 130 x 324 cm, 2011

                                             김희진, 위와 아래 6, 비단에 수묵 채색, 52 x 68 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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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보영, 압구정2013. 비단에 채색. 26x32.8cm . 2013

                                                   박보영, 시간의 강. 비단에 채색. 64x157cm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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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작) 무원직 武元直, 적벽도 赤壁圖, 12세기

                                          윤홍경, 어딘가에, 장지에 흙과 채색, 112 x 145.5 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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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혜, 기념비적 

순간의 영원성, 80 

x 180 cm, 한지 

위 혼합재료, 

2012.

The Eternity of 
the Monumental 
Instant, 80 x 180 
cm, mixed media 
on Korean paper, 

2012. 

최은혜, (원작) 마린 馬麟, 방춘우제도 芳春雨霽圖, 13세기. 

방춘우제도, 비단에 수묵담채, 27.5 x 41.6 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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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사람보다 물질(=돈)이 더 중요한 자본주의국가이다. 

나의 작업은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망과 욕심에서부터 시작된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인간의 욕심과 점점  극

심해지는 물질적인 것들을 쫒는 욕망들은 뉴스나 각종 매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물질 때

문에 자기 자신의 가족을 해치는 일,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  등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

며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자본주의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물질적인 상황을 초월한 이상적인 공간을 꿈꾼다. 물질이 전

부인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힐링(Healing), 웰빙(Well-being)이라는 단어들을 내세우며 몸과 마음 깊숙

한 곳의 병을 치유 받고 싶어 한다. 여기서 나는 동양화의 ‘산수화’라는 보편적인 소재를 끌어와 새로운 변

신을 시도한다. 동양 회화에서는 산수화를 영적세계로 보고 신선이 사는 곳으로 표현했고 문인들은 속세를 

떠나 모든 것을 초월해버린 공간이라고 여겨 산수화로서 이상향에 대한 욕망을 대신했다. 그 때 당시의 사

람들의 쉴 곳, 꿈속의 이상향을 그림으로 표현했던 것이다. 나는 산수화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바로 이 

유토피아(Utopia)적 성향에 집중하여 현대인들이 말하는 힐링을 표현하고자 한다.

주요경력

2014 안산시 지역작가전 ‘Ideal Landscape’

2014 제16회 단원 미술제

2014 좌도우서전

2014 아시아프

2014 최정아 갤러리 신진작가전 ‘Raw Regard’

2014 후소회 청년작가 초대전

2014 동덕갤러리 우수졸업작품전

2013 제15회 단원 미술제

2012 제18회 행주미술대전

2012 제14회 단원 미술제

2011 좌도우서전

수상경력

2014 안산시 지역작가 선정

2014 추계예술대학교 실기 수석 졸업

2014 제16회 단원미술제 동양화 부분 입선, 안산문화재단

2013 제15회 단원미술제 동양화 부분 특선, 안산문화재단

2012 제18회 행주미술대전 판화 부분 특선, 고양미술협회

2012 제14회 단원미술제 동양화 부분 입선, 안산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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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rupt Utopia01

                                                                            Corrupt Utopia02

                                    Corrupt Utopia (변질된 유토피아) 장지에 채색 80x300 2013

                           Ideal_Landscape. Atlantis_the_lost_utopia_혼합재료_43.5x73.0cm(x4)_2014



- 95 -

                 01.Ideal Landscape. Atlantis the lost utopia 혼합재료 43.5x73cm 2014 _w

                             

                              02.Ideal Landscape. Atlantis the lost utopia 혼합재료 43.5x73.0cm 2014_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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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Ideal Landscape. Atlantis the lost utopia 혼합재료 43.5x73.0cm 2014_w

                            

                             

                              04.Ideal Landscape. Atlantis the lost utopia 혼합재료 43.5x73.0cm 2014_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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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den Utopia 

장지에 채색

190x1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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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lantis. the lost 

people. male 

혼합재료 

53.0x33.0 cm 

2014 

Atlantis. the lost 

people. female 

혼합재료 

53.0x33.0 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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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리

우리는 각각 다른 사람이 만나 관계를 짓는 필연적인 삶을 살고 있다.

관계는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지만 나는 이런 환경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감정에서 작업이 시작되었다.

타인은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있어 불편한 대상으로 다가왔다. 불편함은 불안, 공포, 스트레스로까지 번지는

데, 세상을 빠르게 변화하기까지 한다. 가벼운 관계 속 겉치레, 빈말, 가면 같은 모습은 홍수처럼 쏟아진다. 

이런 가벼운 마음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는 신체성을 통해 서로 보지 못한 이면적인 감정들을 이야기 하고자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은 현상에서 벗어난 심상의 재구성으로 화면 안에서 닦임과 채워짐을 통해 수축, 

팽창한다.

인간관계 속 감정을 신체성과 식물을 결합하는 조형적 요소가 화면에서 직접적으로 강하게 다가왔다. 하지

만 최근의 작업에서는 눈에 보이는 신체성은 줄어들고 손으로 그림으로써 감정에 증폭적 역할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관계 감정에 대한 해소, 다스림의 수행의 과정을 거쳐 갈 수 있고, 관객들

은 무던히 지나갔던 일상의 감정의 되새김질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주요 그룹전 

2015 MAY FAY Ⅱ_ 대안공간 루프_ 서울

     아티스트 포트폴리오 Ⅱ_ 사비나미술관_ 서울

2014 Kukje Drawing InterFace_ 사이아트갤러리_ 서울

     걸어온 10년, 걸어갈 10년 비빔밤 뷔페_ 대안공간 눈_ 수원

     손그림전_ 아이공_ 서울

     손그림전2 비하인드 스토리_ BEOMEO ART STREER_ 대구

       

레지던시

2015 경기창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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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_종이에 

연필_39.0x28.5cm_

2013  

                                 Drawing_종이에 연필_28.5x39.0cm_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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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ior01_

캔버스에유채_

162.2x97.0cm_

2014 

Drawing_종이에 

연필_39.0x28.5cm_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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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ior02_

캔버스에유채_3

4.8x27.3cm_

2014

                                                            Exterior03_캔버스에유채_17.9x25.8cm_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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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ior06_

캔버스에유채_

162.2x97.0cm_

2014 

                                       Exterior05_캔버스에유채_37.9x45.5cm_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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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오고 추웠던__._  캔버스 위에 오일_  37.9_45.5cm_ 2014

                                             엄마와 싸운 날_ 캔버스 위에 오일_ 116.8_273.0cm_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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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원

개인과 사회 그리고 미디어의 틈 사이에는 모순과 역설이 가득하다. 유한한 삶을 모두가 영원 할 것 처럼 

살고 있다. 나는 작업을 통해 생명체가 그려내는 다양한 삶의 작동방식을 규명하려 한다. 모든 생명은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 까지 여러 층위의 폭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은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나는 작업을 통해 생멸生滅의 틈 사이를 헤집으며 생의 영속을 긍정하려 한다. 나의 

작업은 경험한적 없는 거대한 고통이나 슬픔, 닿을 수 없는 황망함에 대한 애도이거나 혹은 그에 대한 

방어기제로 작동한다.

개인전
2014 자라나는 것 들,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한 권의 풍경을 위한, 프로젝트스페이스우민, 우민아트센터, 청주
2013 미뤄진 것들, 화봉갤러리, 서울
2011 양가감정, 갤러리무이, 서울
2010 버릇이 습관이 될 때, 가화, 서울

주요그룹전
2014   MODEL3, 노암갤러리, 서울
     바람난 미술, 시민청/ 서울의료원, 서울
SURFACE(윤석원 배민영 2 인전), 갤러리 바톤, 서울 
       Stay In Memory,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13   MODEL2,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Environ-Mental-company, 남송미술관, 가평
       구름사이, 신미술관, 청주
       접근방식,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12  MODEL1, 노암갤러리, 서울
       아시아프, 문화역서울 284, 서울
2011  Talk Play Work, 관훈갤러리, 서울
       창원 아시아 미술제 특별전-동방요괴, 3.15 아트센터, 마산
       동방요괴 in the city, 충무아트홀갤러리, 서울
2010  한경건, K-아트스페이스, 성남 / 아트스케이프, 서울 
       성원국, A&D 갤러리, 서울
2009  601 비상아프트북프로젝트, 상상마당, 서울

수상 및 레지던시
2015 37 회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
2013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7 기 입주작가
2012 화봉갤러리 신진작가상
2009 601 비상아트북프로젝트 파이널리스트

책
2010 드로잉 모음집 ‘버릇이 습관이 될 때’
2008 이야기 그림책 ‘초록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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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th 193.9x390.6cm oil on canvas  2015

                                                           

                                                           Desire 130.3x193.9cm oil on canva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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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sh 

193.9x130.3cm  

oil on canvas  

2014 

Sublime 

193.9x130.3cm  

oil on canva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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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te 112x112cm 

oil on canvas 

2014 

                                                      show window 162.2x224cm  oil on canva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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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elier 193.9x260cm  oil on canvas 2013  

                                                             Farewell 112x162cm oil on canva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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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y grass 112x162cm oil on canvas 2013

                                                              lighting 80.3x116cm oil on canva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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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식

이번 작품은 경기창작센터에서 완성된 첫 작품들이다. 

지난날 작업 기회를 갖지 못해 잠시 접어둔 계획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그런 과정에 서 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과거의 내 작품을 분석하고 왜? 라는 물음에 답을 구하고 이성과 감성적 사고와 충과 합을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작업은 뫼비우스의 띠를 차용하여 표리부동한 인간사를 우회적으로 시사하면서 기하학적 

형상을 좀더 상징적으로 단순화하는 한편 상징적 형태에 띠를 그려 넣어 동적인 면과 겉과 속이 결국 

같다는 뫼비우스의 띠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개인전 8회 

국내외 아트페어 부스개인전 및 단체전 200여회 

청년미술대상전작가(청년미술전-seoul)/ 13回 seoul 현대 미술제(미술회관-seoul)/ SALON D HIVER (GALERIE DE 

NESLE-PASIS)/  FRANCE 한인 造形 예술회전 (한국문화원-PARIS)/ PARIS展 (도올Gallery－seoul)/ florean미술관 메일 아

트 프로젝트, 블랙홀 (florean미술관 루마니아)/ yokosuka 국제판화비엔날레(yokosuka 시립미술관, 가나가와현 일본)/ 단

원미술관 개관기념전 Art Now 2013 (단원미술관-안산)

수  상       

1989 제5回 무등미술대전 대상 

1990 제3回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대상 

작품소장     

금호문화재단, 대전시립미술관, 안산문화재단, 서울구로구청, 1세기 발전협의회, 광주광역시, 갤러리타블로 등

                                     

협  찬       

KBS드라마 ‘동안미녀, 드림하이2, 굿닥터’ 

MBC드라마 ‘신현모양처’, 베스트극장 ‘옆구리와 허벅지’ 등  

             

주요경력      

대한민국미술대전 운영ㆍ심사위원장

단원미술제 운영ㆍ심사위원

경기미술대전 운영ㆍ심사위원

경남도립미술관 미술장식품심의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겸임교수역임

광주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출강

kac한국예술원 창작문화예술학과 출강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출강

한국미술협회, 한국판화가협회 회원

現)한국미술협회 판화분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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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ade_49x147cm_Mixed Media on canvas_2014

                                                   Monade-Ⅰ_54~54cm_Mixed Media on canvas_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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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ade-Ⅱ_54~54cm_Mixed Media on canvas_2014

                                                   Monade-Ⅲ_54~54cm_Mixed Media on canvas_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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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ade-Ⅳ_54~54cm_Mixed Media on canvas_2014

            

                                                                        untitledⅠ_Mixed Media_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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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titledⅡ_Mixed Media_2015

                                                                        untitledⅢ_Mixed Media_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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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titledⅣ_Mixed Media_2015

                                                                        untitledⅤ_Mixed Media_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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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대식

본 작업은 한지를 붙이고 말리고 붙이고 말리는 반복되는 시간을 요하는 배접을 바탕에 두고 있다. 그리고 

그 위에 비닐을 씌우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을 것이라고 믿는) 자를 대고 일정한 비율로 작아져가는 닮은꼴

들을 비닐 위에 그려나간다. 그리고는 그 선들을 따라 완벽하고 곧은 흔적을 각인하며 지나가려고 무진히 

애를 쓴다. 그렇게 남겨진 흔적은 또다시 주변의 검은 연필로 칠해진 부분에 의해 더욱 부각되어 보이며 곧

지 않음이 드러난다. 또한 검은 연필로 칠해지는 면들도 연필로 덮여 종이가 보이지 않게 칠하려 애쓰지만 

결과적으로 들여다보면 완벽하게 칠해지지 않은 종이의 희끗희끗함은 날 불쾌하게 만든다.

이러한 작업의 행태는 내 삶과 닮아있다. 난 한 인간으로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고자 했다. 완전해지기 위

해서 내 안에 규제와 규범, 기준들을 견고히 세워나가고 그것들을 지키려고 애썼다. 때로는 회의를 느끼고 

기준과 규칙들을 무시하고 내 욕심과 이기심으로 살아가려고 해봤지만 어설픈 배려심과 내재되어있는 교육

의 영향으로 스스로를 괴롭게 할 뿐이었다. 두 가지 상충되는 마음과 상황 속에서 뚜렷하고 분명하게 세웠

다고 생각했던 내면의 규칙들은 시시때때로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곧게 새기려는 직선이 종이

의 요철과 손의 움직임에 따라 구불구불하게 새겨지는 것과 같이 말이다. 공의(公義)롭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기적이지도 못하게 양쪽에 한 발씩을 걸치고 합리화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작품을 완성하고 불쾌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들만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하나로 모이고 

공간 속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반응하면서 착시를 유발한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주며 신경질

적으로 만들던 요소들은 그 이면에 숨어버린다. 내 삶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생각이나 기준에 못 미

칠지라도 이러한 착시가 내 삶 속에 있기에 오늘도 견뎌내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본다.      

개인전
2014 ILLUSION, 하슬라미술관, 강릉
2014 ILLUSION, (재)한원미술관, 서울

2인전
2013 신화의 이면 - 박은하 ․ 편대식, 백공미술관, 인제

그룹전
2015 아티스트 포트폴리오Ⅱ - 포트폴리오 아카이브 라운지, 사비나미술관, 서울

2015 I need a massage, 노암갤러리, 서울

2015 사이에선물건들, 스페이스 선+, 서울

2015 지금, 바로 여기, 갤러리 그림손, 서울

2014 아시아프, 문화역서울 284, 서울

2013 제4회 국제현대미술 광주아트비전 - 고백의 정원,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광주
2010 동방의 요괴들77 하이서울아트페어, 여의도한강시민공원 (서울시창작공간 페스티벌 행사장), 서울

수상

2015 퍼블릭아트 뉴히어로 선정

Public Collection
백공미술관, (재)한원미술관, 캐슬렉스CC 등



- 118 -

                                                                    Rolling snow_2014

                                                     

                                                              

                                                 Untitled(valley)_한지에 연필_130.5 x 391.5cm_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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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cube 

No.8)_한지에 

연필_150x130cm_

2011

Untitled(cube 

No.1)_한지에 

연필_150x130cm_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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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cube 

No.15)_한지에 

연필_150x130cm_

2013 

Untitled(cube 

No.14)_한지에 

연필_150x130cm_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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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the 

horizon)_한지에 

연필_184 x 

184cm_2014

Untitled(cube 

No.16)_한지에 

연필_150x130cm_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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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variable 

cube)_aluminium_

16.5 x 16.5 x 

16.5cm_2014 

Untitled(vacant 

cube)_한지에 

연필_262.5x260cm

_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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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라

음악은 항상 시간을 구성하고 청중에게 시간을 인식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어떠한 음악의 형식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작곡가에게는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의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작업은 시간 안에서 각각의 소리의 배치와 소리의 형태에 중점을 맞췄었다. 특히 음악극이라는 

쟝르 안에서 언어가 소리의 재료로 사용되어질 때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음악은 어떠한 상호 작용

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대표작 두 작품을 설명하겠다. 

1. 음악극 Fragment (2012)

두명의 배우, 테너와 바리톤, 앙상블과 전자음악을 위한 음악극

두 주인공(아리엘과 플로)이 헤어진 지 일 년 만에 다시 만나는 시점에서 시작한다.

둘 사이의 복잡하게 얽혀있던 사건들 그리고 그 안에서 교차했던 감정들이 마치 조각을 맞추듯 전개된다.

흔히 주의에서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들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미묘한 감정들과 그것에서 시작되는 갈등

과 오해가 이 극의 주요한 내용이다.

2. Things we said today (2013)

6명의 목소리와 라이브 엘렉트로닉을 위한 작품이며 전자음악을 위한 기술적 연구는 파리전자음악연구소 

IRCAM에서 이루어졌다. 

독일의 젊은 소설가인 Judith Zander의 데뷔작 “Dinge die wir heute sagten” 의 영어번역본을 텍스트로 사

용하였다. 소설의 내용은 독일 베를린 근방의 작은 마을이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가족사에 대한 것

이다. 등장 인물들의 관계는 아주 복잡하다. 특이한 점은 줄거리의 진행이 묘사에 의하지 않고 순전히 인물

들의 모놀로그만으로 이루어진다. 즉 독자는 소설을 읽어나가면서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가듯 추리를 해

야만 한다. 이러한 모놀로그만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형식을 음악으로 대입시켰으며 6명의 성악가는 각각

의 인물의 성격을 표현하게 된다. 전자음향으로서 기존의 목소리의 한계를 극복하였으며 미리 녹음된 나레

이션을 통하여 각각의 주어진 인물의 캐릭터를 드러나게 하였다.

주요경력

Forum Ost&West 작곡상, 취리히 앙상블 작곡상, BMW 오케스트라 작곡상, 귄터 비알라스 작곡상, 베를린 오페라 작곡상 외 

여러 수상경력. 

Stipendium des Freundeskreises Karlsruhe, Unesco Aschberg Bursary for Artist, SACEM Busary등의 장학금. 

2011-2012 아르코 신진예술가 작곡부문에 선정되어 음악극 프로젝트 진행. 

2008-2011 미국,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에서의 여러 Artist-in-Residence 프로그램에 선정. 

2011-2013 파리의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아티스트로 여러 작가들과의 콜라보레이션 작품 발표. 

그 외 주요 음악제 중요한 현대음악 연주단체와의 위촉 작품 발표: 독일 바이에른주 방송교향악단, 서울시향, 도쿄필하모니, 

Berlin Neukoellner 오페라, Les Cris de Paris 합창단, Trio Catch, Ensemble Interface Frankfurt, Ensemble AsianArt Berlin 외. 



음원과 동영상 링크 목록 
 

1. 음악극 Fragment_Prologue - Concept Opera (2012) 동영상 
two voices, ensemble (flute, Violoncello, prepared piano and percussion), video and electronics 
Ensemble TIMF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 
https://www.youtube.com/watch?v=0srecsKAbE4 
 
2. 음악극 Fragment_Episode_2# - Concept Opera (2012) 동영상 
two voices, ensemble (flute, Violoncello, prepared piano and percussion), video and electronics 
Ensemble TIMF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  
https://www.youtube.com/watch?v=QM_iOf6s1YE 
 
3. Things we said today
for vocal ensemble of  6 voices and live electronics (2013) 음원 
Les Cris de Paris 와 IRCAM Paris 연주 
ManiFeste 2013 페스티벌 연주 
https://soundcloud.com/h-kim-7/things-we-said-today 
 
4. Texture of Reverberation  
for Daebuk and live electronics (2014) 음원 
안양 김중업박물관 개관 기념 개막공연 
https://soundcloud.com/h-kim-7/texture-of-reverberation 
 
5. Let it la Lampe
스웨덴 비디오 아티스트 Helena Norell 과의 콜라보레이션 작업 (2011) 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8DqMBCNoEBc&feature=youtu.be 
 
6. MUSICA PER DUELLO 
튜바와 라이브 엘렉트로닉을 위한 작품 (2012)  동영상 
파리 전자음악연구소 IRCAM에서 초연 
http://www.youtube.com/watch?v=661ABywlGuU 
 
7. PAN 
앙상블을 위한 곡 (2011) 동영상 
스페인 앙상블 Grup Mixtour 연주 
http://www.youtube.com/watch?v=McrEjQYmze0 

 8. FILMMUSIK 
독일 칼스루에 출신 감독인 Florian Haag와의 콜라보레이션 작품 (2010) 동영상 
오스트리아 린츠 유럽단편영화제 첫 상연당시 음악이 라이브로 연주되었다.  
http://www.youtube.com/watch?v=8bCMLyfKI7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