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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IAa
인 사 말
Greetings

2020 예술공간 이아 기획

「 ZOOM IN IAa 」 展을 개최하며...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공간 이아는 개관 이래 현재까지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를 비롯한 주제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공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일상’이라는 키워드로 다채로운 작품 연출의 전시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예술공간 이아 「 Zoom in IAa 주민+이아 」 기획展은 회화, 설치, 영상 작업을 하는 7명의 

도내·외 작가들이 ‘일상’이라는 친근한 주제를 통해 예술을 어렵고 생소하게 여기는 관람객에게 예술가의 

삶, 일부를 전시하여 ‘Zoom in’으로 들여다보고 시각 예술의 맥락을 이해하며 예술가도 관람자와 같은 

정서와 문화를 공유하는 공동체라는 인식을 확장하기 위한 작품으로 전시를 선보입니다.

또한 관계에 있어서 친근함을 더하는 방법으로 ‘초대’라는 방식을 이용하여 ‘우리 집(작업실)에 놀러 

오세요.’라는 메시지를 전해 관람객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초대를 받은 관람객은 예술가를 이해하며 동시대 

예술의 정서를 ‘주민’과 ‘이아’가 함께 공유하는 자리에서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좀 더 가까이, 좀 더 편히 예술의 일상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가들과 예술공간 

이아의 고민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예술공간 이아는 도내·외 작가들의 활발한 전시활동 교류를 

통한 제주미술 발전과 도민 향유 기회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환, 곽상원, 김이박, 김현성, 박미라, 박주애, 조기섭 작가님과 전시를 풍성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도움주신 권주희 객원큐레이터 그리고 실무를 담당한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승 택 |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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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IAa
기 획 의 글
P r e f a c e

ZOOM IN IAa, 주민+이아

예술은 경험과 더불어, 그리고 경험 속에서 행해진다. 여기서 경험이란 예술 작품을 낳게 한 배경, 근간이 

되는 일상적 삶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흔히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원시사회에서는 삶과의 구별이 

불가능한 채로 존재했다. 또한, 회화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인 드로잉은 선사시대 동굴벽화에서부터 

발견된다. 인간은 본디 예술로 교류했다는 증거이며 우리의 역사는 시각 언어, 시각 예술의 형태로 기록되어 

전해진다.

흄은 “예술이란 그 자체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며 인간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의 전체적인 적응 

과정의 한 요소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적인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과정은 창작의 토대가 되는 

일상적 경험에서 출발해야 한다. 일상적 경험이란 공통의 정서를 기반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 

그에 따른 행동 양식이 축적되고 중첩된 지점이며 다수의 이목을 집중시켜 즐거움을 주는 현장이다. 예술은 

시·공간과 문화를 연결하여 인간의 삶을 고양하고 우리를 화합으로 이끈다. 또한, 예술은 일시적인 것을 

영구적인 것으로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의 마음이 깃들어 있는 예술 작품은 예술가가 사라지고 

난 후에도 존재한다. 그리하여 작품은 문화와 환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문명화된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주요한 축이 된다.

 

예술공간 이아가 마련한 ‘줌 인 이아(Zoom in IAa)’는 시각 예술가의 삶, 그리고 그것이 함축적으로 드러난 

작품을 일상적 경험에 비추어 이해하고 동시대의 정서와 문화를 공유하고자 기획했다. 줌 인(Zoom in)은 

카메라 촬영기법의 하나로 피사체를 향해 가까이 다가가는 방식을 말한다. 본 전시에서는 ‘이아를 자세히 

들여다본다.’ 그리고 그 안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예술가들의 삶을 면밀히 살펴본다.’라는 의미를 담는다. 

‘주민(Zoomin)’과 ‘이아(IAa)’가 함께하는 ‘친절한 예술공간’이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예술공간 

이아의 일상과 작가의 일상, 관람자의 일상이 만나는 지점은 하나의 경험적 사건이며 단순히 수학적 의미의 

합이 아니라 우리가 공유하는 정서를 기반으로 문화의 줄기를 형성해가는 과정임을 전달하고자 한다.

권 주 희 | 객원 큐레이터

#1. 장소의 문화, 문화의 장소로서의 이아(IAa)

예술공간 ‘이아’가 위치한 삼도2동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서사가 중첩된 원도심이다. 

‘이아’라는 명칭은 제주 사람들의 삶을 살피고자 했던 조선시대 정치, 행정을 담당하는 관아명의 이칭이다. 

민의를 대변하였던 기관의 역할을 이어받아 현재에도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예술을 잇는 장소로 

존재한다. 예술을 어렵고 생소하게 여기는 도민들의 삶 속에 예술이 스며들도록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아가 이어온 일상, 그리고 그 발자취를 함께 살펴보며 ‘친절한 미술관’으로써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드러내기 : 단면의 이면

‘예술공간’이란 사물(작품)과 관람자 사이의 내밀한 교감과 공감을 만들어 내는 장소로, 이번 전시에서는 

‘대화하는 미술’을 지향한다.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고자 할 때 그의 삶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본다. 그의 

눈으로 관찰하고, 그의 귀로 경청하며 애틋한 이해와 공감을 형성한다. 이러한 요소가 우리 자신의 구조 

속으로 스며들어 한 부분을 이루기 때문이다. 작가나 작품의 단면은 우리의 고정관념에 의해 고착된 

이미지가 있다. 그 감춰진 이면을 작가 스스로가 드러내고 자신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관람자는 마음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 작품 안에는 일상의 소재를 가지고 일상의 재료를 통해 소통하고 교류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가 깃들어 있다. 예술가는 우리와 함께 일상을 묵묵히 이어가며 동시대의 정서와 교류한다. 

#3. 스며들기 : 경험과 예술의 동시적 탐구

경험을 하면 할수록 미지의 세계가 열리는 이유는 경험의 영역을 제한하는 지평선이 움직이며 확장되기 

때문이다. 인간이 예술품과 교류하여 하나의 경험이 될 때, 그리고 그 경험을 누리고 가질 만한 것이 될 때, 

사물은 비로소 ‘작품’이 된다. 예술 작품은 인간의 경험과 그 의미를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풍부하게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본 전시 안에서 관람객은 체험을 통해 재료의 쓰임을 이해함과 동시에 작품의 제작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낄 수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해 기억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작품을 색다른 시각으로 감상하며 대상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탐색할 수 있다.



강태환  KANG Tae-hwan

곽상원  KWAK Sang-won

김이박  KIM Lee-park

김현성  KIM Hyun-sung

박미라  PARK Mi-ra

박주애  PARK Ju-ae

조기섭  CHO Ki-se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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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움공간 가변설치 _ mixed media _ 2018

강 태 환  KANG TAE 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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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s drawing - 空間 가변설치 _ mixed media _ 2018

비움공간 
260x500x400㎝ _ mixed media _ 2019

사실 주변의 급변하는 모습은 여러 가지 감정을 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자연의 모습들,        

숲과 바다, 풀 등이 정말 자연적인 배경이라면, 동시대의 도시화 되어가는 인공적인 배경 역시 자연적 현상(숲도 자연

이고, 건물도 자연이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사라지며 다시 탄생하고, 이러한 반복들       

속에 주체는 주체성과 자기를 반영하면서 자연과 문화 사이의 경계를 흐리며 리얼리티를 구축하고 있다. 

공간 안에 빛을 들임으로써 관람자들에게 대자연의 숭고를 지각적으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작가는 ‘유사자연’과 ‘유사숭고’

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연을 빼닮은 유사자연, 순간의 찰나이지만 뇌리에 강하게 남는 유사숭고 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냄으로서 낯선 공간을 

낯익은 공간으로 재창조 하였다. 

우리가 자연이라고 느끼는 것이, 우리가 인공이라고 느끼는 것이 동시대적으로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으며 그런     

모호성의 특징은 현재까지 전개된 작가의 작품 경향을 비롯하여 현실 속의 유토피아, ‘헤테로토피아적 숭고’를 체험   

하게 하고 있다. 

unexpected boundaries 가변설치 _ mixed media _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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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고의 순간 mixed media _ 가변설치 _ 2020 숭고의 향유 mixed media _ 가변설치 _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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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er 130×194㎝ _ oil on canvas _ 2019

Corner 130.3×162.2㎝ _ oil on canvas _ 2020

곽 상 원  KWAK SANG WON

나는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또 다른 ‘가상의 망원경‘ 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불완전함으로    

공백이 확대되어진 화면을 만들고 재조합과 재가공을 통해 만든 사물들과 인물들을 화면 안에 등장

시켜 주관적인 개입을 시도한다.

가상의 망원경을 통해서 직면한 현실의 대부분은 작업실에서 그리기라는 행위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기억의 모퉁이에 박히게 되어버린 파편들만 남게 되고 그 어떠한 공간의 메타포들만이 흔적

으로 남음으로써 대상의 존재를 암시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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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water 130×194㎝ _ oil on canvas _ 2019 Gesture 130×194㎝ _ oil on canvas _ 2020

나의 작업은 공동체적 현실 속에서 자신의 행위 및 사고를 스스로의 것으로 조각하고  싶어 했던 어떠한 

개인들. 

사회와의 유기적 통일체를 거부하려는 그 진행 경로 속에서 허탈한 고립감의 늪에 주저앉은 어떠한 

개인들과 관련 있다.

결과적으로 시각화된 작업속의 암시적인 인물들과 풍경들은 주위의 상황과 맞물리면서 개인의 인상

이 사라지거나 반대로 도드라지기도 하면서 생성되어진 또 다른 대상으로써의 잔상들이이며, 결핍의 

소산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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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ne 130.3×162.2㎝ _ oil on canvas _ 2019

Magpie 50×50㎝ _ oil on canvas _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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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 박  KIM LEE PARK

내가 태어나고 유년기를 보낸 고향의 집에는 외할머니가 

가꾸던 큰 정원이 있었다. 

우리 가족은 어머니가 근무하던 기업의 관사에서 관리인의 

자격으로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는데, 그 관사는 약 30년생 

소나무 50그루와 100년이 넘은 감나무 같이 큰 나무들

과 함께 약 100평이 넘는 큰 정원이 있는 곳이었다. 

외할머니와 집안의 어른들은 정원에 작물보다는 온갖 꽃과 

관상용 식물들을 키워냈고 해마다 수많은 꽃과 식물들로 

가득 찼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가족들이 식물을 기르고 키우던 

것이 나에게 식물과 함께 하는 삶을 어렴풋하게나마 일깨

워준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그 집을 떠나 성인이 되기 전까지 가족들과 살았던 집 또한 

항상 식물은 존재했다. 

학업을 이어나가고자 성인이 되고 나서 서울로 이주하고 

처음으로 개인적인 주거 공간이 생겼다. 

그 이후로도 20년의 기간 동안 20번이 넘는 이사를 하였

는데, 이 과정에서 먼저 식물을 기를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찾고 주거 공간의 조건과 알맞은 식물을 찾아서 키웠다. 

시간이 지나고 또다시 이사철이 되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새로운 집을 찾는 과정에서도 우선적으로 식물을 

잘 키워낼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공간을 찾으려 노력했다. 

이러한 식물 키우기에 중점을 둔 이사과정은 이사와 새로

운 지역의 적응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나의 불안한 심리

를 해소하려는 본능적인 행위였던 것 같다. 이러한 행위

는 자연스럽게 작업의 행위로 이어졌다. 

식물을 키우고 가꾸고 지키고 어떤 경우엔 포기하면서  

발생되는 이야기와 타인과 식물을 매개체로 소통을 하면서 

발견하는 시선들을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 작업으로 풀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물의 정원 가변크기 _ 화분, 관람객의 사물 _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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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 가변크기 _ 디지털 프린트, 진주핀 _ 2020

증명사진 
가변크기 _ 디지털 프린트, 진주핀 _ 2020 

(촬영_ 홍철기)

또한 식물을 키우는 행위는 살아 있는 생명의 생로병사를 닮아있다는 부분에서 일종의 

유기체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식물들은 처음의 생장이 시작 할 시기에 그   

주거 지역의 조건에 따라서 모양이 갖추어진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마치 새로운 종이 

생기듯 새로운 성격과 모양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유기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들의 거주 환경과 그 식물을 키우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사람에 따라 자라나는 모습이 달라지는 생사가 결정되는 식물들은 사회나 국가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삶의 내용이 변화하는 사람들과 많이 닮아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의 삶과 

식물의 삶은 서로 닮아있다는 상호적 관계성에 관심을 두고 풀어나가는 작업과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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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 가변크기 _ 디지털 프린트 _ 2020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가변크기 _ 리본 _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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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3 490×66×193㎝ _ 참죽, 오동 낙동 _ 2019

김 현 성  KIM HYUN SUNG

자연과 세계를 구분하려는 순간 자연 파괴가 인간의 죄로 등장했다면 함께 포용하려 할 때에 자연 이용의 순리적 세계가 

인간의 삶에 기여해 왔다고 생각해본다. 받아들이는 순리로서의 차이와 분리하려는 역리로서의 차별의 흐름은 항시 창조와 

소멸이 세계를 이끌어 왔고 그 창의적인 표현은 모든 문명의 근간을 이루었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는 끝내 살아낼 수 있었다. 

서로를 구분하려 할 때 인간은 자연을 벗어나며, 함께 나아갈 때 세상과 자연은 함께 공존한다. 그런 자연의 흐름에 따르고 

세상에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는 인간적인 심성이라고 표현하며 보편적 의식으로 개념화시켜왔다.

결# 순리와 역리

이 사회에서 서구 문명을 모방하는 것은 삶의 순리였으나 

표절은 삶의 파괴를 가져왔다. 모방은 창조를 바탕으로 

하는 존재의 순리를 따르나 표절은 자신의 욕망의 이익을 

바탕으로 하기에 자연이라는 순리적 세계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기적 세계를 무두질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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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전통문화는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바람이 나무를 흔들고, 

또 ‘내’가 나무와 바람을 흔드는 ‘존재론적 닮기’다. 서구 근대화 

사상이 ‘나’(주체)와 ‘너’(대상), 몸과 정신, 과학과 예술, 인간과 자연, 

기술과 예술을 분리시켜 놓고 대립시켰다면, 우리 전통문화는 

분리된 영역을 다시 통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역리로 본다면 

자연을 거스르면서도 자연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리는 

세계. 이것이 포용과 실리(합리적)로 무장한 현대에서도 잊으면 안 

될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일 것이다. 개별적으로 존재하지만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해야 한다는 이 은유는 자아와 비아, 

몸과 정신, 과학과 예술, 인간과 자연, 기술과 예술로 독립시키고 

분리시켜 바라보는 서구화된 시선에 대한 나의 생각을 담아본다.

결 #10 180×61.4×12㎝ _ 탄화 목, 목재 _ 2019

결 131.5×131.5×10㎝ _ 탄화 목 , 현무암 _ 2018

결 #4 139.5×55.4×36㎝ _ 탄화목, 황동장석 _ 2018

결 #5-2
58.9×58.9×30.5㎝ _ 느티, 참죽, 오동낙동 _ 2019

결 #7
120×59.6×52.8㎝ _ 목재 _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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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1 55.6×139.6×35㎝ _ 퍼포먼스 복합영상 _ 2019

SEEDS 125.0×132.0×31.2㎝ _ 벚나무, 호두나무 _ 2017

Lamp #4 120×120×210㎝ _ 물푸레나무, 호두나무 _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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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미 라  PARK MI RA

나는 도시의 산책자가 되어 주변을 산책하며, 그 이면에 숨겨진 검은 

그림자들을 들추어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타인들과 다른 목적의 

산책(‘빈둥거린다’는 표현이 더 적합한)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작은 틈새의 변화를 감지하고 조사한다. 이러한 태도는 범죄 현장에서 

수사 요원들이 단서를 수집하는 것과 흡사하다. 도시의 이면을 찾아

다니던 나는, 어느 날 사람들의 이해가 얽히고설킨 흥미로운 공간 

‘싱크홀’에 관심을 갖는다. 도시에서 벌어지는 지반 침식 현상 ‘싱크홀’

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래빗홀(토끼굴)을 연결해 가상의 

이야기를 만든다. 다수의 이해가 얽힌 욕망의 무게로 내려앉은 구멍, 

미지의 세계로 이어지는 통로로서의 구멍, 욕망의 대상들이 모여 사건을 

만들어내는 장소로서의 구멍을 상징하는 래빗홀을 통해 동시대에 

첨예하게 갈등 중인 재난과 불안을 말한다. 

전시 전경 _ 촬영 조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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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산책’시리즈는 도시를 산책하던 중 발견하게 된 구멍이 가진 

다양한 의미들, 예를 들어 상실감, 욕망, 슬픔, 공포, 의구심, 우울, 

관음 등의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어 그린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들을 구멍이라는 상

징과 은유로 표현한다. 각각의 이미지들은 느슨하지만 연결된 서사

를 가진다. ‘언더 더 스킨’에서는 검은 산책과 연속하여 도시의 풍경

과 그 안에서 느껴지는 개인의 소외된 감정에 주목하지만 사회 안에서 

정해진 역할들과 관계 속에서 노출되는 ‘취약성’과 예민함에 조금 더 

집중해 작업을 이어 나간다. 또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행 중인 

물질적 표면 제작과 함께 취약성으로 상징되는 표면에 대한 이야기를 

빗대어 작업한다. 밤물결(The Waves At Night)은 감정의 취약성

과 예민함이 가장 고조되는 ‘밤’이라는 시간성에 주목한다. 밤이라는 

시간에 증폭되는 공포, 불면증, 빛의 부재, 어둠, 암흑, 검은색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 주로 검은색의 재료를 사용

해 평면이나 드로잉 애니메이션으로 재구성하는데 겹겹이 쌓인 여러 

층위의 이야기를 관찰자의 시선으로 파헤친다. 검은색 풍경은 빈 공간

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많은 의미와 이야기들이 꽉 채워진 공간을 

상징한다. 따라서 색을 뺀다는 것은 비워 놓는 것임과 동시에 공간을 

채우는 것이기도 하다. 확고한 극단을 내포하고 있는 검은색으로 일상

의 이면에 숨겨진 틈을 그려내고 채워나가며 도시의 산책자가 된다.

스위치 온 16×30㎝ _ 종이에 펜 _ 2019

눈물이 사는 마을 72×60㎝ _ 캔버스에 아크릴 _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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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운 유령들 72×116㎝ _ 캔버스에 아크릴 _ 2020 표류기 80×116㎝ _ 캔버스에 아크릴 _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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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주 애  PARK JU AE

몸의 줄기 162×129.5㎝ _ 장지에 아크릴 _ 2020

최근 수개월 동안 호주 산불로 인해 수 억 마리의 야생동물이 죽고 까마귀는 쉴 

새 없이 울리던 사이렌소리를 흉내 내는 비극적인 사건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

다. 사람들은 야생동물들을 구조하던 중 어미코알라를 발견하였고 한쪽 귀가 불

에 타 없어졌지만 품속에는 상처 하나 없이 말끔한 아기코알라를 지켜내고 있었

다. 예술의 세계는 어쩌면 불길 속과 같다. 기회의 부재와 경제력의 어려움 치솟

는 집값으로 인해 내몰리는 작업실 등 예술가는 멸종 할지도 모르지만 살아내고 

있다. 나는 어린 아기코알라를 지켜내 듯 작가라는 여리고 연약한 존재를 지켜

내고 있다. 나의 몸은 삶의 불길 속에서 타오르고 있지만 행여나 다쳐서 작가를 

포기해 버릴까봐 걱정하며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 돈을 벌며 오랫동안 좋은 작

가로 살아남길 고대하며 길러내고 있는 모습이 임신이라는 숭고한 상황과 비슷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였다. 수개월 동안 세상 밖으로 작품이 나오기 위한 힘

겨운 침묵의 시간을 견뎌낸다. 나의 어머니는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 괴력

이 생긴다고 하셨다. 지켜내야 할 소중한 대상이 생기면 저절로 치열해지는 것 

같다. 어렵게 키워내고 있지만 시시껄렁한 삶의 한복판에서 작은 유희와 유머를 

잃지 않으려 한다. 내 삶과 예술이 지닌 공포를 환기 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삶이라는 불길 속에서 예술을 실천하고 천진함과 늘 공부하는 

자세로 끝내 살아남아 나의 존재 증명을 하는 게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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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st milk pot 27×26.5×28㎝ _ 도자 _ 2020

밤색바지꼬전자
12×25.5×22㎝ _ 도자 _ 2020

맘마 19×14×11㎝ _ 도자 _ 2020

Breastmilk 22.1×27.3㎝ _ 장지에 아크릴 _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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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이 34×21×11㎝ _ 도자 _ 2020침묵의 목격자 116.4×90.7㎝ _ 천에 아크릴 _ 2020



ZOOM IN IAa  4746  

조 기 섭  CHO KI SEOB

전시 전경 _ 촬영 조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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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re you looking for

백색의 공간에 상이 존재한다. 색이 없는 이 공간은 무한의 공간

이다. 시간적 공간이 찰나로 각인되는 자연을 그렸다. 시각적 공간의 

깊이를 화면에 담기 위하여 오브제를 선택한다. 

흐른다. 

빛이 흘러 상에 잠시 머물렀다 사라진다. 또렷한 형태의 오브제는 

관람자의 걸음에 따라 독특한 환영(illusion)을 보여준다. 시선에서 

사라지는 대상은 수평의 움직임에 따라 무한의 거리감으로 눈앞에 

드러난다. 실재가 환영이 되고 환영이 실재가 되는 순간 대상과 

나의 심리적 공간이 펼쳐진다.  

 

실경이 아닌 심경의 된 자연은 걷고 멈추어 응시하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눈을 감을 때 백법의 순간으로 들어간다.

백법(白法)은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말한다.

ZEN(禪) - 백법(白法)서산 마애삼존불
185×185㎝ _ 장지에 은분, 호분 _ 2018

ZEN(禪) - 백법(白法)반가사유상
185×185㎝ _ 장지에 은분, 호분 _ 2018

ZEN(禪) - 백법(白法)석굴암본존불
185×185㎝ _ 장지에 은분, 호분 _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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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머리 소년 247×172㎝ _ 장지에 은분 _ 2020

넝쿨 140×320㎝ _ 장지에 은분 _ 2020

돌 185×185㎝ _ 장지에 은분 _ 2020



Artist B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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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태 환  KANG TAE HWAN  

E-ma i l : rkdxoghks1116@hanmail.net

학     력 : 홍익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박사과정

           제주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졸업

           제주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개 인 전 :  2020 <Heterotopia> 한화아쿠아플라넷, 제주

           2019  <young & emerging artist 강태환>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Unexpected boundaries> 예술공간간 이아, 제주

           2018 <gaps drawing – 空間> 제 1갤러리 라이브러리존, 켄싱턴호텔, 제주

           2017 <Anther Perspective - 강태환 기획전>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2016  <gaps drawing – 休> 레인보우 큐브갤러리, 서울     

그 외 3회

단 체 전 :  2019  <Parallel> 평택호미술관, 경기      

제1회 창의인재저작권 전문강좌 기획전 <저작과 자작> 홍익대학교박물관, 서울 

<PHENOMENON> ARTARI GALLEY

           2018  가송예술상<여름생색전> 인사아트센터, 서울    

버드하우스프로젝트 <빛과 어둠> 기당미술관, 제주    

<제주 4.3(70주년) 청년작가 2인 초대전> 모뉴엘사옥, E-land, JDC, 제주

           2017  <제주-서울 프로젝트 탐라스케이프> 제주도립미술관, 성북예술가압장  

<제주인재주인> 제주청년작가 5인전, 화자아트센터, 부산  

<제주비엔날레>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그 외 다수

수     상 : 2018 가송예술상대상(가나아트센터, 동화약품, 가송재단)

           2016 제주문화예술재단 신진예술가 선정

           2011 제 18회 제주청년작가전우수청년작가 선정

            대한민국 미술대전 비구상부문 특선

           2010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 대상(2년 연속)

           2009 서울미술대전 특선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 대상

   

작품소장 : 제주그랜드호텔, 제주도립미술관, 제주중앙고등학교, (주)동화약품

곽 상 원  KWAK SANG WON  

E-ma i l : tomksw1@naver.com

학     력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졸업

개 인 전 :  2020 <저온곡선> 디스위켄드룸, 서울

           2019  <파편들로부터> 아트스페이스 휴, 파주     

<YOUTH>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17  <배회자> 갤러리 조선, 서울      

<soirbleu> 구 경성방직, 서울

           2014 <헤엄치는 새> 갤러리 이마주, 서울

           2013 <시선의 축적/사냥의 적> 갤러리 175, 서울

단 체 전 :  2020 <fair play> 디스위켄드룸, 서울

           2019  <chapter ii window project> 챕터투, 서울     

<illusion-elusion> 성남아트센터 큐브미술관, 성남    

<과정 추적자> 우민아트센터, 청주      

<발신자 조회>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18  <낯,가리다> 성남아트센터 큐브미술관, 성남     

<밤을 잊은 별>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야간산행> 아트스페이스 휴, 파주      

<화랑미술제-신진작가전> 코엑스, 서울     

<뉴드로잉 프로젝트> 장욱진 미술관, 양주

           2017  <우리가 아는 모든 언어> 금호 미술관, 서울     

<절망적 비관적 낙천적> 세움아트스페이스, 서울     

<인사이드 아웃> 프로젝트 스페이스 우민, 우민 아트센터, 청주

           2016  <육각의 방> 금호미술관, 서울       

<제3의 시선> 일현미술관, 양양  그 외 다수

수     상 : 2018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12기 입주 작가

           2017 서울문화재단 예술 창작 지원 사업 작가 선정

           2015-2017 금호창작스튜디오 11기 입주 작가

             ARKOWORKSHOP

           2014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사업 작가 선정, 신미술관신진작가 선정

작품소장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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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 박  KIM LEE PARK  

E-ma i l : arias4004@naver.com

학     력 : 계원디자인예술대학 화훼디자인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미술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개 인 전 :  2018 <미모사-sensitive plant> 위켄드, 서울

           2017 <자라는 모습> 갤러리 밈, 서울

          2016 <노심초사> 반쥴 루프탑 갤러리, 서울 

           2015 <이사하는 정원> 롯데갤러리 일산점, 고양

단 체 전 :  2020  <2020 글로벌 위크: 예술가의 공원, 치유의 공원> 문화비축기지, 서울  

<플랫포밍 합정지구> 합정지구, 서울      

<포레스트 뮤지엄> KT&G 상상마당 춘천 아트갤러리, 춘천   

<호텔사회 Hotel Express 284> 문화역서울 284, 서울

           2019  <누군가의 식물원> 서울식물원, 서울      

<인간의 자연> 아미미술관, 당진       

<그냥, 식물.> 공공연희, 서울       

<Flags> 두산 갤러리 뉴욕, 뉴욕

           2018  <카누 시그니처> 갤러리 카누 시그니처, 서울     

<경기 아카이브_지금,> 경기상상캠퍼스, 수원     

<자연스럽게>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수원    

<투명함을 닫는 일과 어두움을 여는 일> 어반 콘크리트, 서울    

<식물학개론>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제주

           2017  <Re-born/묶는 기술> 고색뉴지움, 수원      

<흔들리며 서서> 통의동 보안여관, 서울    

<노래하는 사물-뮤지비션>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덕후프로젝트 -몰입하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숨은 미술관 찾기> 헬로우 뮤지움, 서울    

<정원사의 시간> 블루메미술관, 파주      

<수작- 먹고 사는 기예술> 경기청년문화창작소 상상공작실, 수원

                그 외 다수

프로젝트 : 2020  <당신의 정원>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꿈꾸는 정원사> 구로문화재단, 서울     

<예술나눔 꼼-밥 아트> 스페이스 나인, 서울

           2018 <어떤 시선: 미술관, 식물 관찰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2017  <SeMA 예술가길 2017-표본 창고> 서울시립미술관 SeMA창고, 서울   

<아트 인 아라> 아라동 일대/아라 근린공원, 제주

김 현 성  KIM HYUN SUNG  

E-ma i l : artdruem@naver.com

학     력 : 034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전수교육조교 조화신 사사.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소목, 옻칠 연구과정 수료.

개 인 전 :  2020  <역리> 가시리 목공방, 제주        

<순리> 가시리 목공방, 제주

           2019 <결> 제주문예회관, 제주

단 체 전 :  2020  <제주아트페스타> 산지천갤러리, 제주     

<서귀포온라인아트마켓> 카페감저갤러리, 제주

수     상 : 2020 제주문화예술재단 청년문화매개특성화사업 임대료지원사업부문 선정

           2018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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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미 라  PARK MI RA 

E-ma i l : flaneur.mira@gmail.com

학     력 : 가천대학교, 회화과 학사 졸업

개 인 전 :  2020  <다음 역은 사이 숲> 라운지사이, 서울     

<검은 산책> A –Lounge gallery, 서울

           2019 <퀀텀점프 릴레이 2인전: 밤물결 > 경기도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 경기

           2015 <래빗홀> 북노마드 a.space, 서울

           2010 <Grey Eyes>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_ 비주얼아트센터 보다, 서울

           2008 <개인사 수집> 대안공간 미끌, 서울

단 체 전 :  2020  <작당모의> 공간 TYPE, 서울       

<꿈의 대화> A -Lounge gallery,서울     

<작가노트> 경기창작센터 전시실, 경기

           2019  <세상의 중심에서> GS 강서 타워, 서울     

<경기창작센터 창작레지던시 기획전 : 순환하는 밤> 경기창작센터, 경기  

<비밀없는 스핑크스> 금나래아트홀, 서울     

<경기창작센터 창작레지던시 입주작가 프리뷰전 : 수상한 아침> 경기창작센터                   

전시실, 경기

          2018  <서울문화재단 문래예술공장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 2018 결과전시 #1: 발화>, gs 강서타워, 서울    

<색칠놀이>, 문래예술공장 M30, 서울      

<경기천년 도큐페스타 경기 아카이브_지금> 경기상상캠퍼스 내 임학임산학관, 경기  

그 외 다수

수     상 : 2019-2021 경기창작센터 입주작가, 경기

           2011-2013 금천아트캠프 입주작가, 서울

           2020 경기문화재단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지원사업 「아트 체인지업」 선정

           2019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센터 릴레이 2인전 퀀텀점프 선정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사업_시각예술     

서울문화재단 문래예술공장 MEET프로젝트 선정 (Under The Skin)

           2018 서울문화재단 문래예술공장 MEET프로젝트 선정 (도서출판 색칠놀이)

           2015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사업_시각예술      

그 외 다수

박 주 애  PARK JU AE  

E-ma i l : parkjuyea@gmail.com

학     력 : 제주대학교 예술학부 서양화과 졸업

개 인 전 :  2020 <Breast milk> 새탕라움, 제주

           2019 <Yourself Yours> 갤러리2 , 서울

           2016 <피를 데우는 시간> 아트스페이스 씨, 제주

단 체 전 :  2019  <예술로 항해하기>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    

<제주신화상상갤러리> 나의이야기 신화이야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 

           2018  <SOLOSHOW> 해담하우스, 서울      

<박주애 이승미 이해강> 갤러리2 중선농원, 제주   

<Conectivity-jeju> 대안공간루프, 서울     

<Oh! open house-Tours Emeraldhill, 식민주의 식물학> Emeraldhill, 싱가폴

           2017  제주비엔날레 <투어리즘>,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로터스 랜드> 광주아시아문화전당, 광주     

<시즌2 레지던시 오픈스튜디오> 뉴욕 브루클린 나르파운데이션, 뉴욕, 미국

           2016  <AR TOWNS: 와랑 와랑 모다드렁>,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로컬 투 로컬 이종교배: 지역으로부터 정치> 아트포럼 리 부천, 오픈스페이스 배, 부산 

<청춘을 달리다>,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2015  <아트 & 아시아 제주>, 제주컨벤션센터, 제주     

청년작가 초대전 <현장>, 제주문예회관, 제주     

청년작가전 <결별>, 제주이중섭미술관, 제주

           2014  제주 젊은여성작가전 <예술 스타디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  

<ASIAF 아시아 대학생 청년작가 미술축제> 문화역 서울 284, 서울   

<제주 청년작가 선정 및 단체전>, 제주문예회관, 제주   

<제주도미술대전 수상작>,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청년작가 4인전 <미숙아, 미숙아>, 강남 유나이티드 갤러리, 서울   

그 외 다수

수     상 : 2017 나스 파운데이션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NARS, 뉴욕, 미국

           2013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 대상 수상

           2010-2013 제주 여성영화제 포스터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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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기 섭  CHO KI SEOB 

E-ma i l : a_joe90@naver.com

학     력 : 성균관대학교 예술학부 미술학과 한국화전공 졸업

개 인 전 :  2020 <은밀: 은빛이 거듭된 풍경>, 홍대 KT&G 상상마당, 서울

           2019 <Slow, but not slow – 슬로우라이브페인팅>, 스튜디오 126,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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