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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은미술관 2019-11-20
■ 학예연구원 정효정 / 학예팀장 박미나 
■ 문의: 031-761-0137

보도자료 ■ 2019. 11. 20 배포
■ 총 7매

  
2019 영은미술관 11기 입주작가(단기) 나광호 개인전

《 겨울 호랑이 냄새 Winter Tiger Smell 》전시 개최

n 《 겨울 호랑이 냄새 Winter Tiger Smell 》라는 제목으로 

   2019년 11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영은미술관 2전시실에서 전시 개최

  *전시 오프닝: 2019년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

 영은미술관은 영은 아티스트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되는 영은창작스튜디오 11기 나광호 작

가의 ‘겨울 호랑이 냄새 Winter Tiger Smell’ 展을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개최한

다. 나광호 작가는 유화, 수채화, 판화 등의 평면작업에서 입체 오브제 작업까지 폭 넓은 작업

을 한다. 이번 전시에는 그동안 해 왔던 다양한 장르의 작업들을 한 자리에서 선보인다. 

 나광호 작가는 어린아이들과의 미술수업을 많이 한다. 이 미술 수업시간에 아이들에게 유명한

그림들을 보여 주고 “보고 그리기”를 한다. 이 과정에서 눈, 코, 입 등의 형태가 가진 선입견이 

강한 아이들은 그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한다. 작가는 명화를 거꾸로 뒤집어 형태를 

그대로 따라 그려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을 아이들에게 만들어 준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훨씬 편안한 상태로 단순히 그리기에만 집중하게 되고, 훨씬 더 큰 즐거움

을 느끼며, 단순 모방에서 벗어난 이 결과물 역시 순수한 창작물에 가까워진다. 이 아이들이 그

린 그림은 작가라는 전문가의 범주 안에 있는 사람의 손을 거쳐서, 미술관이라는 제도권에 진

입하고 전시라는 상위영역에도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아이들의 눈을 빌리는 것, 또 모방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혼성모방의 연속성은 여러 손을 두루 

거치며 어색함과 능숙함을 겸비하며 예술과 장난, 가치의 높음과 낮음, 중심과 주변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위대한 작품이 갖는 절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창작의 순환을 위해 결정을 

유보하는 것이다.” 작가노트 중

 아이들의 그림은 다시 작가의 중요한 작업의 소재가 되어 작가는 아이들의 그림을 한 번 더 

“보고 그리기” 한다. 이런 작가의 작업방식에 대해서 듣고 작품을 감상하는 이들은 이 작품이 

예술작품으로서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예술작품의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스러운 

생각을 하게 된다. 창작물에 발생하는 저작권의 문제를 생각해보면 이 작품이 누구의 것인지,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명화”와 “아이들의 작품”과의 차이점은 무엇에서 찾아야 하는지의 문

제를 떠올리게 된다. 이런 애매모호한 지점에 나광호 작가가 작품으로 의도한 점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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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복제의 시대에 타인의 손과 눈을 빌어 예술의 원본성, 고유성, 오리지널리티란 유효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에디션이 가능한 작업 방식을 통해 차용, 이미지에 대한 해체와 조합이 

작업의 프로세스라 하겠다. 작업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어린 아이 같은 이미지다. 나에게 없는 

구불구불하고 틀린 형태의 선, 그리기의 원형에 대한 모습과 미술사를 통해 훈련 된 색채들과

의 관계 맺기가 되는데, 이것이 회화성을 담보하고 다른 층위로 감각을 이동시키며 작가는 지

속 가능한 편집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한다.” 작가노트 중

 이렇게 작가는 널리 알려진 대가들의 작품을 “빌려와서” 아이들의 눈으로 “해체”하고 다시 작

가의 전문적인 눈으로 그것을 “재조합“ 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작품은 원본의 고유함에 가치

를 더해 새로운 원본으로 탄생한다. 판화와 오브제 작업 마찬가지로 역시 아이들과의 협동 작

업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문구, 그림 등을 따라 그리게 한다. 이것을 실

크스크린 하여 입체 조형물의 외관에 조합하여 오브제 작업을 완성한다. 나광호 작가의 판화작

업은 여기에서 시작한다. 사진으로 촬영하여 입체를 다시 평면으로 만든다. 이 평면사진을 다시 

실크스크린 한 다음 그 위에 다시 색을 칠해서 (여전히 평면이지만) 음영을 더해 입체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친 판화는 유화나 수채화보다 작가의 손을 더 여러 차례 거치게 

되고 이것 역시 작가의 전체 작업과 같은 흐름을 가진 과정이다.   

 나광호 작가는 우리가 항상 보아왔고,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했던 위대한 작품이 가진 

절대성에 의문을 던진다. 다양한 프로세스와 시도로 탄생한 작품들과 함께 작가의 고민을 공유

할 수 있는 전시가 되기를 바란다.

■ 전시 개요

○ 영은미술관 영은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展_나광호

 - 전시명    / 영은창작스튜디오 11기 입주작가(단기) 개인전_나광호

              《 겨울호랑이 냄새 Winter Tiger Smell 》

 - 전시기간  / 2019. 11. 23(토) ~ 12. 15(일)

 - 초대일시  / 2019. 11. 23(토) 4pm 

 - 관람시간  / 화요일-일요일(월요일 휴관) 10:00 ~ 18:00 

 - 작   가   / 나광호 羅鑛浩 (Na Kwang Ho)

 - 출품 장르 / 회화, 판화, 오브제   

 - 주최∙주관 / 영은미술관

 - 후    원  / 경기도, 경기도 광주시

○ 예약 및 문의

 - 영은미술관 학예팀  
   031.761.0137

□ 다운로드 (보도자료 및 자료)
 - 홈페이지 : http://www.youngeunmuseum.org ’자료실‘
 - 웹하드 주소 : http://www.webhard.co.kr  아이디: ymuse 암호: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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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소개
나광호 (b.1979)

학 력

2016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회화전공 졸업

2006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회화전공 졸업

개인전

2019   겨울 호랑이 냄새, 영은미술관, 광주

2019   겨울 호랑이 냄새, 뮤지엄 SAN, 원주

2012   Infandult, OCI 미술관, 서울

2011   Drawing, 박수근미술관, 양구

단체전

2019   SeMA 신소장품 《멀티-액세스 4913》,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5   사물학 ll : 제작자들의 도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4   교감, 삼성미술관 Leeum, 서울

2014   유망작가 9인의 신작 모음전 生生化化, 경기도미술관, 안산

2009   Wonderful Pictures, 일민미술관, 서울
2007   막긋기, 소마미술관, 서울

수 상

2018   뮤지엄 SAN 신진판화작가 공모, 신진판화작가상

2017   이랜드문화재단, 최고인기상

2012   OCI 미술관, OCI YOUNG CREATIVES

2009   인천국제공항모빌아트공모전, 대상

2008   한국현대판화공모전, 이상욱상

2006   대한민국기독교미술대전, 대상

레지던시

2019   영은미술창작스튜디오, 광주

2018   인사아트스페이스 아틀리에, 서울

2017   OCI 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인천

2014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 777레지던스, 양주

2013   창동창작스튜디오, 서울

2012   경기창작센터, 안산

2010   박수근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양구

2008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작품소장

뮤지엄 SAN, 원주 /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경기도미술관, 안산 / OCI 미술관, 서울

오산시립미술관, 오산 /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 영은미술관, 광주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양주 / 박수근미술관, 양구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과천

인천문화재단 미술은행,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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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작품 이미지

 

▲ 원판 써레_Watercolor on arches paper_130x160cm_2018

 

▲ 끈 의자에 앉은 남자_ Oil on canvas_194x130.3cm_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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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원에서_Oil on canvas_194x112cm_2019

   

  ▲ 케이프 코트_Oil on canvas_190x110cm_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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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비전_Oil on canvas_162x130.3cm_2019

  ▲ 소화기_Silkscreen, acrylic on arches paper_116.7x91cm_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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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의 물병_Silkscreen, acrylic on arches paper_91x116.7cm_2019

▲ 빨간 소화기_Silkscreen, acrylic on arches paper, masking tape_67x115x22cm_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