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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은미술관 2019-09-25
■ 전시팀 팀장 박소희 / 학예연구원 정효정
■ 문의: 031-761-0137

보도자료 ■ 2019. 9. 25 배포
■ 총 5매

  
2019 영은미술관 임광혁 개인전

《 그레비티 드로잉 Gravity Drawing 》전시 개최

n 《 그레비티 드로잉 Gravity Drawing 》라는 제목으로 

   2019년 9월 2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영은미술관 4전시실에서 전시 개최

  *전시 오프닝: 2019년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

영은미술관은 아티스트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되는 영은창작스튜디오 11기 임광혁 작가의 

‘Gravity drawing 그레비티 드로잉’ 展을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20일까지 개최한다. 

임광혁 작가는 3D 프로그램으로 지난 두 전시 ‘익스투르드 스트럭쳐(Extrude Structure, 2017)’

와 ‘제로 사이즈 오브젝트(Zero Size Object, 2019)’ 에서 3D 가상 공간 속에서 제작한 드로잉

을 현실로 구현하는 과정을 보여줬다. 앞서 말한 두 전시는 실제와 가상의 시·지각 경험과 그 

간극에 주목했다면 이번 전시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고 중력장 안

에서 직접 구현되는 작업을 보여준다. 실제 중력 내에서 재료의 특성을 살려 작업한 작품은 나

무의 형상을 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자연의 형태인 ‘분재나무’의 형태를 모티브 삼아 작업한다. 나무는 성장과정

가운데 중력 안에서 스스로 균형을 갖춰나간 형태라고도 할 수 있다. 이번 ‘그레비티 드로잉’전

의 조형 방식을 가시적으로 잘 보여 줄 수 있는 시각요소라고 생각했다.” <작가노트 중>

자연의 힘으로 탄생된 나무는 스스로 중력장안에서 균형을 잡으며 가지를 뻗는다. 작가가 고른 

재료인 철(Steel)은 공간에 드로잉을 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용접조각기법을 통해 중력에 자

유로운 모습을 보여 준다. 특히, ‘Gravity Drawing Tree’ 시리즈 는 ‘무게’를 나무형태로 시각화 

한 작업으로 조각과 땅이 맞닿는 하부구조(베이스)의 무게를 측정하고 그 무게와 동일(1G)하거

나 두배(2G)가되는 무게만큼의 철(Steel)을 재료로 사용하여 형태를 작업한다.

‘피규어 토르소(Figure Torso)’는 작품의 형태를 구성하는 요소로 작품의 단면적 수치를 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확장하고 증식하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사각형의 면과 원기둥이 동일한 면적

으로 구성되어 조각의 형태를 이루는 요소인 평면적 형태와 입체적 형태를 연결∙교차한 작업이

다. 

또한 작가는 좌대의 역할에 대한 다른 정의를 가시화 합니다. 일반적으로 좌대가 작품을 받치



- 2 -

는 공간의 분리적 요소라면 이번 전시의 좌대는 무게 혹은 면적으로 작품을 구성하는 물리적 

조건을 제시해 주제를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역할 한다. 

이번 전시를 접한 관람객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당연히 여긴 중력과 중력으로 인한 여러 변화

요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 전시 개요

○ 영은미술관 영은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展_ 임광혁

 - 전시명    / 영은창작스튜디오 11기 입주작가(단기) 개인전_임광혁

              《 그레비티 드로잉 Gravity Drawing 》

 - 전시기간  / 2019. 9. 28(토) ~ 10. 20(일), (월요일휴관)

 - 초대일시  / 2019. 10. 12(토) 4pm 

 - 관람시간  / 10:00 ~ 18:00 

 - 작   가   / 임광혁 (Lym Kwang Hyuk) 

 - 출품 장르 / 조각,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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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혁 (b.1981)

2012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일반대학원 입체미술전공 석사 졸업

2008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입체미술전공 학사 졸업

개인전

2019  Gravity drawing, 영은 미술관, 경기도 광주

2019  Zero Size Object, 어쩌다 갤러리 2, 서울

2008  Magnolia Lymos, 갤러리 라이트박스, 서울

그룹전

2019  신진작가 3인전, 포스코 미술관, 서울 (예정)

2019  THE SHIFT, 갤러리 박영, 파주 

2018  The Great Artist, 포스코 미술관, 서울

2017  나무들 사이로, 예술공간 수애뇨, 서울 

       '챕터(chapter) 2', 리나갤러리, 서울

2016  Blooming Garden, 잠실 롯데갤러리, 서울 

        움트다, 봄, 소피스갤러리, 서울 

2015  작은 미술관 밖 더 큰 미술관, 작은미술관, 안산

2014  ART & LIFE, 아트 스페이스 밴, 서울

2012  ART Garden, 강동아트센터, 서울

        Close To You, 갤러리 골목, 서울

2011  INSA ART FESTIVAL, 가나인사아트센터, 서울

         JAM, 장흥아트파크, 장흥 

2010  AHAF 특별전, 신라호텔, 서울

        And flowers, 김재선갤러리, 부산 

2009  하하미술관, 금산갤러리, 헤이리 

2008  Mapping the Future of Art, 인터알리아, 서울 

협업

2015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협업

레지던시

2019 영은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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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작품 이미지

 

      ▲ Gravity Drawing-1G-6.5 Tree, steel, 1100x900x1700cm, 2019

                    

       ▲ Figure Torso 720, steel and paint, 640x640x720c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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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gure Torso 920, steel and paint, 590x590x920, 2018

     ▲ Landscape Gravity, steel and stainless steel, 1170x850cm,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