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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은미술관 2019-08-20
■ 전시팀 팀장 박소희 / 학예연구원 정효정
■ 문의: 031-761-0137

보도자료 ■ 2019. 8. 20 배포
■ 총 8매

  
2019 영은미술관 11기 입주작가(단기) 한홍수 개인전

《 산 깊은 모양_ (령)_Haut-fond  》전시 개최

n 《산 깊은 모양_(령)_Haut-fond 》라는 제목으로 

   2019년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영은미술관 2전시실에서 전시 개최

  *전시 오프닝: 2019년 8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

영은미술관은 영은 아티스트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되는 영은 창작스튜디오 11기 입주 작가 

한홍수의 ‘산 깊은 모양_(령)’展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산 깊은 모양’으로, 생소한 

한자 인 (령)으로 전시 제목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관람자는 전시장에 들어서게 되는 

순간, 첫 눈에는 산 속 깊은 골짜기의 풍경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내 그 골짜기를 구성하는 하

나하나의 형상은 사람 몸의 한 부분의 겹쳐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한홍수 작가는 “인체

를 풍경처럼, 풍경을 인체처럼“ 그리는 작가이고, 그의 작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두 가지 주제는 ‘인체’와 ‘풍경’이다. 

 

 한홍수 작가는 더운 여름, 자연 본연의 모습이 절정에 이른 시기에 영은미술관 창작 스튜디오

에 입주해 매일 하나씩 자화상을 그렸다. 이 같은 반복적인 그리기는, 시시각각 다른 모습이지

만 동시에 일상 속 작은 변화는 느낄 수 없는 자연의 풍경과 닮아 있다. 이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일기 같은 관찰과 기록의 의미이며 화가로서 스스로에 대한 단련이다. 매일 하는 드로잉, 

즉 그리기의 반복은 작업 방식에서도 동일한 지점을 보여준다. 한 눈에 보기에 깊은 산 속의 

영묘(靈妙)한 골짜기처럼 보이는 그림은 사실, 인체 한 부분의 수많은 겹침으로 표현된다. 작가

는 “인체를 풍경처럼, 풍경을 인체처럼” 그리며, 이는 또한 작가가 가장 주목하는 두 가지 주제

이다. 

 작품은 부드러운 붓으로 유화물감을 얇게 하여 서른 겹 이상 덧칠하여 그리는 방식으로 작업

되며, 경계선이 흐릿해지도록 여러 번 겹쳐 칠하기를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작가는 일종의 정

화를 경험한다. 이런 결과물을 감상하는 관람객은 첫 눈에는 큰 풍경을, 그 다음 구체적으로 그

려진 무언가를 보게 된다. 반복된 덧칠로 흐릿해진 경계선을 넘나들 듯이, 무엇이 그려진 것인

가 생각하면서 생기는 애매한 감정은 “인체와 풍경“이라는 서로 다른 세계를 이동한다. 이런 과

정에서 관람객은 작품을 통해 작가가 꾸준히 추구해 온 “양의성”을 이해 할 수 있게 된다. 

“작업을 보는이가 회화에서 구체적으로 그러진 그 자체를 보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봄으로써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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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감성이 이동하는 것을 추구하고 싶다. 나의 예술 철학은 양의성을 지향한다. 즉 동양과 

서양, 영원과 현재, 이상과 현실, 예술과 예술가의 삶, 초월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성(聖)스러움

과 성(性)스러움의 양극을 방황하고 오간다.” (작가노트 중) 

 산 속 깊이 존재하는 듯 보이는 골짜기의 성(聖)스러운 풍경과 그것을 이루고 있는 인체 형상

의 성(性)스러움, 이 두 가지 반대적인 특성을 하나의 캔버스 안에 담고 있는 작품으로 구성된 

전시장에서 관람객은 현대의 회화작품에 대한 한홍수만의 조형언어를 볼 수 있다. 또한 평면의 

회화 작품에 이렇듯 다양한 감정의 흐름을 담은 작품에서 하루하루 자기를 단련하는 화가의 

치열한 일상과, 눈에 보이는 풍경과 그 풍경 안에 무엇인가가 그려진 구체적인 무엇을 보면서 

감성의 이동을 체험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 전시 개요

○ 영은미술관 영은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展_ 한홍수

 - 전시명    / 영은창작스튜디오 11기 입주작가(단기) 개인전_한홍수

              《산 깊은 모양_(령)_Haut-fond 》

 - 전시기간  / 2019. 8. 24(토) ~ 9. 22(일), (월요일휴관 / 추석연휴 9.11-9.16)

 - 초대일시  / 2019. 8. 31(토) 2pm 

 - 관람시간  / 10:00 ~ 18:30 

 - 작   가   / 한홍수 (韓 洪守, HAN Hongsu)

 - 출품 장르 / 평면, 

 - 주최∙주관 / 영은미술관

 - 후    원  / 경기도, 경기도 광주시

○ 예약 및 문의

 - 영은미술관 학예팀  
   031.761.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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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소개
한홍수 (b.1959)

1986    목포대학 미술학과 졸업

1993-94 프랑스 베르사유 미술학교 (Ecole des Beaux-Arts de Versailles) 수학

1996-98 독일 뒤셀도르프 쿤스트 아카데미

        (Kunstakademie, Düsseldorf bei Professor A.R. Penck 수학

 
개인전

2019  산 깊은 모양_령(), 영은미술관, 경기도 광주, 한국

2019  “Beyond the Scenery” ART PLUS GALLERY 서울, 한국

2019  한홍수展-어머니 바다 땅  母 海 地 행촌미술관 해남, 한국

2018  [얼굴.Twilight Zone] UM갤러리, 서울, 한국

2017  [LUMIERE CACHEE] BOA 갤러리, 파리, 프랑스

2016  에스빠스 리좀개관전, 창원, 한국

2015  Gallery Baum, 서울 한국

2015  유네스코 70주념 초대전, 기원의 뒷면, 파리, 프랑스

2010  Galerie 89, 파리, 프랑스

2000  Kulturforum willch,, 뒤셀도르프, 독일

1999  Espase Paul Delouvrier FIAP, 파리, 프랑스

 

단체전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제18회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Dive into light 기념전), 광주, 한국

2019  경치그림, 올미아트스페이스 기획초대전, 서울, 한국

2019  경치그림 권순철/서용선/한홍수 마산청과시장, 창원, 한국

2019  예술이 꽃피는 해안선 화첩여행(봄)전 행촌미술관, 한국

2019  INTERLACE,Dakshinachitra박물관, 챈나이, 인도

2019  Abstraction&Figuration, 파리, 프랑스

2018  간 gan ,소나무작가전, 파리, 프랑스 

2018  PAF 2018, 바스티유 디자인 센더, 파리, 프랑스

2018  얼굴.30 Scenery, 마산청과시장, 창원, 한국

       The ONE, Art Plus LYNN 갤러리, 서울, 한국

2017  Construction time Again, 바스티유 디자인 센터, 파리, 프랑스

       파리에서 온 휴가, 오차드 갤러리. 서울, 한국

       아트부산, BEXCO.부산. 한국  

2016  공간영역 Paris-LA, 중앙갤러리, LA ,미국

       Figuration et representation, 불랙스톤, GC 갤러리, 여주, 한국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 광주, 한국

       광주국제아트페어,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 광주, 한국

       130주념 한국,프랑스 수교기념, MJC,NANCY, 프랑스

       아트 부산, BEXCO.부산, 한국

       서울오픈아트페어, COEX,서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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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랑예술제, COEX,서울, 한국

2015  서울ART SHOW, COEX, 서울, 한국

       아름다운 다리, 한가람 미술관, 서울, 한국

       Interface, 마드리드문화원, 마드리드, 스페인

       감각교류, 국제예술공동체 파리, 프랑스

       유네스코 70주년 , 제3의 현실, 왕두, 한홍수, 파리, 프랑스 

 2014  그의영혼은 어디에?, 국제예술공동체, 파리, 프랑스

       ART-MONIE #2, L A 한국문화원 LA, 미국

2013  ODYSSEY, 주 워싱턴 한국문화원, 워싱턴 DC, 미국

       ART-MONIE] La Fabrique Galerie, 파리, 프랑스        

2012  파리에서온 소나무, 뉴욕 한국문화원, 뉴욕, 미국

2012  소나무20주념 파리-서울, 아라갤러리, 서울, 한국

2010  현대작가-생성, 바르샤바 한국문화원  바르샤바, 폴란드

2009  파리-LA 소나무작가협회전, 주로스엔젤레스,한국문화원, LA, 미국

2004  50주념 파리한인성당기념전, 한국문화원, 파리, 프랑스

2003  재불작가 100년 전 Galerie Gana-Beaubourg, 파리, 프랑스

2000  Galerie Gana-Beaubourg, 파리, 프랑스

1999  Grosse Kunst ausstellung, 뒤셀도르프, 독일

1995  제1회 재불작가 전,Fondation Eugene Napoleon, 파리, 프랑스

1987-88  중앙미술대전, 서울, 한국

 

작품소장

정헌메세나, 서울 

행촌문화재단, 해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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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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작품 이미지

                        ▲ 경치, Oil on canvas, 162.2x130.3cm, 2019

                                                                                        

                   ▲ 기원의 뒷면, Oil on canvas, 162.2x130.3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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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겹, Oil on canvas, 162.2x130cm, 2019

                         ▲ 겹, Oil on canvas, 162.2x130.3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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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 Oil on canvas, 162.2x130.3cm, 2019

▲경치, Oil on canvas, 162.2x130.3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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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원의뒤면, Oil on canvas, 193.9x130.3cm,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