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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은미술관 2019-03-28
■ 학예팀 팀장 박미나 
■ 학예연구원 정효정
■ 문의: 031-761-0137

보도자료 ■ 2019. 3. 29 배포
■ 총 8매

  
2019 영은미술관 11기 입주작가(단기) 현종광 개인전

《잔상 After-image》전시 개최

n 《잔상After-image》이라는 타이틀로 2019년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영은미술관 2전시실에서 전시

 *전시 오프닝: 2019년 4월 6일 토요일 오후 4시

 영은미술관은 창작스튜디오 11기 입주작가 현종광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우리는 항상 눈으로 

자연스럽게 시각적 정보를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된 이미지는 눈에서 인식할 수는 없지만 그리

드(grid)라는 격자를 통해 보고, 뇌의 처리과정을 거치면서 각자의 기억 속에 주관적으로 남게 

된다. 작가는 이렇듯 주관적이고 유동적이며, 소멸되거나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 내기도 하는 

기억의 일종인 잔상(after-image)에 주목하는 작업을 한다. 

 사람이 가진 본능적인 이 감각은 실제의 고정적인 이미지를 우리의 기억 속에서 다양하게 변

형시킬 수 있다. 작가는 이러한 감각적인 현상(과정)을 그리드(grid)라는 도구를 가져와 캔버스 

안에 다시 늘어놓는 작업을 한다.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은 그리드의 한 종류라 할 수 있는 원

근법을 회화에 도입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20세기 몬드리안은 그림 속에서 노골적인 그리

드 사용으로 자신만의 독창성을 완성했다. 

 그리드는 눈으로 사물을 보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다. 현종광은 이렇듯 가장 보편적이고 전

통적인 방식인 그리드(grid)를 사용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리기를 전개한다. 먼저 눈으

로 보았거나, 볼 수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다. 실제를 가장 가깝게 묘사한 이 이미지를 

다시 파랑cyan 빨강magenta 노랑yellow 의 세 가지 색으로 기계적으로 분리 한다. 그리고 이

를 캔버스에 옮겨 그리는데 다시 빨강, 파랑, 노랑이라는 세 가지의 색만을 사용한다. 칠하는 

과정에서는 각각의 색을 겹치기만 할 뿐, 서로 섞지는 않는다. 섞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변화

이지만, 겹쳐지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다. 작가는 그리는 과정의 이런 우연하고 예측 불

가능한 변화를 추구한다. 이처럼 작가는 “무엇을” “왜” 그리는 지보다는 “어떻게” 라는 방법, 방

식, 과정에 집중한다. 누구나 보는 것을 그리는 보편적인 주제와 가장 고전적인 보는 방식인 그

리드를 차용한 회화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현종광 만의 가장 독특한 작품으로 완성된다.

 “가로세로 1인치 격자선 안에서 잔상들을 고정시키고 각각의 좌표 사이의 공간에서 기술적 또

는 서술적 모순을 순차적으로 허용하고 그 범위 안에서 파편화된 결과물을 재확인 한다. 따라

서, 그리드 체계 안에서의 실험적 제작과정은 보편적이나, 일시적이고 유동적이다. 



- 2 -

이것은 나에게 풍경 또는 인체를 둘러싼 사실적 화면과 연관시키지 않으며, 구체적이지도 않고, 

회화의 절대적 자율성을 강조하지 않으며, 단순히 과거 또는 현재의 어느 ‘발견’으로 언급되지

도 않는다. 그러나 거대한 모더니티의 유산인 그리드는 구조적, 신화적 특성과 결합하여 역설과 

모순적인 회화적 잔상들을 그리드 안에서 재배열하고자 한다.” (작가 노트 中) 

 가장 보편적인 것들을 가져와 독창적인 과정으로 완성한 회화를 작가 스스로는 페인팅과 드

로잉의 중간쯤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작가는 한 캔버스 위에 여러 번의 드로잉을 겹치는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생기고 이런 과정의 결과물에 더 의미를 둔다. 눈으로 보는 

과정과 그 장면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각자의 잔상으로 남은 그것을 예측 불가능한 과정

으로 표현한 결과물을 즐겨보기를 바란다.  

■ 전시 개요

○ 영은미술관 영은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展_ 현종광 

 - 전시명 / 《잔상 After-image》

 - 전시기간 / 2019. 3. 30 ~ 4. 28

 - 초대일시 / 2019. 4. 6(토) 4pm 

 - 관람시간 / 10:00 ~ 18:30 

 - 작    가 / 현종광(玄鍾光, Hyun Jong Kwang)

 - 출품 장르 / 회화

 - 주최∙주관 / 영은미술관

 - 후    원 / 경기도, 경기도 광주시

○ 예약 및 문의

 - 영은미술관 학예팀  
   031.761.0137

■ 작가 소개

현종광(b.1971)

jongkwanghyun@gmail.com  /  jongkwanghyun.com

2017  MFA in painting, SCAD (Savannah College of Art and Design)

2006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학과 박사 수료

1999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학과 석사 졸업

1995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학과 학사 졸업

개인전 

2018 갤러리 DOS, 

     서울CICA 미술관,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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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Alexander Hall Gallery, Savannah

2007 임립미술관, 공주 

      한갤러리, 서울 

2005 스페이스 함, 서울

2002 갤러리 가이아, 서울

1999 갤러리 이브, 서울 

1997 인사갤러리, 서울 

단체전

2018 Line of thought, CICA 미술관, 김포

2017 공모초대展, Gathered Ⅲ, 조지아 현대미술관 (MOCA GA), 애틀랜타

2016 알렉산더 잉크: 판화전, 알렉산더 홀 갤러리, 서배너 

2015 Bridge, 알렉산더 홀 갤러리, 서배너 

2014 Far from Home, The Fahm Hall 갤러리, 서배너

2009 뉴욕세계미술축제, 유엔본부, 뉴욕 

     부산국제아트페어 (BIAF), 부산문화센터, 부산

2008 동북아아트페어 (NAAF), Annex 컨벤션센터, 키타규슈

     한국현대미술전, 닝보미술관, 닝보 

2007 단야국제아트페어 (DANYA), 벽골제 아리랑문학관 전시실, 김제 

     동북아아트페어 (NAAF), Annex 컨벤션센터, 키타규슈 

     천태만상 (千態萬象) - 한국화가의 현재, 상해다륜현대미술관, 상해 

     서울메트로비전 2007, 서울메트로미술관, 서울

     현대미술 일본과 한국, 후쿠오카 아시안미술관, 후쿠오카

2006 현대미술의 환원과 확산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제5회 동북아시아전, 부산문화센터, 부산

     천태만상(千態萬象); 한국화가의 현재, 황성예술관, 베이징

2005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건립을 위한 미술인들의 전시회, 노화랑, 서울

     광화문 국제아트페스티발 (GIAF),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서울청년비엔날레,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분관, 서울

     홍익대학교 & 호주국립예술학교 - 교수작품 교류전, 시드니

     오리진회화협회 소품전, 갤러리 호, 서울

     광복 60주년기념전 ‘共存 - 한국미술 오늘의 조망,’ 경향갤러리, 서울

2004 한국현대미술특별展; Surging from Far East, 사라예보 국립갤러리, 사라예보

     사라예보에서 서울로; From Sarajevo to Seoul, 종로갤러리, 서울

     제46회 오리진 회화협회展, 단원 전시관 3관, 안산

2003 한․일 현대회화국제교류展,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2002 생활속의 그림: 정예작가 157인 작품展, 롯데화랑, 서울

     중앙아트홀 개관기념 초대展, 중앙아트홀, 샌프란시스코

2002 제21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1 제20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제37회 아세아현대미술展, 동경도미술관, 도쿄

     제35회 한국미술협회展,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대한미국 청년작가 미술축展,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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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0 광주비엔날레 특별展; 인간의 숲, 회화의 숲,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시장, 광주

1999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주는 젊은 미술인들의 메시지展, 롯데화랑, 서울

1999 제25회 서울현대미술제, 서울시립미술관 600년 기념관, 서울

1998 오리진회화협회展,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1997 제4회 차세대 시각展 - 인터넷 미술展, 예술의 전당, 서울

태평양을 건너서; 오늘의 한국미술展, 선갤러리, 로스엔젤레스

1996 제22회 서울현대미술제,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1995 밀레니엄 쇼展, 21세기갤러리, 서울

      제21회 서울현대미술제,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수상

2014 SCAD Grad Honors Award

2007 단야(DANYA)국제아트페어 특별상

2002 제21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우수상

2000 제19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작품소장

Savannah College of Art and Design, 보스톤한인교회 (PCU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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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ndscape in Cyan, Magenta, Yellow 130x127.5cm, oil on canvas, 2019 

▲ Landscape in Yellow 130x127.5cm, oil on canva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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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dscape in Cyan 130x127.5cm, oil on canvas, 2019

▲ Landscape in Magenta 130x127.5cm, oil on canva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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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dscape in Magenta 130x127.5cm, oil on canvas, 2019

▲ Landscape in Black 130x127.5cm, oil on canva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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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lls in the Box 162x130cm, oil on canvas,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