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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은미술관 2019-01-10
■ 학예팀: 선우지은(큐레이터), 박미나(선임 학예연구원)
■ 문의: 031-761-0137

보도자료 ■ 2019. 1. 10. 배포
■ 총 9매

  
2019 영은미술관 YAFP 작가 홍유영 개인전

《치밀한 망각_Elaborate Oblivion》전시 개최

n 《치밀한 망각_Elaborate Oblivion》이라는 타이틀로 2019년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영은미술관 4전시실에서 전시

 *전시 오프닝: 2019년 1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

영은미술관은 YAFP(Youngeun Artist Family Program) 작가인 홍유영의 개인전 《치밀한 망각 

_Elaborate Oblivion》을 개최한다. 본 전시에서 홍유영은 작년 한 해 동안 심혈을 기울여 창작

한 다양한 캐스팅 작업을 비롯하여 설치, 조각 등의 신작을 선보인다. 홍유영 작가의 이번 개인

전에 대한 소개를 작가가 직접 언급한 글로 대신한다. 

도시 공간, 사물과 정치성 간의 사회적 관계와 자본주의적 도시화 과정에서 사물과 사고가 변

형되는 방법, 특히 도시 공간의 이용에 있어서 변화하는 사고와 공간의 생산과 변형의 정치성

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탐구해온 작가는 기존의 작품들을 통해서 일상의 사물과 사고가 공간의 

정치적 맥락에서 특히 자본주의 도시 체계를 구축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에 중점을 두고 작업을 해왔다.

이번 영은미술관 개인전 <치밀한 망각 (Elaborate Oblivion)>에서 선보이는 신작들에서는 사회

를 단일화시키고 시각화, 물질화시키는 비밀스럽고 은폐되는 치밀한 자본주의의 보이지 않는 

힘, 즉 그것의 지배의 기술에 대하여 공간적 관점에서 탐구해 본다. 이러한 힘은 기 드보르 

(Guy Debord)가 『스펙터클 사회에 대한 논평 (Comments on the Society of the Spectacle)』
에서 언급한 스펙타클적 권력에서도 잘 드러난다. “스펙타클의 정권은 생산뿐만 아니라 지각의 

총체를 왜곡시킬 수단들을 소유하고 있다. 이 정권은 기억의 무소불위한 지배자이며, 동시에 아

주 먼 미래를 만드는 기획을 결정짓는 통제 불능한 지배자이다. 이 정권은 혼자서 모든 것을 

통치하면서 자신의 약식판결을 집행한다.”1) 한국의 도시 공간은 빠르게 변모해 왔다. 전면철거

방식의 도시개발은 도시공간의 상품화를 통한 경제적 가치를 가장 빠른 시간에 극대화 시키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 시공사들은 주거공간 또는 사적 공간의 브랜드화를 가시화하고 재

개발의 어두운 이면은 가리어진 채 과거를 지우고 미래를 기획한다. 

1)  Guy Debord, Comments on the Society of the Spectacle, translated by Malcolm Imrie. Verso, London and 
New York, 1998, p.10. 



- 2 -

<치밀한 망각 (Elaborate Oblivion)> (2018)이라는 같은 제목의 여러 작품들 중 12개의 좌대로 

이루어진 설치 작업은 각각의 좌대 위에 각기 다른 지역에서 수집한 철거된 공간의 파편들을 

다시 우레탄으로 캐스팅한 파편화된 공간들이 설치되고 당연히 오브제로 향해야 할 조명은 작

품이 놓여진 좌대를 향하고 있다. 같은 제목의 다른 작업들 중 흰색으로 덮인 철거되어 해체된 

주거공간들은 다양하게 절단되어 새로운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오브제들 사이에서 흐릿하

게 한 귀퉁이를 차지하게 된다. 이들 작업에서는 자본이 기획하는 공간의 생산과 분배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는 기술적 문제에 주목한다. 첫 번째는 망각의 기술이다. 여기서 언급하는 

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자연스럽게 기억을 못하거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망각은 어떠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더 이상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

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권력 관계가 개입된다. 경제와 국가라는 폐쇄적이고 공격적인 두 

개의 권력이 만나 막대한 이득을 위해 그리고 그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 사고를 교란시

킨다. 망각은 이러한 폐쇄적 구조 안에서 작동한다. 이 폐쇄적 구조는 권위적인 지배 세력에 의

해서 만들어지며 이 구조를 통해서 세상을 말하고 이해하고 지각하게 된다. 이 구조 밖에 존재

하는 것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며 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두 

번째는 소멸의 기술이다. 끊임없는 개발욕구는 물리적으로 한정된 도시공간을 지속적으로 소멸

시킨다. 이러한 소멸은 단순히 오래된 건물들을 철거하는 표면적 행위만을 일컫는 것이 아닌 

그 공간에 함께 존재하는 시간성과 역사성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자연적 

소멸이 아닌 권력 관계에 의한 소멸이다. 그렇다면 이 소멸은 왜 필요한 것인가? 그것은 존재

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존재해왔던 무엇인가를 대신해 또 다른 무엇인가를 존재하게 만들고 

그 다른 것의 존재에 대한 사회적 당위성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세 번째는 위장의 기술이다. 위

장은 만들어진 정보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외면하게 하는 또는 이면에 무엇인가를 은폐하고 

왜곡시키는 허위 정보의 권력화를 말한다. 이 허위 정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로 보이지 않

는 것을 존재한다고 믿게 만드는 힘을 행사한다. 그것을 통해서 경이로운 질서가 구축되었다고 

믿게 하며 그 질서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시각을 통제하고 힘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

고 생각하고 보게 만든다. 이렇게 집요하게 치밀하게 만들어진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는 

은밀히 만들어지고 움직이고 지배되고 통제된다.

<손상되기 쉬운 완벽 (Fragile Perfection)> (2018)은 실리콘으로 캐스팅한 실제 철거된 공간들

을 얇은 끈으로 잡아당기고 이것을 다시 미술관 전시공간에 고정시키면서 복잡한 선적 공간을 

만든다. 물성이 바뀐 이 실리콘 공간들은 뒤틀리거나 늘어나고 또는 다양한 오브제들에 눌리게 

되면서 기존의 공간이 갖고 있었던 형태와 구조 및 관계에서 이탈하게 되면서 변형된다. 이렇

게 새롭게 개입된 힘의 종류와 크기 그리고 이것이 이끄는 방향대로 실리콘 공간들이 움직이

며 변형되면서 위태롭고 유동적이며 긴장감 속에서 만들어진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한 또 다른 

선적 공간이 구축된다. 이 공간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상품화된 공간들이 위장하고 있는 이상화

된 표면 뒤에 가리워져 있는 그리고 도시공간에서 쉽게 지각되고 쉽게 만들어지나 쉽게 소멸

되는 가벼움의 논리에 대하여 논한다. 건축물은 사회구조와 질서를 구획하고 역사를 만들기도 

하며 권력을 대변하기도 한다. 따라서 건축물은 한 사회가 목표로 하는 이상과 영속성을 내포

하기도 하는데 공간이 상품화가 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공간의 이상화가 기획되고 이렇게 기획

된 공간의 이상화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변덕스러운 시장구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된

다. 가벼움이라는 것은 어쩌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개념이라

고 볼 수 있다. 은밀히 구축된 경이로운 질서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부정해

야 되고 이러한 가벼움은 진리나 영속성을 부정하고 가공된 진리를 막연한 열망 속에서 쫓게 

만든다. ■ 홍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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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개요

○ 영은미술관 YAFP 작가 개인전

 - 전시명 / YAFP 작가 개인전_홍유영展 
           《치밀한 망각_Elaborate Oblivion》

 - 전시기간 / 2019. 1. 12(토) - 2019. 2. 1(금)

 - 초대일시 / 2019. 1. 12(토)  4 PM

 - 관람시간 / 10:00~18:00 (월요일 휴관)

 - 작    가 / 홍유영(Euyoung Hong, 洪惟永)

 - 출품 장르 / 조각, 설치

 - 주최∙주관 / 영은미술관

 - 후    원 / 경기창작센터, 경기문화재단

○ 예약 및 문의

 - 영은미술관 학예팀  
   031.761.0137

■ 작가 소개
홍유영(b. 1975)
現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출강 중

학력

2008-2013 골드스미스대학, 런던대학, 미술학 박사졸업, 런던 (pass without correction) 

   (지도교수: Dr Andrea Phillips, Phillip Lai)  

2000-2002 아이오와대학교, 석사졸업, 조소전공, 아이오와 (지도교수: Thomas R. Aprile )

1996    스탠포드대학교, 미술대학, 여름학기프로그램, 캘리포니아

1994-1998 이화여자대학교, 학사졸업, 조소전공, 서울

개인전

2019 Elaborate Oblivion, 영은미술관, 경기 

2018 Artist of the Year, 한국문화원, 워싱턴 

2017 Spaces Through the Negative, CICA 미술관, 경기

2016 Constructed Landscape, NARS Foundation, 뉴욕

Constructed Landscape, CICA 미술관, 경기

2011 Fragmented Space, 영은미술관, 경기

2007 Fragments, International Studio & Curatorial Program, 뉴욕

2006 Fragments, 갤러리현대 - 윈도우갤러리, 서울

2004 The Wall, 갤러리인, 서울

2002 Island, Eve Drewelowe Gallery, University of Iowa, 아이오와

단체전

2018 Quiet Riot, Wei-Ching Chen기획, Tina Keng Gallery, 타이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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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되지 않은 담론자들, 경기창작센터, 경기

이화아트페어, 이화아트센터,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신소장품전, 오산시립미술관, 오산

적막한 고요와 짙은 해무 사이, 경기창작센터, 경기 

통합 불가능한 이질적 개체들, 경기창작센터, 경기 

2017 Mapping the City, 홍유영 기획, SeMA 난지갤러리, 서울

        The 20-Sided Prism, SeMA 난지갤러리, 서울

        Open Studio, SeMA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2016 E19782016, 이영미술관, 경기

이화 130주년 기념전 Artfesta Ewha, 이화아트센터,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Indigeneity, The Human Rights Research Centre, The University of Ottawa, 오타와

Open Studio, NARS Foundation, 뉴욕

Source Material, Incube Gallery, 뉴욕

2015 Following Traces, 영은미술관, 경기

2014 MAC International, Metropolitan Arts Centre, 벨파스트

The Manual: Parts and Labour, Co-curated by John Chilver and Brighid Lowe, 오산  

        시립미술관, 오산

The Gallery Project, 아나토미미술관, 킹스컬리지, 런던

1호전, 이화아트갤러리,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2012 코리안 아이: 에너지와 물질, 사치갤러리, 런던

Penumbra, Bermondsey Project Space, 런던

2011 생활의 목적, 포항미술관, 포항

2010 영은 10주년 기념전: 그곳을 기억하다, 영은미술관, 경기

2009 조각적인 것에 대한 저항,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경계,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The Five Spaces, 창동스튜디오 갤러리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Fragmented Space, 창동스튜디오, 서울

2009 오픈스튜디오: CUE, 창동스튜디오, 서울

2007 현대미술교류전, 국립현대미술관 주관, 대청호미술관, 청원

인천국제여성비엔날레: Sensitivity - Pink, Cyborg, Imperfect Structure, 인천종합미술회  

        관, 인천

2006 부산비엔날레, SK Pavilion, 부산

Premio Fondazione Arnaldo Pomodoro -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Young       

        Sculptors, Fondazione Arnaldo Pomodoro, 밀라노

송은미술대전, 인사아트센터, 서울

작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주관,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구

EHS Project 2006: Emotion_Humanity_Seoul, 세종문화회관미술관, 서울

2005 Winter Solstice IV: Standards & Shifts in Contemporary Art, 

The Studio: An Alternative Space for Contemporary Art, 뉴욕

Scene of Reflection 11, 이화여자대학교미술관, 서울

신진작가 발언전, 토포하우스, 서울

Fragments, Todmodern Mills Heritage Museum and Art Centre, 토론토

21세기지성 과 감성전, 세종문화회관미술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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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F 2005: Light_Human_Gate, 세종문화회관미술관, 서울

2002 Midwest Ticket, Gallery 119, 시카고

MFA Thesis Exhibition, University of Iowa Museum of Art, 아이오와

Topeka Competition 24, Alice C. Sabatini Gallery, 캔사스

KAF 2002, 예술의전당, 서울

 

프로젝트

2018 경기창작센터 아트프로젝트 선정, 경기창작센터, 경기

2017 Variable Demarcation (Light), SeMA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Variable Demarcation (Flag), CICA 미술관, 경기

2016 A Space Made by Thirty Water Containers, CICA 미술관, 경기

2015 House Clearance, In collaboration with Hugh Muholland (Curator, MAC) and        

        Welcome Organisation, Metropolitan Arts Centre (MAC), 벨파스트

CHAGO Presentation, 사무소, 아트선재센터, 서울

2013 Flower Pot Project, 베리데일 스튜디오, 골드스미스대학, 런던

2012 House Project: Settling into the Vulnerable, 금호동 2가 200번지, 서울

2010 영은스페이스 프로젝트: Fragmented Space, 영은미술관, 경기

2009 창동 공공미술 프로젝트, 창동스튜디오, 창동, 서울

수상내역

2018 올해의 작가, 한국문화원, 워싱턴

100 Sculptors of Tomorrow, Thames & Hudson,런던

경기문화재단, 창작지원선정, 경기

2017 현대미술전시시리즈, CICA 미술관, 경기

2016 Young Korean Artists, CICA 미술관, 경기

2014 MAC International Shortlist, The Metropolitan Arts Centre (MAC), 벨파스트

2011 경기문화재단, 우수예술프로젝트선정, 경기

2007 The Pollock - Krasner Foundation, Grant for Visual Artist, 뉴욕

2006 Second Prize, Premio Fondazione Arnaldo Pomodoro -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Young Sculptors, Fondazione Arnaldo Pomodoro, 밀라노

파라다이스문화재단, 창작지원선정, 서울

송은미술대전, 송은문화재단, 서울

2001-2002 Paula Patton Graham Scholarship, University of Iowa, 아이오와

레지던시

2018 경기창작센터, 경기

2017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2016 The New York Art Residency and Studio (NARS) Foundation, 뉴욕

2010 영은미술관, 영은미술창작스튜디오, 경기

2009 국립현대미술관, 창동스튜디오, 서울

2007 International Studio & Curatorial Program (ISCP), 뉴욕, 

Sponsored by The Pollock - Krasner Foundation,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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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영은미술관(경기), 국립현대미술관(과천), 세방빌딩(서울), 계성초등학교(서울), 오산시립미술관(오

산), Fondazione Arnaldo Pomodoro(밀라노), University of Iowa Thesis Archives(아이오와), 

International Studio & Curatorial Program(뉴욕), The David Roberts Collection(런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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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stallation view, 2018

▲ Elaborate Oblivion, Found objects, Dimensions variabl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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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aborate Oblivion, Found object, ellipsoid, Dimensions variable, 2018

▲ Fragile Perfection, Cast silicone, string, found objects, Dimensions variabl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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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aborate Oblivion, Cast urethane, Dimensions variable, 2018

▲ Elaborate Oblivion, Cast urethane, found object, 40x32.8x101cm,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