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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EW
남진우 Jinu Nam
끔찍하고 아름다운 Dreadful Beauty
2021. 12. 15 수 - 2022. 1. 14 금
아티스트 토크 :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 일정 추후 공지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은 2021년 12월 15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남
진우 작가(1985년생)의 개인전 <끔찍하고 아름다운>을 개최한다. 오랜 기간 대왕오징어를 소재로 자신
의 정체성을 담은 세계관을 그려온 남진우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수작업으로 제작된 입체적인 회화와
콜라쥬 회화, 그리고 아크릴과 오일을 함께 다루는 캔버스 회화 등을 선보인다. 작가는 어릴 적 즐겨보
던 전대물에서 정형적인 주인공 로봇과 악당으로 분하는 괴물과의 전투씬을 회상한다. 그리고 늘 패배
하고 미움을 받는 괴물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곤 하였다. 오랜 시간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이방
인으로서의 자신이 갖추어야 하는 방어적 기질은 이들 괴물의 기이한 형상들과 동일시 되곤 하였고 이
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늘 주인공이었던 대왕오징어에 대응
하는 영웅들의 모습에 본격적으로 주목하였다. 이 영웅들의 모습은 악당을 설정하여 전투를 치루어 정
의를 구현하는 존재이다. 동시에 잔혹하고 거짓된 모습의 실체를 담아낸다.
전시 공간에는 오일과 아크릴을 사용한 캔버스 회화, 캐릭터와 풍경의 이미지를 별도로 그리고 오려내
서 조합하는 콜라쥬 형식의 크레용 회화, 그리고 광목천, 비닐, 바늘 등 다양한 재료로 이미지의 각 부분
을 입체로 만들어 조형해 나가는 입체적 회화 등을 선보인다. 이러한 다양한 기법으로 제작하는 남진우
작가의 회화에 대한 태도는 현대 미술의 영역 안에서 회화 형식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남진우 작가는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 2021년 아웃사이트(서울), 2020년 벗이미술관(용인), 2018
년 갤러리 도올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2021년 국립현대미술관 젊은 모색전, 2021년 천안
시립미술관, 2019년 대안공간 루프, 대구미술관, 베이징코뮨 등에서의 그룹전에 초청되는 등 활발한 활
동을 보여주고 있다.

나의 작업은 괴물이 되어야만 했던 존재들(영웅과 대왕오징어) 사이의 적대적 공생에 대한 서사시를 다
루고 있고, 이 서사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드러내왔다. 이번 전시에는 그동안
괴물(대왕오징어)를 무찌르며 항상 영웅적인 모습을 취하던 존재 (영웅)의 이면(실체)를 담은 작품들을
내놓는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그동안 믿거나 숭배해왔던 그 무언가가 사실 거짓된 것이라는 매우 끔
찍한 진실을 마주하기도 한다. 이 영웅이라고 불리우는 존재는 이 세상의 부조리한 진실을 우리 시야에
서 가려줄 끔찍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한 거짓된 신인 것이다. (작가 노트 中)

PHOTO REVIEW
이해강

M&M's
2021. 11. 17 수 - 2021. 12. 5 일
아티스트 토크 2021. 11. 28 일
팟캐스트 podbbang.com/channels/14065/episodes/24226202

SOLO SHOW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은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원에디션 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 <솔로쇼 : 복덕방>에
이수경 작가님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SHORT CUT NEWS
윌링앤딜링 전시 참여 작가들의 행방
권오상 작가는 노들섬 다목적홀 ‘숲’에서 열린 기획전 <KARTZ: Art Shapes the Future>에 참여했습니다.
2021. 12. 1 - 2021. 12. 19
권혜성 작가는 오수 작가와 함께 아트하우스연청에서 2인전 <Around Around>를 가졌습니다.
2021. 11. 25 - 2021. 12. 11
박경률 작가는 원앤제이 갤러리에서 개인전 <환상 한 조각>을 가졌습니다.
2021. 11. 11 - 2021. 12. 11
손동현, 정용국 작가 포함 한국화 작가와 연구자 등 30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한국화를 통해 아시아 미술의 내일을 생각하는 모임’이
서울시 종로구 낙원상가 내 디피(d/p)에서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2021. 11. 8
이세준 작가는 자하미술관에서 열린 기획전 <의도적 우연>에 참여했습니다.
2021. 12. 4 - 2021. 12. 26
이제 작가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획전 <제8회 종근당 예술지상>에 참여했습니다.
2021. 10. 7 - 2021. 10. 18
홍순명 작가는 영등포시장역 내 문화공간 라운지사이에서
개인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를 가졌습니다.
2021. 12. 7 - 2021. 12. 30
백정기, 장종완 작가는 울산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개관특별전 <포스트 네이처: 친애하는 자연에게>에 참여합니다.
2022. 1. 6 - 2022. 4. 10
김다움, 추미림 작가는 울산시립미술관 어린이 기획전 <노래하는 고래, 잠수하는 별>에 참여합니다.
2022. 1. 6 - 2022.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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