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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EW
백정기

물(水)에 빠진 금(金)
2021. 10. 20 수 - 2021. 11. 7 일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에서 마련하는 백정기 개인전의 제목 <물(水)에 빠진 금(金)>은 자신의 사주에
서 두드러진 금(金)의 성향에서 착안하였다. 사주 팔자의 명식에서 많은 수의 ‘금(金)’을 가지고 태어난
작가는 어느 철학관으로부터 금속을 다루는 일이 적성에 맞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돌이켜봤을 때
대학에서 자신의 전공인 조각 이외에 금속공예도 따로 공부하고 지금까지의 각종 기계들과 금속 도구
들을 사용하며 작업해 온 것을 보면 작가의 태생적 성향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명리학적으로 ‘물(
水)’이 부족한 백정기는 물과도 많은 연관이 있는 작업을 해왔다. 기우제를 지내는 의식을 퍼포먼스 영
상 설치로 만들어내거나(Pray for Rain: Cairo, 2008년 작) 한강의 오염도를 리트머스지마다 변화하는
색채 값을 이미지로 치환한 작업 Is of: Seoul(2013년 작) 등이 대표적이다. 2020년 개인전 <남단, 갤
러리 Erd>에서는 우기(雨氣)에 대해 버섯의 생태와 연결하여 보여주기도 했다. (버섯이 자라는 지역에
서 비가 빈번한 기우가 형성되는 이유가 바로 버섯의 성질 때문이었다는 연구 내용을 이무기를 받드는
제사를 지내서 물의 신인 용을 화나게 하여 비를 내리게 한다는 기우제의 원리와 연결하였다.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 소개하는 이번 2021년도 백정기의 개인전은 물과 연관한 금의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백정기 작가는 시감각을 벗어난 현상을 전시 공간 안에서 시각적으로 끌어오기 위한 위험 요소를 방어
하는 수단으로 물의 상징을 활용하였다. 핵심이 되는 장치를 둘러싼 구조물은 옛 조상들이 상징으로 삼
은 다양한 동물 또는 상상의 동물 형상 및 문양들이 자리한다. 구조물의 주요 지지대는 용의 형상으로
서, 용은 예로부터 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알려져 있다. 냉각수를 보존하는 장치는 불규칙한 패턴의 ‘빙
열문(氷裂紋)’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는 얼음이 깨진 모양으로서 아궁이의 화기를 얼음으로서 제어한다
는 의미를 가진다. 그 밖에 6만볼트의 전력을 만들어내는 장치의 커버로서 안전과 장수를 상징하는 거
북문양인 ‘귀부’를 만들었으며 가장 중심이 되는 핵원자로 주변에는 화마와 악귀를 막는 기능으로 사용
된 모양인 용, 호랑이, 봉황, 거북이 등을 모티브로 한 사방신이 배치되어있다. 돌, 금속 등으로 제작되
었을 이들 전통적 상징체들은 모두 현대과학기술의 결과물인 3D 프린터로 제작되었으며, 구조물의 심
장부에 자리한 금속의 핵융합 장치를 통하여 핵의 모습을 실제로 관찰할 수 있다.
백정기 작가는 동양에서 발명되었던 대부분의 과학기기들이 그 실용적인 용도가 분명한 동시에 아름다
운 장식성 또한 갖추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장식들은 그 과학기기를 통해 이루려는
과업에 대한 의미와 상징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했다. 동시대에 발명되었던 서양의 과학기기는 장
식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직 실용성에 맞추어 제작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과학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시각이 달랐음을 보여준다.
새로운 방법론을 가능하게 하는 ‘발명’에 가까운 설치 작업은 결과물을 위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장치까
지도 주술적 장식과 조형미를 가지며 작업의 일부로 인식된다.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 선보일 개인
전에서는 보다 정밀함이 요구되는 과학기기가 설치 작업으로 완성된다. 특히 현대의 과학기술을 접목
한 핵융합 장치는 실제 태양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현상을 본뜬 인공태양으로서 이를 통해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이라는 공간은 현재라는 시간성이 삭제되고 시공간을 초월한 다른 차원의 감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리가 된다.

PHOTO REVIEW
글래머샷, 장종완

투 더 문 To the Moon
2021. 9. 24 금 - 2021. 10. 14 목

예비 전속작가 소식

로와정, 장성은 작가가 ‘우수전속화랑 예비전속작가제 지원사업’의 오프라인 전시 <매니폴드 : 사용법
Manifold : Manual>에 참여합니다. manifold.art 웹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SHORT CUT NEWS
윌링앤딜링 전시 참여 작가들의 행방
노충현 작가는 chapterⅡ에서 개인전 <그늘 Shade>을 가졌습니다.
2021. 9. 30 - 2021. 11. 13
신건우 작가는 갤러리2에서 개인전 <Sik 蝕>을 가졌습니다.
2021. 10. 7 - 2021. 11. 6
이수경 작가는 가나아트 한남에서 개인전 <불씨 Flame Seed>를 가졌습니다.
2021. 9. 29 - 2021. 10. 17
이수경 작가는 북서울미술관에서 어린이 전시 <먼길 이야기>를 가졌습니다.
2021. 10. 5 - 2022. 6. 19
진달래&박우혁 작가는 공간 TYPE에서 개인전 <물 마늘 양파 우유 과일>을 가졌습니다.
2021. 10. 1 - 2021. 10. 30
황귀영 작가는 청년예술청 그레이룸에서 개인전 <어느 경비원의 일지>를 가졌습니다.
2021. 9. 28 - 2021. 9. 30
엄유정 작가는 학고재 디자인｜프로젝트 스페이스에서 개인전 <밤-긋기>를 가졌습니다.
2021. 10. 6 - 2021. 10. 20
로와정 작가가 기획, 공간디자인한 전시 <P-A-R-K>가 공-원 + 서왕공원 + p-a-r-k.net 에서 열렸습니다.
2021. 10. 8 - 2021. 11. 21
고재욱 작가는 정이정(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82-15)에서 개인전 <PEN PIC>을 가졌습니다.
2021. 10. 11 - 2021. 11. 7
심아빈 작가는 전라남도 증도 태평염전에서 레지던시 '소금 같은, 예술'에 참여중입니다.
2021. 9월 - 2021. 11월
정현두 작가는 카다로그(서울시 중구 수표로 58-1, 3층)에서 열린 그룹전 <견고하고 유연하게>에 참여했습니다.
2021. 10. 8 - 2021. 10. 28
신기운 작가는 '구애스트' 멀티버스 VR 작품을 세운상가 '스페이스바' 작가들과 연구 및 작업하였고,
작가와 전시공간을 가상의 멀티버스 환경으로 이전 또는 창조하는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Mbus421.com
구자명 작가는 인천아트플랫폼 G3 전시실에서 개인전 <소프트웨어의 성장과 형태에 대해>를 가졌습니다.
2021. 10. 15 - 2021. 10. 24
구자명 작가는 SAGA에서 열린 그룹전 <그리니치 천문대를 공격하라>에 참여합니다.
2021. 11. 4 - 2021. 11. 28
신기운 작가는 첫째와 11년 터울의 둘째를 출산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글래머샷이 11월 한 달간 휴가로 가족사진 촬영을 쉰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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