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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를 주 매체로 다루는 장종완 작가는 작가 특유의 유머러스한 상황과 초현실적인 이미지들이 구성

된 풍경으로 어딘가 익숙하지만 화려한, 그리고 유머러스하지만 시니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가

족 사진을 주업으로 하는 글래머샷(이보라, 한대웅 듀오)은 키치함으로 가득한 화면 속에서 현대 사회

에서 형성된 다양한 개념의 가족 사진을 촬영하는 그룹이다.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 소개하는 전시 

<투 더 문 To the Moon>은 사진과 회화를 기반으로 한 설치작업을 통하여 현대사회에서 무수히 생성

되고 있는 성공 신화(특히 가상화폐, 주식, 부동산 등)에 관한 풍경을 드러낸다.

실제로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최고 상한가를 지칭하는 은어로 사용되고 있는 전시 제목 ‘투 더 문’은 

글래머샷 팀의 가상화폐에 대한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가상화폐 속 ‘투 더 문’에 도달하고자 하는 바램

은 신화적 허상과 현실 사이에서 드러나는 현대 사회 속 인간의 욕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외

에도 “떡락”, “그래프가 지하실로”, “운전을 거칠게 한다”, “장에 탑승하다” 등의 다양한 은어들과 이를 

둘러싼 심리전으로 인해 생성되는 감정의 변화 등이 전시 공간 속에서 은유적으로 시각화된다. 현대 신

화로서의 현상을 바라보며 화려함을 좇는 욕망과 그 이면의 풍경은 장종완 작가 특유의 비현실적이며 

유머러스한 이미지들과 글래머샷 특유의 화려하고 키치한 이미지들이 어우러져 색다른 공간으로 드러

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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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완 작가는 대구미술관에서 열린 Y아티스트프로젝트 <유머랜드주식회사>에 참여했습니다.
2021. 9. 14  - 2021. 12. 26

박노완

사람 얼룩

2021. 8. 27 FRI - 2021. 9. 15 WED

장종완 Jang Jongwan은 1983년 부산 출생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했다. 현재 서울

에 거주하며 활동중이다. 아라리오뮤지엄(2020), 아라리오갤러리(2017), 금호미술관(2015)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부산현대미술관(2021), 일민미술관(2021),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2021), 국

립현대미술관 청주관(2019), 덴마크 코펜하겐 니콜라이 쿤스트홀(2019) 등의 주요 단체전에 다수 참

여했다. 

글래머샷 Glamour shot은 을지로에서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80, 90년대 미국에서 유행했던 과

장되고 키치한 사진 방식을 참조해 독특한 분위기의 현대 가족사진을 찍고 있는 이보라, 한대웅으로 구

성된 듀오 팀이다.

정용국 작가는 목포에서 개최된 2021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에 참여했습니다.
2021. 9. 1  - 2021. 10. 31

정용국 작가는 김포아트빌리지 아트센터에서 열린 그룹전 <평평-팽팽>에 참여했습니다.
2021. 9. 2  - 2021. 11. 7

로와정 작가는 공-원에서 열리는 전시 <P.A.R.K>를 기획, 준비중입니다.
2021. 10. 8 - 2021. 11. 21

백정기 작가는 강원국제트리엔날레 2021 <따스한 재생>에 참여합니다.
2021. 9. 30 - 2021. 11. 7

백정기 작가는 송은아트스페이스 신사옥 개관전
<헤르조그 앤 드 뫼롱 : 익스플로잉 송은아트스페이스>에 참여합니다.

2021. 9. 30 - 2021. 11. 21

조혜진 작가는 에스팩토리에서 열리는 2021 서울국제도서전 <긋닛: 뉴 월드 커밍>에 참여합니다.
2021. 9. 30 - 2021. 11. 21

백경호 작가는 플레이스막2에서 열린 그룹전 <불완성 Into the Unknown>에 참여했습니다.
2021. 9. 10  - 2021. 10. 2

강석호, 김정욱, 노은주, 한성우 작가는 원앤제이 갤러리에서 열린
설원기 컬렉션 전시 <"1+1" 소장가의 시선>에 참여했습니다.

2021. 9. 2 - 2021. 10. 3

추미림 작가는 아이비라운지 갤러리에서 열린
2021 제1회 반도 전시기획 공모전 대상 수상작 전시 <공간탐색: 집>에 참여했습니다.

2021. 9. 14 - 2021. 10.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