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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시몬에서는 단위가 되는 개체들의 결합을 통해 유기적인 형태와 구조를 연구하는 

작가 김주현의 개인展 “회로에서” (On the Circuit)를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개최

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김주현은 자신의 입체작품과 드로잉과의 관계를 보여줄 예정이

다. 일상의 경험에서 수집되고 움튼 다양한 작업의 아이디어가 입체작품으로 완성되기까

지의 과정을 고스란히 담는 그릇이 되는 계획서이자 제작도면이며, 또한 그림인 드로잉

들을 입체작품과 함께 전시하여 작품 제작의 전 과정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김주현은 서울대학교에서 조각을 전공하고,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미술대학을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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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이후 지금까지 열 두 차례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2005년 김종영미술관에서 개최

한 개인전 <확장형 조각>으로 ‘올해의 예술상’과 ‘김세중 청년조각상’을 수상했고, 2009

년 록펠러 파운데이션 벨라지오 센터의 레지던시에 참가하는 등 작품성에 대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가하며 꾸준히 작업을 해 오고 있다.  

 

작가는 그 동안 석고, 종이, 경첩, 철재, 목재 등을 사용해 그가 몰두하고 있는 프랙탈, 

카오스, 복잡성과 같은 현대과학의 사유를 조각과 설치작품으로 가시화하여 생태계의 관

계망을 표현해 왔다. 그의 작업들은 수학적 계산을 통해 설계된 부분들이 끝없이 이어지

는 유기체적인 형태를 보여왔으며, 그 형태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작가는 규칙을 만

들어 부여하는 등 협조하며 참여하는 입장을 지켜왔다. 그의 작품은 조립, 해체가 가능한 

유연성을 띄고 있으며, 단순한 규칙 속에 이루어지는 복잡한 실체를 보인다.  

 

이번 개인전을 통해 공개되는 “회로에서” 는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상호관계성을 일상

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전기회로에 담고 있다. “회로에서-접속”은 2배 확산구조로 결합

된 전선을 흐르는 한쪽 극의 전기와, 바닥에 놓인 금속판의 또 다른 전극이 피복이 벗겨

진 가느다란 철사를 통해 접속되어 수 백 개의 LED를 밝힌다. 서로 다른 두 전극이 만나

는 순간 발생하는 빛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접속의 의미를 강조함과 동시에 상호관계성의 

일면을 보여주고자 한다. 관객은 작가가 부여한 규칙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회로와 그 

가운데 흐르는 전기의 순간을 포착하며, 그 광경은 여전히 유기적인 성장의 가능성을 간

직하고 있다.  

 

작가 김주현의 작업은 입체작품이기도 하며 흰 표면에 그려진 설계도 그 자체이기도 하

다. 현대과학과 수학적 연구를 통해 입체 작업을 구상하고, 그 설계도를 입체화 하는 것

이 가장 즐겁다는 작가의 끝없는 열정과 행보에 주목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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