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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Anechoic

Figures>를 2021 년 4 월 15 일부터 6 월 19 일까지 개최합니다. 한경우 작가는 인간의 지각과
관념에 대한 고찰을 설치, 영상, 사진, 조각 등 다양한 매체로 표현해왔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소리나 전자기파의 반사가 없는 공간인 무향실(Anechoic Chamber)의 원리를 이용해
상대적이고 일방적일 수 있는 인간의 믿음에 대한 물음을 조형적 언어로 제시합니다.
한경우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측정 대상의 소리 외에 소음을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 삼각기둥,
피라미드 형태의 흡음재를 작품의 재료로 선보입니다. '무향의 공간'으로 변모한 공간에서 작가는
주변 환경에 반응이 없는 상태를 불통의 상태로 해석하였고, 이를 영웅들의 기념비, 화폐, 별과
같이 인간이 스스로 가치를 부여해 믿고 의지해온 대상들 ‘Anechoic Figures’로 재구성했습니다.
예로부터 인간은 전쟁의 영웅이나 정치가, 종교인 등을 기리기 위해 기념비를 제작해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그들의 업적에 대한 시선이나 평가는 달라지고 심지어는
파손되거나 철거되기도 합니다. 작가는 이러한 이념적, 종교적 갈등의 이유로 길바닥에 끌려
내려온 군상들을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한 채 더 이상 찬양받지 못하는 고요한 기념비로 1 층에
배치시켰습니다.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기하학적 군상들은 인간의 상대적 가치관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로, 특정 방향의 빛의 각도에 따라 여러 불규칙적인 모자이크 패턴을 이루는 것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전시장 곳곳에 위치한 화폐의 형상들은 돈의 이미지를 흡음판 형식의 부조 작업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작품의 흡음판 표면은 피라미드형으로 굴곡져 있어 소리의 반사를 최대한 억제
시키고, 화폐에 상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인간의 모습을 개념적인 소리에 비유하여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 돈의 모습을 형상화합니다.
어두운 밤하늘과 기하학적 별의 형상이 있는 3 층은 관객들을 적요한 공간으로 안내합니다. 어떤
염원이나 불만에도 반응하지 않는 고요한 별을 형상화한 이 작품은 밤하늘 높은 곳에 있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을 이야기합니다. 별 또한 인간의 가치관에 의해 지역이나
문화에 따라 다양한 형상과 의미로 해석되는 과정을 거쳐 상징성을 띈 하나의 아이콘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처럼 ‘무향의 형상(Anechoic Figures)’에는 모든 것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대해 일희일비하는 인간의 심리에 대한 고찰이 담겨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인간의
고정적 관념에 대해 고찰해온 한경우작가의 정적인 사운드 아트를 경험해볼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한경우 작가(1979)는 서울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한 후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에서 뉴미디어 석사학위를 수여했습니다. 미국에서 작업 활동을 시작한 작가는 Yaddo,
LMCC, Skowhegan 등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작가는 2011 년 귀국한 후 대안공간
루프에서 국내 첫 개인전을 가졌고, 제 11 회 송은미술대상 대상을 받았으며, 이후 2012 삼성 리움
미술관 아트스펙트럼전과 2014 부산 비엔날레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Smith College
Museum,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 국내외 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국제적인 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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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Standard Disorder, 살롱 드 에이치, 서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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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빔프로젝터를 가져와라!, 미디어극장 아이공, 서울, 대한민국
셀피, 나를 찍는 사람들, 성산아트홀, 창원,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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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의 미학,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서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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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ations at the Edge, 진시스켈 필름 센터, 시카고, 일리노이, 미국

소장품
국립 현대 미술관, 과천, 대한민국
서울 시립 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미술은행, 국립 현대 미술관, 과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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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ation view of Anechoic Figures, Gallery Simon, 2021

Installation view of Anechoic Figures, Gallery Simon, 2021

Silent Washington, 2021, EVA foam, Aluminum frame, 420 x 180 x 10cm

Silent Memorial-II, 2021, Sponge, Wood, Styrofoam, 300 x 100 x 100cm

Silent Memorial-III, 2021, Sponge, Wood, Styrofoam, 270 x 85 x 85cm

Installation view of Anechoic Figures, Gallery Simon, 2021

Silent Crane, 2021, EVA foam, Aluminum frame, 210 x 210 x 10cm

Silent Franklin-II, 2021, EVA foam, Aluminum frame, 420 x 180 x 10cm

Silent Franklin-II, 2021, EVA foam, Aluminum frame, 420 x 180 x 10cm (detail)

Installation view of Anechoic Figures, Gallery Simon, 2021

Silent piñata, 2021, Sponge, Styrofoam, 100 x 100 x 100cm

Silent piñata, 2021, Sponge, Styrofoam, 100 x 100 x 100cm

Silent Night, 2021, Sponge, Styrofoam, 66 x 66 x 66c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