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살펴보기!

김계현
김계현 작가님은 스스로 개발한 플라스틱
블록을 조립하여 동물들의 형상을 표현하
였습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코끼리와
침팬지, 호랑이(사자)들은 각기 다른 종류
의 동물입니다. 코끼리는 초식동물이고, 호
랑이(사자)는 육식동물, 그리고 침팬지는
잡식 동물이죠. 그런데 이 동물들이 한꺼번
에 모여있다니! 이런일은 상상 속에서나 가
능하죠! 그래서 작가님은 이 작품의 이름
을 <동물의 왕국 -화해>라고 지으셨습니
다. 모든 동물들이 함께 모여 사는 평화로
운 세상을 상상해 볼까요?

KIM GAE HYUN

동물의 왕국 - 화해

6m이내의 가변설치

플라스틱

2016

자세히 살펴보기!

김대윤
김대윤 작가님은 마치 어린아이가 그린듯
한 아동화 기법으로 단순하고 생동감 있
게 도시의 일상 풍경을 표현하였습니다.
작품 속에 묘사된 도시는 바로 부산입니다.
작품 속에 푸른바다가 배경으로 등장하고
역동적인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면 알수있죠!
김대윤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 활기찬 도
시 부산을 함께 느껴 보아요~

KIM DAE YEUN

좋은아침

65.1x50.0cm

Oil on Canvas

2012

김선화
KIM SEON HWA

자세히 살펴보기!
김선화 작가님의 작품 속에는 일상에서 쉽게 발견 할 수 있는 사물들과 공간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공간과 사물들은 온전한 형태나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의 화면 안에서 시작된 공간은 또 다른 화면으로 확장되거나 단절됩니다. 이런 작품을 통해서 작가님은 내면의 풍경을 표현했습니다.

곳

1057.4X205.9cm

Acrylic on Canvas

2014

자세히 살펴보기!

김성철
김성철 작가님은 현대인들이 수많은 관계
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사물들에 빗대어 우회적으로 표현
했습니다. 또한 작가님은 가려움이라는
증상에 주목하여 작업해오셨는데요. 우리
가 몸으로 느끼는 가려움과 심리적으로 느
끼는 가려움 등을 시각으로 어떻게 표현하
셨는지 살펴볼까요?

KIM SUNG CHUL

나-너 불편한 관계

5m이내 가변설치

Ceramic, Acrylic on Terracotta

2011

자세히 살펴보기!

김태희
김태희 작가님의 작품은 관람자의 움직임
에 따라 반응합니다. 작품에 가까이 다
가가면 변화하는 모습을 발견할수 있어
요. 관람객의 움직임에 의해 나타나는 작
품! 관람객도 작품의 일부가 되는 체험을
하게됩니다.

KIM TAE HEE

◆인터랙티브 아트 interactive Art
쌍방향으로 작용하는 예술로 관객과 작품이 서로 상
호작용하는 형식을 의미한다. 최근 디지털 프로그램
밍, 다양한 센서 등이 발전하면서 관객의 움직임, 소
리, 무게, 체온 등을 감지하여 이를 다양한 표현방식
으로 변화하며 이루어지는 작품들로 관객참여를 통
Flying Bubble

가변설치(비디오 프로젝터)

컴퓨터, 프로젝터, 센서

2011

해 일반인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한다.

자세히 살펴보기!

김현명
김현명 작가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모습을 아날로그적인 풍경을 디지털적으로
변조한 영상과 특정한 사운드를 이용하여
새로운 시공간적 느낌을 전달해 줍니다.

KIM HYUN MYUNG

◆미디어 아트 Media art
대중에게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을 가진 대중 매
체(mass media)를 활용한 예술작품으로 현대적 의
미의 미디어 아트는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수단인 사
Hyper – Noise

2CH 영상 with sound

21분 50초

2014

진, 영화, TV, 비디오, 컴퓨터 등 대중에의 파급 효과
가 큰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미술에 적용시킨 예술을
의미한다.

자세히 살펴보기!

노순천
노순천 작가님의 작품 <하얀선>은 작품 제
목처럼 3차원 공간에 하얀선들이 여기 저
기 설치되어 있어요~ 이런작품을 입체 드로
잉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노순천 작가님
은 평면 속 드로잉을 3차원 공간에 재현
하였습니다.

NO SOON CHEON

하얀선

가변설치

Mixed Media

2016

자세히 살펴보기!

이창운
이창운 작가님의 작품을 살펴보면 롤러코
스터같은 레일 위에 달걀들이 한방향으
로 순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작품 속
달걀은 날마다 반복된 일상을 되풀이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의인화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LEE CHANG WOON

◆키네틱 아트 Kinetic Art
움직이는 예술.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하여 움직
임(動)을 나타내는 작품의 총칭. 칼더의 〈모빌〉처
럼 바람이나 손으로 운동을 표현하는 것으로부터 시
작하여 기계 모터 장치의 움직이는 영상이나 빛의
변화 등을 나타내는 작품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의
편도여행

가변설치

Mixed Media

2014

한 작품들이 있다.

자세히 살펴보기!

정만영
정만영 작가님은 일상의 소리를 채집하여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작업을 합니다. <순
환하는 소리2>는 양철지붕에 빗물이 떨어
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제 현대미
술은 보는 영역을 넘어서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 체험하는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었습
니다.

JUNG MAN YOUNG

◆사운드 아트 Sound Art
시각예술에서 소리나 음향을 도입한 청각 이미지를
기반으로 시각적 이미지와 종합된 예술행위이다. 사
운드 아트는 소리를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미디어 아
트와 음악사이 어딘가에 존재 한 예술 행위이자 ‘사
운드 웨이브’라는 것에서 출발한 미디어 아트의 한
순환하는 소리 2

가변설치

양철지붕,피에조스피커,엠프 외 혼합재료

2014

형태이다.

자세히 살펴보기!

정찬호
정찬호 작가님의 '뿌뿌패밀리'는 축복을
상징하는 동물 부엉이를 모티브로 한 작품
입니다. 부엉이의 몸통은 강철로 만들어졌으
며 눈, 코, 입을 비롯한 다른 부분은 자전
거의 부속품인 체인, 안장, 바퀴 등으로 만
들어졌습니다. 뿌뿌패밀리를 마주하게 되
면, 큰 뿌뿌가 파닥 파닥 양쪽 날개짓을
하며 여러분을 반겨줄 것입니다. 뿌뿌패밀
리는 여러분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움직이는
동력 장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는 사물이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하였는데, 이런 작품을 오
브제라고 합니다.

JEONG CHANG HO

뿌뿌패밀리

가변설치

자전거부속, 철, 동력장치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