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도유 개인전
장소: 김리아갤러리 청담점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9-20 번지 1, 2 층)
전화번호: 02-517-1513
Facebook: www.facebook.com/kimreeaagallery
Instagram: www.instagram.com/kimreeaagallery
web: www.kimreeaa.com
문의: 최경민 큐레이터/ 010 9666 1513/ ky.min58@gmail.com

Title : 이상한나라의 앨리스 ㅣ 거꾸로 그리기
Artist : 황 도 유 (Hwang, Do You)
Date & Venue :
2017 년 11 월 23 일 - 12 월 21 일 김리아갤러리 청담점
월요일-금요일 (오전 10 시-오후 7 시)/ 토요일 (오전 10 시-오후 6 시)/ 일요일 휴관
Opening Reception : 2017 년 11 월 23 일 6:00PM/ 김리아갤러리 청담점

Inquiry : T. 02-517-7713

황도유 작가의 개인전이 2017 년 11 월 23 일부터 12 월 21 일까지 김리아갤러리에서 개최된다.
2015 년부터 매년 김리아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개인전 때마다 황도유 작가는 그림의 토대가 되는
흔적을 화면에 남기고자 하는 회화적 사상을 발전시켜왔다. 특히 이번 개인전에는 투명한 아크릴에
그려진 작품을 최초로 선보이며 그 흔적을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려 한다.
불투명한 캔버스나 도화지와 같은 매체에 그려지는 기존의 그림은 보통 여러 겹의 물감 층이 쌓여
완성되는데 이는 초기단계의 흔적을 사라지게 하고 진행단계의 흔적의 비중 또한 현저히 낮아지게 한다.
그림이 시작되는 순간부터의 선과 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가는 이 흔적을 더 예민하게 의식하며,
이것들이 덮여져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늘 못마땅해왔다. 뼈대가 없는 사물은 형체를 지지하기 어렵듯,
그림에서도 초기단계의 흔적들이 그림의 형체를 지지하는 뼈대 역할을 하며 이 흔적들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요한 뼈대들을 완성 후 까지 가장 명료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작가는 아크릴 뒷면에 그리기를 선택했다.
기존의 회화가 순차적으로 물감 층이 쌓여 초기단계의 시간을 덮어버리는 형식이라면 아크릴 뒷면
그림에서 작가는 역순으로 물감을 쌓아 올렸다. 관객이 가장 먼저 접하는 아크릴 앞면의 획이 사실
작가의 가장 최초의 행위인 것이며 작가는 거꾸로 그리는 모험을 하고 있다. 황도유 작가는 이전
개인전들에서도 아크릴 물감의 농도조절을 통해 작품 안의 시간과 공간을 관객에게 전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크릴 판이라는 매체를 통해 그 사상을 더 투명하고 속도감 있게 전달하고자 한다. 상황에
따라 이 그림들은 양면 모두 볼 수도 있어, 평면 작품을 더 공간적으로 관람할 수도 있다.
시간과 공간을 모호하게 만드며, 이를 넘나드는 작가의 제작방식을 가장 잘 나타내는 회화적 소재로
작가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사용하고 있다. 화면 속의 앨리스는 이런 비현실적 공간에서 현실 속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작가의 시선이 되기도 한다.

WORK IMAGE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거꾸로 그리기_118 x 118cm_아크릴판 뒷면에 아크릴채색_2017

이상한나라의 앨리스-거꾸로 그리기

이상한나라의 앨리스-거꾸로 그리기

34.8x27.3cm_아크릴판 뒷면에 아크릴채색_2017

34.8x27.3cm_아크릴판 뒷면에 아크릴채색_2017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거꾸로 그리기_42.8 x 53cm_아크릴판 뒷면에 아크릴채색_2017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거꾸로 그리기

72.7 x 60.8cm
아크릴판 뒷면에 아크릴채색
2017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거꾸로 그리기

53x72.7cm
아크릴판 뒷면에 아크릴채색
2017

GANGNAMGU CHUNGDAMDONG 19-20 SEOUL, SOUTH KOREA 1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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