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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정글 I 에디터�김영철 I 뉴스 I 아트 I 2019. 03. 28

박경률�작가의�개인전�백아트에서�개최

For you who do not listen to me, 2017, Oil on canvas, 140x150cm(사진제공: 백아트)

Baik Art Seoul에서는 2019년 4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박경률� 작가의� 개인전 <On Evenness>를� 개최한다.         

박경률�작가는�영국�유학�시절을�기점으로�변화한�자신의 
회화� 형식을� 적극적으로� 실험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작가가�다루는�회화의�다양한�가능성을�보여줄 
수� 있는� 공간� 연출방식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유기적 
형태들의� 자유로운� 배치로� 화면의� 생명력을� 더욱 
고조시키면서� 실제� 캔버스� 주변의� 공간까지�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회화로� 활용하고� 있다. 즉� 전시장 
전체에� 설치된� 다양한� 오브제들은� 회화의� 일부로서 

전시� 제목 <On Evenness>는� 자신의� 작업을� 회화, 조각, 
오브제� 등의� 장르적� 구분을� 두지� 않고� 다양한� 시점에서 
온전한� 이미지로서� 파악하게� 하는� 작가의� 의도를� 전시 
공간은�세�개의�층으로�나뉜다. 1층에는 2017년부터 2019
년� 사이에� 그려온� 회화로서� 온전한� 평면� 작업으로서   

집중하여�관람할�수�있는�이미지들을�배치하였다. 작가는 
화면을�꽉�채우는�밀도감�있는�회화를�구사하면서�캔버스 
화면을�직관적�구조로�채워�나갔던�초기의�작업과�달리 
여백과� 공간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화면의 

2층�공간은�벽면에�설치한�캔버스들을�포함하여�전체가 
하나의� 설치� 작업처럼� 보이기도� 하고� 평면으로부터 

3층은� 원래의� 큰� 창에서� 들어오는� 자연광을� 활용하여 
빛의�유입�정도에�따라�이미지가�다르게�보일�수�있도록 
드로잉을�설치한다. 거대한�캔버스�속에서�전면을�다루며 
이미지를� 채웠던� 작업� 방식으로부터� 이러한� 방식은 
관객들의� 동선과� 시선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어낸다. 
이처럼� 작가는� 화면� 속에서� 배치하는� 이미지와� 확장된 
실재� 공간� 속에서� 배치하는� 이미지를� 같은� 회화적 
제스처로� 보면서 ‘조각적� 회화’를� 구사해� 왔다. 이번

작용한다. 

확장된�회화의�공간처럼�보이기도�한다.

밀도감보다는�선의자유로운�움직임을�부각한다. 



전시를�통해�작가가�말하는�회화에�대해�더욱�심층적으로 
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박경률� 작가의� 다양한� 회화의 

박경률 (Park Kyung Ryul) 개인전 On Evenness
기간: 2019년 4월 3일 - 5월 8일
장소: 백아트�서울, 서울�종로구�팔판길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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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이번�전시를�통해�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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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I 정아란기자 I 최신기사 I 2019. 04. 02

박경률�백아트�개인전

박경률, 숨바꼭질, 캔버스에 유채, 145×112cm, 2019 [백아트 서울 제공]

▲ 서울� 종로구� 삼청동� 백아트� 서울� 갤러리는 3일부터� 박경률� 개인전 '온� 이븐니스'(On Evenness)를 
선보인다. 박경률은 2008년� 이후� 약 10년간� 다양한� 형식의� 회화� 실험에� 몰두해� 왔다. 작가는 5년� 만의 
개인전에서� 회화, 조각, 오브제� 등� 장르적으로� 작업을�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시점에서� 온전한� 이미지를 
파악하고자�하는�의도를�드러낸다. 전시는 5월 8일�폐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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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I 한진리�기자 I 미술전시 I 2019. 04. 02

백�아트�서울에서�박경률�작가�개인전도�개최

ⓒ백아트 서울

서울�종로구�삼청동�백아트�서울�갤러리는 3일부터�박경률�개인전 '온�이븐니스'(On Evenness)를�선보인다. 

오는 5월 8일까지�열리는�이번�전시에서�작가는 5년�만의�개인전에서�회화, 조각, 오브제�등�장르적으로�작업을 
구분하지�않았다. 이를�통해�다양한�시점에서�온전한�이미지를�파악하고자�하는�의도를�성공적으로�드러낸다.

박경률은 2008년�이후�약 10년간�다양한�형식의�회화�실험에�몰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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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I 박현주�미술전문기자 I 문화일반 I 2019. 04. 02

[미술전시]백아트�박경률

【서울=뉴시스】박경률, The specter, 2019, Oil on canvas, 182x227cm

◇백아트�서울(BAIK ART Seoul)= 2019년�첫�전시로�박경률�작가의�개인전 ''온�이븐니스(On Evenness)'을 
2일� 개막했다. 작가는� 화면� 속에서� 배치하는� 이미지와� 확장된� 실재� 공간� 속에서� 배치하는� 이미지를� 같은 
회화적�제스처로�보면서 ‘조각적�회화’를�구사해�왔다.전시�제목 'On Evenness'는�자신의�작업을�회화, 조각, 
오브제� 등의� 장르적구분을� 두지� 않고� 다양한� 시점에서� 온전한� 이미지로서� 파악하게� 하는� 작가의� 의도가 
담겼다. 서울� 삼청로� 청와대� 입구에� 지난해� 개관한� 백아트는� 초이앤라거갤러리와� 번갈아� 사용하는� 독특한 

【서울=뉴시스】 박현주�미술전문기자 

전시장이다. 전시는 5월8일까지. 



서울�종로구�팔판길�백아트�서울은�박경률�작가의�개인전 ‘온�이븐니스(on evenness)’를�개최한다. “캔버스에�그려진 
이미지들은�주인공이�없다. 다시�말해�모두�중요하고�모두�의미가�없다”는�작가는�이같은�개념을�공간으로도�확장했다. 

보통때� 같았으면� 화이트큐브� 내� 공간을� 나누는� 역할을� 했을� 벽들도� 오브제로� 변했다. 2층� 전시장� 입구에서� 안쪽 
전시장을�바라보면�설치된�회화작업이�벽에�따라�일부만�보이거나�또�보이지�않는다. 작가는�관람객의�시선과�동선을 
고려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이미지들이� 달라질� 수� 있도록� 공간을� 연출했다. 장르의� 구분과� 평면회화에� 익숙한 
관람객에게는�당황스럽게�느껴지기까지�한다. “우리는�이미 21세기에�살고�있는데, 미술감상은�여전히�르네상스�시기에 
머물러�있다”는�박�작가는 “전시장에�뿌려놓은�설치물들은�캔버스에�그려진�이미지와�같은�역할이다. 회화, 조각, 추상,  

[헤럴드경제=이한빛�기자] 1층�벽에�걸린�회화�작품을�보고 2층�전시장으로�이어지는�계단을�따라�올라갔다. 하얀�벽에 
강렬한�회화작업이�걸려있을�것이란�기대와�달리, 전시장�바닥엔�각종�오브제가�깔렸다. 크고�작은�캔버스�작업들이�벽과 
바닥에�걸렸다. 어리둥절�한�사이�작가의�설명이�이어졌다. “조각, 회화, 오브제를�구분하지�않고�다양한�시점에서�온전한 
이미지로�파악하길�바랐다. 전시장�전체를�캔버스�삼아�새로운�작업을�시도했다” 최근�활발하게�활동하고�있는�젊은�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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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I 이한빛기자 I 미술 I 2019. 04. 09

“전시장에�흩뿌려진�오브제, 캔버스의�이미지와�같아”

박경률 `on evenness`전 설치전경 [사진제공=백아트 서울]

백아트 서울, 박경률 작가 개인전 
회화-조각-구상-추상 경계 허물기

박경률의�설명이다. 

전시장�전체에�설치된�다양한�오브제들은�회화의�일부로�작동한다. 

구상의�경계를�부수는�시도를�하고�싶었다”고�말했다.  



박경률 `on evenness`전 설치전경 [사진제공=백아트 서울]

중요도를� 제하고� 보면� 순수한� 시각적� 자극과� 덩어리, 형태, 공간의� 구성만이� 남는다. 회화에� 대한� 흥미로운� 접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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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률 `on evenness`전 설치전경 [사진제공=백아트 서울]

가능하나�새로운�시도가�얼마나�많은�이들에게�소구할�것인가는�또�다른�문제다. 



박경률, Posing a question, 2017, Oil on canvas, 140x140cm.[사진제공=백아트 서울]

박경률� 작가는 2013년� 홍익대� 서양화과� 석사졸업� 후� 영국� 첼시� 컬리지에서� 순수미술� 석사를� 전공했다. 2018년 
송은아트상, 2017년� 서울시립미술관� 북서울 ‘도시, 도시인’, 2016년� 두산갤러리 ‘보기� 위해� 눈을� 사용한� 일’등�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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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에�참여했다. 전시는 5월 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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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뉴스 I 양지원�기자 I 문화 I 2019. 04. 24

박경률작가�개인전 ‘On Even-ness’ 백아트서�개최

[마켓뉴스� 양지원� 기자]  백아트� 서울(Baik Art Seoul)이� 박경률� 작가의� 개인전 ‘On Even-ness’를� 오는 

박경률�작가는�이번�개인전에서�영국�유학�시절을�기점으로�변화한�자신의�회화�형식을�적극적으로�실험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가� 다루는� 회화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 연출방식에 

유기적� 형태들의� 자유로운� 배치로� 화면의� 생명력을� 더욱� 고조시키면서� 실제� 캔버스� 주변의� 공간까지 
적극적으로� 자신의� 회화로� 활용하고� 있다. 즉� 전시장� 전체에� 설치된� 다양한� 오브제들은� 회화의� 일부로서 
작용한다. 전시�제목 ‘On Evenness’는�자신의�작업을�회화, 조각, 오브제�등의�장르적�구분을�두지�않은�다양한  

Hide and seek, 2019, oil on canvas, 145 x 112cm

5월 8일까지�개최한다고 24일�밝혔다. 

주력했다. 

시점으로�오로지�온전한�이미지로서�파악하게�만든다.



전시� 공간은  세� 개의� 층으로� 나뉜다. 1층에는� 온전한� 평면� 작업으로서� 집중해� 관람할� 수� 있는� 이미지들을 
배치했고, 2층은� 벽면에� 설치한� 캔버스들을� 포함하여� 전체가� 하나의� 설치� 작업처럼� 보이기도� 하고 

3층은� 큰� 창에서� 들어오는� 자연광을� 활용하여� 빛의� 유입� 정도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게� 보일� 수� 있도록 
드로잉을� 설치했다. 이는� 거대한� 캔버스� 속에서� 전면을� 다루며� 이미지를� 채웠던� 작업� 방식이며� 관객들의 

이처럼� 작가는� 화면� 속에서� 배치하는� 이미지와� 확장된� 실재� 공간� 속에서� 배치하는� 이미지를� 같은� 회화적 

박경률� 작가는 2013년도에� 홍익대학교� 회화과� 석사� 졸업� 후� 다양한� 전시� 활동을� 하던� 중� 영국으로� 유학, 
2017년 Chelsea college of Art and Design에서 Fine Art 석사�졸업�후�국내외로�활발한�활동을�하고�있다. 
2018년� 송은미술대상, 2017년� 북서울미술관 ‘도시, 도시인(City and the People)’, 2016년� 두산갤러리 
‘보기위해� 눈을� 사용한� 일(Using the Eye in order to See)’등의� 기획전시에� 선정되었으며, 2018년 
런던 Lungley gallery, 2017년 SIDE ROOM,2014년�커먼센터, 2013년�스페이스�윌링앤딜링�등에서�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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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으로부터�확장된�회화의�공간처럼�보이기도�한다. 

동선과�시선을�더욱�적극적으로�이끌어낼�것으로�기대된다.

제스처로�보며 ‘조각적�회화’를�구사해�왔다.

개인전을�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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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I 전혜원�기자 I 문화 I 2019. 04. 25

[투데이갤러리]박경률의 ‘Hide and seek’

박경률�작가는�화면을�가득�채우는�밀도감�있는�회화를�구사했던�초기�작업과�달리�최근에는�여백과�공간을 

2013년도에�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한� 작가는� 다양한� 전시� 활동을� 하던� 중�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이번�전시에서�그는�전시장에�설치된�다양한�오브제들을�회화의�일부로�활용하며 ‘조각적�회화’를�선보인다. 
때문에� 벽면에� 설치된� 캔버스와� 전시� 공간� 전체가� 하나의� 설치� 작업처럼� 보이기도� 한다. 

Hide and seek, 2019, oil on canvas, 145 x 112cm

적극적으로�활용하면서�선의�자유로운�움직임을�부각시키고�있다.

첼시�컬리지�오브�아트�앤�디자인에서�수학한�그는�국내외에서�활발한�활동을�펼치고�있다.

백아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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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I 신지후�기자 I 문화일반 I 2019. 04. 25

“예술이�꼭�어떤�의미를�담아내야�하나요?” 박경률�작가의 ‘질문’

작가의�말대로�그의�작품엔 ‘시작점’이�없다. 어디서부터�그림을�읽든, 관객�마음이다. 그도�그럴�것이�그림�한 
폭�안에�여성의�신체, 우물, 확성기, 잎사귀, 큰�따옴표�등�수많은�오브제들이�담겨�있다. 연관성이나�정렬�규칙을 
찾긴� 어렵다. 누군가의� 복잡한� 심경을� 나타낸� 아주� 개인적인� 작품� 같다가도, 오브제들의� 면면에� 사회적 

박경률(40) 작가의 'For you who do not listen to me' 이야기다. 박�작가는 “내�작품엔�특별한�내러티브가 
없다”고�말한다. “예술이�꼭�어떤�의미를�담아내야만�할까요? 그림을 ‘해석’하는�전형적인�예술�행위에�의문이 
들어요. 제� 작품은� 저도� 모르게� 긋는� 선과� 점으로� 뭉친 ‘무의식적� 드로잉’ 그� 자체예요. 굳이� 작품을� 위한 
스토리를� 만들어� 내서� 관객들에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서울� 종로구� 백아트에서� 박� 작가의� 개인전

박� 작가는� 오랫동안 ‘무의식’을� 향한� 관심을� 키워왔다. 2013년엔� 그� 답을� 찾으려� 치매� 노인들과함께�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특정� 기억과� 자각이� 사라진� 치매� 노인들을� 오랜� 기간� 만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자유롭게�그림을�그려�보게�했다. “규칙이나�논리가�없는�그림들이�나올�줄�알았는데, 전혀�아니어서 
놀랐죠. 기승전결이�명확했고�논리성도�있었어요.” 박�작가는 ‘무의식’을�화가로서�자신의�정체성으로�삼기로 
했다. 기억과�경험에서�나오는�직관적이지만�꽤�논리적인�이미지, 그리고�이를�이해하는�관객만�있다면�굳이 

박경률 작가의 작품 'For you who do not listen to me'. 백아트 제공

메시지가�숨은�듯�해�눈길이�오래�머문다.

 ‘On Evenness’가�열리고�있다.

그림에�내러티브를�부여해�설득하지�않아도�된다는�게�그의�생각이다. 



박경률 작가의 작품 'Her point and line to plane'. 백아트 제공

박경률 작가의 작품이 설치된 서울 종로구 백아트 3층의 모습. 파란색 투명 판을 유리창에 
덧대 시간대 별로 바뀌는 빛의 형태에 따라 작품이 달리 보이는 효과를 냈다. 백아트 제공

박�작가의�작품�분위기는�몇�년�전�영국�유학을�기점으로�바뀌었다. 오브제의�세부적�디테일보다�선과�여백�표현에�더 
공을�들이고, 입체감보단�평면적�유화의�느낌을�강조하게�됐다. 유학�기간�중�심하게�다치는�사고를�겪은�뒤 “그림�그리는 
도구로서의� 신체”에� 대한� 고민을� 거듭했기� 때문이란다. 그는 “오래� 앉아있기� 힘든� 탓에� 불필요한� 과정을� 하나� 둘씩 

변하지�않은�건�특유의�오묘한�색감이다. 파스텔톤의�부드러운�파랑, 분홍부터�쨍한�연두, 빨강까지, 그의�색�표현�폭은 
넓기로�유명하다. 박�작가는 “어린�시절�아버지를�따라�다양한�문화권에서�살아�본�경험�덕”이라고�했다. 그는 “한국 
친구들은 12가지색� 크레파스를� 쓸� 때� 저는 120색을� 쓴� 경험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작품을� 시작할� 때� 무엇을 

ART PRESS APRIL 2019 I PARK KYUNG RYUL

없앴다”며 “대신�선과�여백을�더�많이�활용하는�방식으로�작품을�완성해�가고�있다”고�말했다.

그릴지는�생각하지�않지만�어떤�색을�쓸지는�오래�고민한다”고�설명했다.



장르에�구분을�두지�않는다는�것도�박�작가�작품의�묘미다. 백아트 2층에는�회화부터�조각, 오브제�등이�뒤섞여�설치돼 
있다. 각�작품이�독립적으로�의미를�갖는�형식이�아니라, 2층을�하나의�캔버스라�보고�모든�요소들이�작품의�일부가 
되도록� 구성했다. 3층에는� 큰� 창에� 투명한� 파란� 판 3개를� 설치해� 빛의� 형태에� 따라� 작품이� 다르게� 보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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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는 5월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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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I 박병희�기자 I 공연�전시 I 2019. 04. 28

[전시�안내] <백아트, 박경률�개인전 'On Evenness'> 外

◆백아트, 박경률�개인전 'On Evenness'= 백아트�서울의�올해�첫�전시. 박경률은�영국유학�시절을�기점으로 
자신의�회화�형식에�변화를�줬고�적극적인�실험을�계속하고�있다. 이번�전시에서는�전시�공간�전체를�하나의 
작품으로� 인식한� 공간� 연출�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과거� 캔버스� 안에� 그렸던� 사물들을� 캔버스 
바깥으로�꺼내고�있다. 이를�통해�캔버스�안과�밖의�경계를�허물고�균등을�추구한다. 회화�그림이�그려진�캔버스 
주변에�과일, 각목, 다양한�색깔로�채색된�비정형의�덩어리�등�다양한�오브제가�배치됐다. 이를�통해�작가는 
전시�공간�전체를�하나의�거대한�작품으로�탄생시킨다. 박경률�작가는 2013년�홍익대학교�회화과�석사�졸업�후 
2017년�첼시�칼리지�오브�아트�앤드�디자인(Chelsea college of Art and Design)에서�순수미술�석사�과정을 

박경률 'For you who do not listen to me', 2017, Oil on canvas, 140X150㎝ [사진= 백아트 제공]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마쳤다. 지난해�송은미술대상�우수상을�받았다.(~5월8일까지, 월요일�휴관) 



박경률 작가. ⓒSongEun Art and Cultural Foundation and the Artist.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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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매거진 I 김윤섭�소장 I LIFE I 2019. 04. 30

조각적�회화, 캔버스�밖으로�무한�확장

[한경�머니 = 김윤섭�한국미술경영연구소장·미술사�박사] 전시장에�온갖�오브제들이�흩뿌려져�있다. 정체를�알 
수� 없는� 다양한� 덩어리들의� 향연이다. 그나마� 벽면에� 화려하고� 거친� 붓� 터치로� 마무리된� 캔버스라도� 걸려 
있으니�전시�중인가�싶다. 온갖�오브제와�기물들은�캔버스의�이미지와�닮아�있어, 얼핏�그�화면에서�쏟아져�나온 
것처럼� 묘한� 긴장감을� 자아낸다. 백아트� 서울(Baik Art Seoul)에서� 진행� 중인� 박경률의� 개인전 

평면회화와�세라믹, 조각�등�색다른�조합의�공간�구성은�이목을�끌기에�충분하다. 제목처럼 ‘균등하고�평등한 
것’에� 대한� 화두를� 건네는� 듯하다. 박경률의� 회화는� 온전한� 평면회화를� 기대한� 관객들에게는� 당혹감을 
선사한다. 그림은�벽에�얌전하게�걸려�있어야�한다는�상식을�보기�좋게�비튼다. 그의�그림은�몇�가지의�오브제가 
합류해야�제대로�완성되는�예가�많다. 가령�벽에�기대어�있는�대형�작품을�오렌지�몇�알이�떠받치고�있다든가, 
어떤� 경우엔� 그림에� 종이테이프를� 아래로� 쭉� 늘어뜨려� 완성하기도� 한다. 또한� 바닥에� 널브러진� 소품들을 
따라가다�보면�벽에�안착된�그림과�만나기도�한다. 처음엔�낯설고�생경하다. 희한하게도�자꾸�보면�어느새�그 
불편함이� 싫지� 않다. 마치� 그림� 속� 그것들이� 나를� 맞이하러� 앞� 다퉈� 뛰쳐나온� 듯� 반갑기까지� 하다. 

박경률�작가는 2013년�이후�영국�유학�시절을�기점으로�자신의�회화�형식을�적극적으로�실험하고�있다. 특히 
최근엔�다양한�공간�연출�방식에�주목한다. 유기적�형태들의�자유로운�배치로�평면�화면에선�충족할�수�없는

LIFE • Artist 김윤섭 소장의 바로 이 작가 - 박경률 

‘온�이븐니스(On Evenness)’의�전경이다.



Revolving Figure, 캔버스에 유채, 250×200Cm,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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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감의�확장성을�캔버스�주변의�공간적�요소를�활용해�완성해낸다. 이러한�박�작가의�실험�의지는�공간의 
특정한�제한성을�자유롭게�넘나든다. 굴곡진�벽이나�중간�중간의�기둥들, 유리창과�조명�등도�장애가�될�수 
없다. 오히려� 공간의� 여백미와� 밀도감을� 조율하는� 훌륭한� 조력� 담당� 역할로� 탈바꿈시키곤� 한다. 

특히� 온전한� 평면회화, 회화와� 공간의� 만남, 널찍한� 창으로� 쏟아진� 빛줄기� 등� 제각각인� 요소들의� 하모니를 
연출해내는� 그의� 특별한� 재능에� 자주� 놀라게� 된다. 전시된� 작품들의� 시각적� 비주얼을� 극대화시킨 ‘공간적 
회화’는�관객의�동선과�시선을�적극적으로�안배한다. 어느�방향에서�바라보던�관객은�어김없이�매순간�새로운 
작품들을�만나는�기분이다. 큰�회화를�배경으로�보았던�기물들은�몇�발자국만�옮기면�어느새�빈�여백의�벽면에 
전혀�색다른�존재감을�드러낸다. 관객들의�작은�움직임이나�시선의�이동마저�놓치지�않는�박�작가의�배려심이 

“2017년�런던에서�활동하던�시절�그림�구경을�하러�찾아온�손님이�있었어요. 당시�스튜디오가�테이트브리튼과 
가까워�헨리�무어의�조각들을�자주�보았지요. 그중�무어의�조각�형태를�띤�드로잉�작업이�있었는데, 그�손님이 
몇�가지�질문을�하고는�어느�순간�풀썩�주저앉아�한참을�소리�없이�울었습니다. 저는�작가�특유의�감수성을 
보여주거나�인간�본성의�본질적인�감성(감정)을�회화�위에서�다루지�않습니다. 그러나�헨리�무어의�포개어진 
남녀� 형상을� 연상케� 하는� 둔한� 선과� 형상은, 마법처럼� 저의� 세계관을� 무시하고� 그의� 감성에� 맞닿아� 미처 

돋보인다. 그�섬세한�교감은�쉽게�잊히지�않는�감흥을�불러일으킨다. 

예상하지�못했던�울림을�주었으리라�생각됩니다.”



The Specter, 캔버스에 유채, 182×227Cm,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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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에게� 작품에� 대한� 평가를� 전해� 들었던� 에피소드�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남아�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사연이다. 처음� 만난� 한� 관람객이� 보여준� 갑작스런� 눈물, 그것은� 박� 작가에겐 
뜻밖의� 깨달음과� 같았다. 평소 ‘그려진� 이미지보다� 완성해� 가는�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믿었던� 그에게� 그 
눈물은� 신념에� 대한� 방증이자� 피드백이었다. 아마도 ‘탈위계적인� 인지� 감각을� 유지하는� 작가’로� 기억되고 

장르적�접근보다는 ‘회화적인�것에�대한�다양한�가능성’을�해석해�나가는�데�관심이�많다. 그것을�박�작가는 
스스로 ‘조각적�회화’라�불러�왔다. 회화를�조각적으로�혹은�조각을�회화의�영역에�교차시키는�시도는�그의 
작품�세계를�좀�더�풍요롭게�만들어준다. 또한�일련의�이러한�과정이 ‘직관적으로�자연스럽게�진행된다는�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의� 그림들� 혹은� 작품들은� 사유될� 시간도� 없이� 인지된� 순간� 동시에� 화면에� 투영된 
결과들이다. 그렇다고�무의미하게�즉흥적이란�것은�아니다. 순간순간의�감흥과�감정이�퍼즐처럼�맞춰졌다고 
표현하는�것이�나을�듯싶다. 순간적으로�빠르게�그려낸�방식이지만, 그�직관적인�흔적은�철저하게�작가만의 

“조각적� 회화는� 회화를� 제작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용어인� 셈이죠. 이미지의� 위치, 구성, 틀과� 같이� 회화를 
이루는�외부적�요소만으로�내러티브를�발생시키려는�것을�의미합니다. ‘조각적�회화’의�본질은, 개별�이미지를 
회화� 표면� 위에� 두는� 행위와� 캔버스에� 올린� 물감� 덩어리(붓질의� 흔적)를� 개별적인� 오브제로� 보는� 관점이 
핵심입니다. 즉, 회화는� 어떠한� 환영(illusion)을� 부르는� 공간만이� 아니라, 물성이� 일어나는� 장소로� 의미를 
갖는다는� 점입니다. 이미� 완성된� 회화조차� 전시장에서� 다시� 한� 번� 오브제들과의� 만남을� 통해� 전환점이 

박경률�회화의�가장�큰�매력�중�빼놓을�수�없는�하나는 ‘회화를�보는�사고의�확장을�경험시켜준다’는�점이다. 
다양한� 조각의� 형식과� 설치작업이� 하나의� 회화가� 되고, 오브제나� 붓질의� 효과를� 대신한다는� 역발상의 
창의적인�실험을�보여준다. 그림�자체보다 ‘끊임없는�그리기�과정’에�더욱�애정을�쏟는다. 그래서�박�작가는 
작품에� 특정한� 메시지를� 담지� 않는다. 다양한� 회화적� 실험을� 반복하면서� 작가� 스스로 ‘일정한� 관념들’에서 
벗어나려고�노력하는�과정�자체가�그에겐�작품이다. 또한�이�과정에서�관객들이�만나는�생경하면서도�색다른 

싶다는�그의�바람에�한발�더�가깝게�인도된�느낌이었을�것이다. 

아이덴티티�기반에서�출발했다는�점은�부인할�수�없다.

이뤄지게�됩니다.”

감흥들이�곧�작품의�메시지인�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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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그리거나� 오브제들을� 만들� 때는� 미리� 경계를� 설정하지� 않는다. 창작자나� 창작물이� 무위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만나기를� 희망한다. 그렇지만� 개인전처럼� 특정한� 목적성이� 있을� 때는� 큰� 주제의식을 
설정해서�공간을�연출한다. 이렇게�주제의식을�드러내는�설치�방식은�지극히�문학적이고�영화적인�미장센으로 
읽히기도�한다. 한동안�그�설치물�속에�서�있어본�이라면�누구나�그것들이 ‘연쇄적으로�이미지가�덧붙여지는 
방식’으로� 완성됐다는� 점을� 눈치� 채게� 된다. 마치� 끝말잇기� 게임� 같다.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 사이의� 모든 
단어들이� 깊은� 관련성은� 없으면서도� 서로서로� 맞물린� 고리처럼, 결국에는� 한� 덩어리로� 의외의� 재미를 
 

박� 작가의� 작품은�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 국공립이나� 사립미술관과� 주요� 기업에� 많이 
소장돼� 있다. 지난해�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 출품된� 작품이� 기존� 작품� 가격의 2배에� 가깝게� 낙찰돼� 주목을 
받았다. 작품가는� 갤러리와� 함께� 정하는� 편이며, 대략� 캔버스� 유화� 작품� 기준 ‘80×80cm 500만� 원’에서 ‘
145×145cm 1200만�원’ 등으로�형성돼�있다. 백아트�서울의�개인전은�이번�달(5월) 8일까지�진행되며, 오는 
8월에는�중국�베이징의�주요�기획전, 내년 6월의�두산갤러리�개인전�이후엔 6개월�동안�두산뉴욕레지던시에 

미술평론가로서� 명지대� 대학원� 미술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월간� 미술세계� 편집팀장, 월간� 아트프라이스 
편집이사를� 역임했다. 현재는� 국립현대미술관� 및� 정부미술은행� 작품가격� 평가위원, 인천국제공항 
문화예술자문위원, (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전문위원, 대한적십자사� 문화나눔프로젝트� 아트디렉터, 
숙명여자대학교� 겸임교수, 계간조각� 편집장, 2019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예술감독, 2019 
경주국제레지던시아트페스타� 전시감독, 한국미술경영연구소장,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이사� 등으로� 활동 

1979년생. 홍익대�회화과�학사�및�석사�졸업�후�다양한�전시�활동을�하던�중 2013년도에�영국으로�유학, 2017
년�첼시�칼리지�오브�아트�앤드�디자인�석사�졸업�후�국내외로�활발한�활동을�하고�있다. 2008년�개인전을 
시작으로� 꾸준히� 바쁘게� 활동하면서도 ‘동어반복하고� 있지� 않은� 것’을� 작가적� 신념으로� 삼고� 있다. 최근 
성과로는�런던�렁리�갤러리�및�서울�백아트의�초대�개인전과�로스앤젤레스(LA), 뉴욕, 상하이, 런던에서의�해외 
기획전에� 참여했고, 서울문화재단에서� 후원하는� 디스위켄드룸과� 서울로� 미디어캔버스� 협력전시 ‘픽� 유어 
픽(Pick Your Pic)’에서� 페인팅으로� 스크리닝� 된� 것이다. 또한 2018년� 송은미술대전� 우수상, 2017년 
북서울미술관 ‘도시, 도시인(City and the People)’ 2016년�두산갤러리 ‘보기�위해�눈을�사용한�일(Using the 
Eye in Order to See)’ 등의� 기획전시에� 선정되기도� 했다. 참여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는 2019~2020 
인천아트플랫폼(인천문화재단), 2018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12기(서울시립미술관), 2012 국립고양�미술창작 

선사하는�끝말잇기�놀이가�완성된다.

참여할�예정이다. 

김윤섭�소장은…

중이다.

아티스트�박경률은…

스튜디오 8기(국립현대미술관) 등이�있다.

[본�기사는�한경머니�제 168호(2019년 05월) 기사입니다.]



[전시장 2층 사진=백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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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I 전성민�기자 I 2019. 05. 02

새롭고�또�새로웠던�박경률�작가의�개인전 ‘On Evenness’

“정말� 해보고� 싶었던� 걸� 이번에� 했어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회화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지 

새롭고�또�새로웠다. 오는 8일까지�서울�종로구�백아트에서�열리는�박경률�개인전 ‘On Evenness’는�일반적인 

전시�제목이�전시와�딱�들어맞았다. 바닥에�있는�조각과�오브제는�벽에�걸려�있는�회화들과�동등했다. 캔버스 
안에서� 벗어나� 총 3층의� 전시장이� 전부� 박경률� 작가의� 예술� 작품이었다. 1층을�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대형 

자연도�함께했다. ‘For you who do not listen to me’가�걸려�있는 3층�유리창에는�플라스틱이�붙어있다. 오후 

백아트는 “전시�제목 ‘On Evenness’는�자신의�작업을�회화, 조각, 오브제�등의�장르적�구분을�두지�않고�다양한 
 

5월8일까지 서울 종로구 백아트

않았거든요. 가장�높은 3층에�걸었죠. 일반적인�전시�방식을�버리고�싶었어요.”

전시와는�확연히�달랐다. 

그림을�밑에서�받치고�있는�오렌지 2개는�매우�신선했다. 

3~4시가�되면�햇살이�들어와�그림이�변한다. 박경률�작가의�시도는�다양했다.

시점에서�온전한�이미지로서�파악하게�하는�작가의�의도를�보여준다”고�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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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와� 조각, 추상과� 구상의� 이분법을� 부셔� 보고� 싶다”는� 박경률� 작가의� 말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박경률�작가는 ‘무엇을�그리고�무엇을�읽느냐’에�대한�근본적인�질문을�던진다. 이�질문은 ‘예술이�꼭�무엇을 

박경률� 작가는 “나의� 회화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2017년부터 ‘이야기를� 빼자’는� 생각을� 했다. 

회화의�이야기는�읽히지�않았지만, 색감을�통해�느낄�수는�있었다. 박경률�작가는 “어린�시절�아버지를�따라 
다양한� 문화권에서� 생활했다. 120개� 색의� 크레파스를� 사용한� 것이� 영향을� 줬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경률�작가는 2013년도에�홍익대학교�회화과�석사�졸업�후�다양한�전시�활동을�하던�중�영국으로�유학을 
갔다. 2017년 Chelsea college of Art and Design에서 Fine Art 석사�졸업�후�국내외로�활발한�활동을�하고 
있다. 2018년�송은미술대상, 2017년�북서울미술관 ‘도시, 도시인(City and the People)‘,  2016년�두산갤러리 
’보기위해� 눈을� 사용한� 일(Using the Eye in order to See)‘ 등의� 기획전시에� 선정되었으며, 2018년� 런던 
Lungley gallery, 2017년 SIDE ROOM, 2014년� 커먼센터, 2013년�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등에서� 꾸준히 

[햇빛은 매일 다른 작품을 만들었다.  전시장 3층 사진. 사진=백아트 제공]

보여주고�이야기해야�하는가’라는�의문으로�이어진다.

그림이�뭔지�설명하는�것은�불가능하다. 몸에서�본능적으로�나온다”고�말했다.

그는�확실히�달랐다. 

개인전을�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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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공연�전시�매거진, 올댓아트I 조숙현�기자 I 2019. 05. 02

조형도�귀여울�수�있잖아? ‘깊이’는�강요해서�나오는게�아냐!

한국�현대미술판에는�몇�가지�유형의�귀신/각설이/유령이  떠돈다. 그들은�온갖�전시회와�오프닝을�유영하고, 
전시�뒤풀이에서�목표물을�탐색하다가�가장�근심이�많은�작가를�태그하여�작업실로�따라�들어간다. 유령들은 
과도한� 자의식, 깊이에의강요, 예술지상주의, 잔다르크와� 돈키호테� 신드롬� 등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 또는 
현대어로� 관종, 연예인병, 예술충, 진지충으로도� 지칭이� 가능하다. 그들의� 목적은� 예술가들의� 머릿속을 
교란시켜�진지한�작업에�몰입하는�시간을�방해하는�것이다. 작업실�예술가들이�창작의�고뇌를�마치고�마악 

어이, 요즘�이런그림으로�사람들에게�먹힐�수�있겠어? 사람들이�이그림을�어떻게�생각할까? 
이�그럼이�충분히�엘리트적으로�보이게�할까? 이�그림이�팔릴�수�있겠어?

■ 박경률 개인전 - On Evenness I 2019년 4월 3일 - 5월 8일 I 백아트서울

“

”

작업에�임할때쯤, 등에�타고�있던�그들은�속삭인다. 



ART PRESS APRIL 2019 I PARK KYUNG RYUL

Posing a question, 2017, Oil on canvas, 140x140cm

그들은� 예술가들의� 의향을� 묻지� 않으며, 예술가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불신하게� 만든다. 예술가의� 자의적인 
판단을� 저해하고, 외부의� 시선에� 가치� 잣대를� 들이댄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는� 예술가들이� 자신의� 선택을 
불신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번안물과, 자신의� 전작을� 포함한� 좀� 더� 노골적인� 카피와, 개념미술로� 포장한 
무성의� 오브제와, 벌거숭이� 임금님의� 우격다짐과, 영혼� 없는� 공산품과, 내수용� 프로파간다와, 철지난 
이데올로기의� 유령이� 전시장을� 떠돈다. 전시장� 작가노트에는� 십중팔구� 이렇게� 적혀� 있다.

의미� 없는� 동의어의� 반복은� 실망으로, 실망의� 도돌이표는� 환멸과� 무력감을� 낳는다. (작가의�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와중에� 젊은� 작가들에게� 들었던�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을� 때는� 대단히� 반가웠다. 

시각예술인데�산뜻하면�좋지�않을까요?“

”

해석은�관객의�몫입니다.“

”



Revolving figure, 2017, Oil on canvas, 250x2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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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동료� 작가들과 ‘귀여운� 조형’을� 찾아� 떠난� 전시장� 순례길에서� 기적적으로� 마주한� 전시가� 박경률 

윈도우�갤러리에�회화�작품�한�점이�걸려있다. 무엇을�말하는지는�모르겠다. 그러나�경쾌함과�조화의�감정은 
충분히�전달된다. 그리고�유머. 캔버스의�오른쪽�바닥을�받치고�있는�것은�오렌지이다. ‘오렌지색의�태양’의�그 
산뜻한�오렌지가�맞다. 오렌지�두�알이�천연덕스럽게�전시장에�떡하니�버티고�있는�것이다. 여기에서�힌트를  

‘귀여운�조형’도�가능하지�않을까요? 제가�추구하는�것은�바로�그런�시각예술이에요
“

”

얻은�리듬의�소통은�전시장�안쪽으로�쭉�이어진다.

작가의�전시이다. 



Her point and line to plane, 2017, Oil on canvas, 140x1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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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버스�안은�복잡하다. 사람인지�유령인지�알�수�없는�형상이�삐죽�고개를�내밀었다가, 기차�레일과�회전열차가 
좌우를�관통하기도�하고, 캔버스�안에�작은�캔버스들이�두둥실�떠돌기도�하고, 캔버스�안에�작은�캔버스들이 
두둥실� 떠돌기도� 하고, 난데없이� 사람의� 발이� 내부� 질서를� 무시하고� 끼어들기도한다� 구도도, 컬러도� 자기 
멋대로인�것�같지만�묘하게�질서를�이루고�있는�형상이�놀랍다. 전시장은�더�난장판이다. 스케치북, 가짜�꽃,  
형태를�알�수�없는�세라믹�덩어리, 좌대와�지렛대와�공들이�굴러다닌다. 



The specter, 2019, Oil on canvas, 182x22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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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쭉날쭉�제멋대로의 2차원과 3차원의�정글이�펼쳐지는�풍경은�밉지�않다. 외려산뜻하고�사랑스럽다. 놀라운 
것은�이�모든�것들이 ‘조화’를�이루고�있다는�사실이다. 캔버스를�보면, 중앙에�전혀�생뚱맞은�회화의�조각이 
등장한다. 마치�스티커를�붙인�듯한�파란색�조각인데, 주변과의�맥락을�찾을�수도�없고�컬러도�가지각색이다. 
캔버스를�받치고�있는�오렌지의�대안�또한�전혀�출처를�알�수�없는�좌대�조각이다. 비닐로�싸인�미색의�작은 
조각이�우리의�신성한�전시장�안에�뒹굴다�못해�근엄한�캔버슬르�받치고�있다. 권위적인�화이트큐브에서는  

 이런�풍경들이�나에게�감동을�주는�이유는�무엇일까? 박경률�작가의�작업과�파격적인�설치는�미술계�안에서도 
잔잔히� 회자가� 되었다. 시각적인� 산뜻함과� 조화는� 무질서� 속에서� 호감을� 사는� 작가의� 내공을� 짐작케한다. 
주목하고�싶은�점은 ‘아무�쓸데�없이’ 보인느�외부�불순물에�대한�작가의�섬세한�감수성이다. 오렌지와�비닐 
좌대는� 캔버스와� 전시장� 전체에� 어엿한� 주체로� 참여하며, 모든� 것들은� 공평한� 시선을� 받록� 설계되었다.    

상상하기�힘든�일이�벌어지고�있는�것이다.  



Installation view_Park Kyung Ryul 6

Installation view_Park Kyung Ryul 4

ART PRESS APRIL 2019 I PARK KYUNG RYUL

한동안�한국�현대미술계는 ‘깊이에의�강요’, 전시장과�작품의�권위에�힘을�기울여왔다. 화이트큐브는�입성의 
깃발을�꽃아야�하는�정복�대상이었고, 작품은 ‘만지면�안되는�것’, 그리고�관객의�시선은�정치적으로�유도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극단적인� 예로, 때로� 작가들은� 관객과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압도하겠다는� 욕망에  

시행착오는� 유의미하다.  또한� 예술의� 가치를� 권력이냐, 평등이냐의� 기울기로�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카리스마와� 조화는� 둘� 다� 매력적인� 것이고, 다분히� 취향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각예술의 
조형미를�잃지�않고�기존에�희귀했던�새로운�가치를�획득하고�이것을�관객들에게�설득할�수�있을�때, 우리는 
그것을 ‘진보’라고� 부른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시각적인� 가치를� 부여하려는� 작가의� 아이디어를    

전시장을�섣부른�무대로�연출하기도�했다.  

지지한다.

글 I 조숙현 (전시기획자) 사진 I 백아트�서울



An installation view of painter Park Kyung-ryul’s solo exhibition “On Evenness” at Baik Art in Seoul (Baik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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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Kyung-ryul battles conventional way of viewing paintings

You won’t find paintings where you expect them to be at Park Kyung-ryul’s latest solo 
exhibition “On Evenness.” Some are on the floor, leaning against the walls. You will find them 
in corners, too. The paintings are surrounded by brightly colored objects that get in the way 
 

“Visitors to art galleries or museums usually know where they will see the paintings, for 
instance, at the very center of a white wall. I intentionally placed my paintings at less 
expected spots, to betray such expectations,” up-and-coming painter Park said during a press 
 

By experimenting with paintings and gallery settings, the 40-year-old suggests that viewers  

of visitors.

conference on April 2 at Baik Art’s Seoul branch.

look at paintings differently.



An installation view of painter Park Kyung-ryul’s solo exhibition “On Evenness” at Baik Art in Seoul (Baik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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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finalist for last year’s SongEun Art Award, her works were shown as part of a group exhibi-
tion at SongEun Art Space, where she filled the space allotted to her with stylistically similar 
paintings and sculptures. Park tried to make her paintings look like sculptures and sculptures 
appear like objects from the paintings, blurring the line between sculptures and paintings. 

Her latest exhibition at Baik Art in Seoul lies on the continuum of such experiments but takes 

“Each work at SongEun Art Space had a title, though they were stylistically similar. My inten-
tion there was to have the viewers read similar visual information in different titles. I thought 
different titles would allow the viewer to imagine things differently,” Park said. 

For her latest exhibition, however, she tried to minimize the role of titles. The works on the 

“The whole chunk of works on the second floor used to have a title that they shared, but I 
intentionally got rid of it. With or without, it does not matter,” Park said. “I think the title of the 

Park intentionally removed any element that would create a dominant theme, narrative or 

another step forward. 

second floor of the exhibition do not have titles at all. 

exhibition says all that needs to be said.” 

meaning, in an effort to give equal importance to all works on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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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added that her works do not have a particular message or a master narrative. 

“If anyone asks me about the meaning of my works, I can provide answers they would like. But I think 
that would be lies. I don’t attach any meaning to what I do in my daily life, and that applies to my 

In the same vein, she does not like to introduce references or discourse in her works. 

“I don’t like using references either. I think it’s meaningless to add words to what has been already 
said (in visual language). The references are not my words. I don’t think other people’s words can 
 

Park just paints in an unconscious or involuntary manner, as painting, to her, is more of a habitual 
 

“I just continue to paint. I cannot help it. I just do it,” Park said. “When I was young, I had to move from 
one country to another quite often. But I was not equipped with the different languages I needed. 

The experience greatly influenced her approach to paintings and that is what the artist wants vie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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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I have to pick the most important painting, it would be ‘For You Who Do Not Listen to Me,’ but I 
placed it on the third floor, instead of the main exhibition space on the second floor, 
to not give it any emphasis.”

paintings,” Park said.

come before me,” said the artist.

activity than an occupation.

Drawing was a way in which I could record and understand things.”

to experience, she said. 

The exhibition runs through May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