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 A I K  A R T 

BAIK ART SEOUL www.baikart.com BAIK ART LA 

 

 

 

BAIK ART SEOUL 

백아트 서울 2021년 5월 전시 보도자료 

 

- 작가명: 엘리엇 헌들리 Elliott Hundley 

- 전시 제목: Working on paper <종이와 대화하면서> 

- 전시 날짜: 2021년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 오프닝: 별도의 오프닝은 없습니다. 

- 기자간담회: 5월 20일 오전11시, 오후2시 

- 담당자 연락처: 박초록 010-8029-0420 

- 갤러리 주소: 서울 종로구 삼청동 팔판길 42 

(주차 공간이 없으니 대중교통 혹은 유료 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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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헌들리 아시아 첫 개인전 백아트 서울에서 개최 

일기보다 더 개인적인 이야기 담긴 드로잉을 조명한 전시 처음 선보여 

미국의 중요한 중견작가로 떠오른 엘리엇 헌들리의 드로잉의 세계 

 

백아트 서울에서는 2021년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엘리엇 헌들리의 개인전 <Working on paper>를 개최한

다. 엘리엇 헌들리는 2019년 구겐하임 재단 펠로우쉽을 수상하였으며, 휘트니미술관, 뉴욕 현대미술관, LA 브로드 

뮤지엄, 아테네 다키스 주아누 컬렉션, 덴마크 루이지애나 미술관, 마이애미 페레즈 아트 뮤지엄 등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된 미국의 중요한 중견 작가이다.  

 

이번 전시는 아시아 첫 개인전이며, 엘리엇 헌들리의 드로잉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지금까지 작가의 모

든 전시를 통틀어 드로잉 작업을 조명한 전시는 처음이다. 드로잉은 작가가 계획 없이 의식과 무의식 중에 떠다

니는 것들을 그려낸 결과물이다. 작가는 드로잉을 통해 자신도 몰랐던 사실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잃었던 자극들

을 되찾는다. 드로잉에는 일기장 보다 더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담겨있으며, 이것은 작가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도 같다. 지금까지 드로잉 작업이 철저히 자기 자신과의 1 대 1의 대화였다면, 이번 전시는 그것을 밖으로 꺼내

어 세상과 소통을 하는 전시이다. 

 

엘리엇 헌들리는 1975년 생으로 로드아일랜드 미술학교, 스코히건 미술학교를 거쳐 UCLA에서 석사를 마쳤으며 

현재 LA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작가는 미술사를 반추하며 여러 오브제를 캔버스 평면 위에 콜라주 하며 작

업한 로버트 라우쉔버그의 ‘콤바인 페인팅’과 오브제를 공중 위에 매단 칼더의 ‘모빌’을 가장 큰 혁명적인 형식적 

변환이라 말한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이 둘을 결합한 ‘콤바인 모빌’이라고 명명하였다. 회화, 조각, 설치 등 여

러 장르를 넘나드는 그의 작품은 대체로 큰 사이즈에, 화려한 색채로 장식된다. 하나의 거대한 추상 화면처럼 보

이는 작품은 가까이에서 관찰하면 잡지에서 오린 사진, 천, 거울 등 구체적인 물질들이 섬세하게 쌓여 오린 것임

을 알 수 있다. 신화, 문화, 종교 등 이 시대의 불협화음이 뒤섞인 그의 작품은 ‘현대의 초현실주의’라 할만한 내



B A I K  A R T 

BAIK ART SEOUL www.baikart.com BAIK ART LA 

러티브를 담고 있기에, LA에서 가장 존경 받는 미술 평론가 David Pagel은 그를 주목할 만한 미래의 작가로 손꼽

는다. 

 

작가의 작업실은 창작의 산실이자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다. 엄청난 책과 수집된 오브제는 방대한 지식과 

문화에 가 닿고자 하는 작가의 열망과 노력을 보여준다. 작가는 이태리에서 잠시 거주하게 된 것을 계기로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 알게 되면서, 그 동안 자신이 속하고 자라왔던 미국 문화가 국제적인 것이 아니라 도리

어 기독교가 아닌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미신’과 ‘이단’이라고 판단하고 배제한 좁은 문화였음을 깨닫고, 이후 적

극적으로 세계 각국의 문화와 신화를 연구하고 수집하기 시작했다. 관심 있는 오브제를 모으고, 선별하고, 자르고, 

핀으로 꼽으며 섬세하게 연결하는 그의 작업 방식은 또한 우연찮게도 아시아 예술가들의 작품에서 종종 드러나

는 수공과 노동의 특징을 담고 있다. 한국에서 소개할 엘리엇 헌들리의 작품은 그동안 주류와 변방으로 구분되었

던 위계의 경계선이 흐려지는 시대의 초상이다.  

 

“그림은 일종의 게임입니다. 보는 사람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작가는 상황을 제공할 뿐입니다.” – 엘리엇 헌들리 

 

 

전시 작품 정보 

(Courtesy of BAIK ART LA/SEOU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