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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일시 : 2018. 3. 13(화) ~ 3. 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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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 010-7340-0113

   



‘자연의 일부분을 수집하고 편집하는 산수화’

하루.K 초대전-산수, 수집과 편집展”

3월 21일까지 예술의 거리 내 갤러리S에서  

 인류의 역사를 비추어볼 때 자연은 경외와 극복의 대상이었다. 특히 동양에서 자연은 만물

이 소생하고 이상적인 인간이 닮아야하는 경지로 인식되곤 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동양의 

전통산수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안평대군의 이상향을 그린 안견의<몽유도원도>나 선비가 

사색에 잠겨 물을 바라보는 강희안의<고사관음도>는 자연에 와유하고자 하는 선조들의 마

음이 담겨져 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자연은 어떤 존재일까?    

 3월 13일부터 광주 동구 예술의 거리 내 갤러리S에서는 현대인의 자연에 대한 생각에 질

문을 던지는 전시가 열린다. “산수, 수집과 편집”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하루.K 작가의 초대전

이 그것이다. 광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루.K 작가는 그동안 현대인의 일상과 멀어져 

있던 전통산수화를 친숙하고 일상적 소재인 음식과 함께 화폭에 조화롭게 담는 ‘맛있는 산

수’시리즈를 그려왔다. 이전 작업이 일상적 소재와 유머러스한 상상력으로 전통산수를 현대

적으로 재구성하여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섰다면 이번 전시는 자연을 바라보는 현대인의 

생각에 물음을 던진다. 나들이를 위한 도시락에 담겨진 자연과 거기서 유희를 즐기는 현대

인이 그려진 도시락시리즈, 실제 자연에서 스케치한 풍경의 일부분을 접시와 같은 그릇에 

담아 수집된 모형처럼 그린 ‘수집된 산수’와 자연에서 채취한 오브제(돌,나무)를 바탕으로 장

소의 느낌을 재구성해 그리는 ‘편집된 산수’를 통해 관객은 사물과 같은 자연과 마주하게 된

다.    

 하루.K 작가는 “전통산수화를 가지고 여러 가지 변화를 주는 퓨전작업은 단순한 전통의 부

정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옮고 그름의 문제도 아닙니다. 다만 달라진 삶의 환경

과 방식만큼 생각도 변했습니다. 저는 전통산수화를 바라보면서 과연 현대인이 전통적 사유

의 방식에 동의할까라는 의심을 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그 질문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고 

이야기한다.

 

 이번 전시를 초대한 갤러리S 이명자 관장은 기존의 동양화가 성스러운 자연의 묘사였다면 

하루작가는 유희가 된 현대인의 자연을 새로운 시각으로 그려내고 있다며 광주지역에서 왕

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작가의 2018년 신작을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젊은 작

가의 진지한 작업에 귀 기울여 많은 관람을 바란다고 하였다. 

 현대사회에서 가치의 척도는 물질로 측정되어 왔다. 또한 SNS를 통해 소비되는 현대인의 

자연은 더 이상 경외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자신을 제외한 외부

를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가 아닌지 전시를 통해 되묻고 있다.        

     

   



노란 도시락(산수를 담다)

72.9 x 91 cm

한지에 수묵채색, 2018



사각 도시락(산수를 담다)

72.9 x 91 cm

한지에 수묵채색, 2018



편의점 도시락(산수를 담다)

72.9 x 91 cm

한지에 수묵채색, 2018



# 세부내용

- 

하루.K 초대전 (산수, 수집과 편집)

- 전시기간

2018. 3. 13 ~ .2018. 3. 21 [프리오픈: 3.15(목) 오후 2시~6시]

- 참여작가

  하루.K

주최 : 갤러리S

- 입장료/관람료 

없음 

- 관람가능시간 및 휴관일 

관람가능시간 : 11시 ~ 6시

휴관일 : 토요일(2-6시 오픈), 일요일 휴무

- 전시장정보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궁동36-3 갤러리S

문의 대표 : 010-7340-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