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ENING 11.17(FRI)  18:30 - 21:00

2017.11.18(FRI) -12.9(SAT)  13:00 - 20:0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66-34, B1

GALLERY STAN BY ACNY

갤러리 스탠 BY ACNY에서 열리는 김세동(SAMBYPEN) 작가의 “EXPERIENCED” 개인전은

그의 기발하고, 과감한 사고의 전환을 경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의도적으로 에디션 위주의 작품으로 전시를 구성하고, 예고편과 같은

원화1점을 선보이게 된다. 작가는 개인의 경험과 판단, 사회적 요소를 위트 있게 풀어내었는데,

모두가 원하는 교육을 과감히 벗어난 결단을 내렸던 작가의 용기와, 사회가 요구하는 사고의 틀을

벗어나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김세동 작가의 작품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다. 

전시는 무료로 진행 되며, 월요일과 화요일은 휴관한다.

EXPERIENCED

SAMBYPEN



“EXPERIENCED” 라는 전시 타이틀을 통해 읽을 수 있듯이, 해당 전시는 ‘경험’이라는 단어를 연구한다.

이번 전시는 의도적으로 원화 작품 1점과 2점의 실크스크린 프린트, 그리고 7종의 지클리 프린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메인 이미지로 쓰인 우표모양의 체리 이미지의 경우 누군가 에게는 단순히 체리이미지,

누군가 에게는 우표, 그리고 누군가 에게는 마약으로 인식 가능하다. 이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살 고 있는

사회 안 에서, 개개인의 가치관이나 지식, 혹은 경험 등을 바탕을 토대로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나는 ‘틀을 벗어나는 것’ 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데, 단순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시스템이 (예를 들면 법규) 정해놓은 틀 안에서 나와 다른 것에 대해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태도를 갖기보다, 이 틀이란 것 자체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세상을 보는 시각을 키우는 사고의 훈련을

말한다. 현재 내가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틀 밖에서 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즉 내가 생각하는

‘틀에서 벗어난 생각’ 인 것이다. 

내가 이 우표모양을 한 체리의 이미지가 LSD 라는 마약이다 라고 공표하지 않는 이상, 이 이미지는 그저

체리와 점선, 흰 종이모양의 것으로 이루어진 이미지 일 뿐이다. 내가 창작한 이미지에 대하여 혹자는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으며, 혹자에게는 그저 귀여운 이미지로 인식되는 미묘한 인식의 교차를 경험할 수 있다면,

작가로서 이번 전시에서 얻고자 하는 이상적인 자극일 것이다. 

이번 원화 페인팅은 일종의 예고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데, 캔버스는 사회를 의미하며 캐릭터는

나 자신을 나타낸다. 해당 작품은 내가 틀 밖으로 탈출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이는 역시 현재 내 삶이

지향 하고자 하는 나의 현재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작가의 말

Wifi’s funeral,2017. Giclee Art Print. 841x1189 mm

Game,2017. Giclee Art Print . 420 x 594 mm

Generation Shift,2017. Giclee Art Print . 400 x 550 mm

주최 : 송인지 - 아트컨시어지뉴욕(ACNY)   /   C.P (+82)10.2757.4217  /  E-mail : inji@artconciergeny.com

주관 : 김태현 - GALLERY STAN BY ACNY  /  C.P (+82)10.2038.0839  /  E-mail : tae@artconciergen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