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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 스튜디오 빠빠빠 탐구소에서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며 유쾌한 시각적 유희를 탐구하고 있다.

컬러티비가 보급되고 컬러 잉크가 일반화 될 시점 사회를 반영하는 한국 광고에서 영감을 받아 
작업들을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꼴라주와 그래픽 패턴을 베이스로 복잡하면서도 유쾌한 그래픽 패턴을 
이용한 키네틱 설치물 혹은 영상 작업으로 표현이 되고 있으며 반복적인 요소들로 정의된 움직임들은 패
턴화 되어 확장하는 속성과 함께 스스로를 기하학적인 도형들과 마주하여 가상의 공간들과 컨텍스트에 
맞추어 변형된다. 자기 조직화된 이미지들은 가상의 어느 시간, 혹은 색으로 표현된 사건들과 함께 
현재 빠키가 경험하는 현상들과 오버랩 되어 표현된다.
 
이와 같은 작업들은 현재에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내가 살아가면서 주위 사람들 및 환경들로 부터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 현실이 점점 패턴화 하여 제작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패턴 랭귀
지로 소통을 하는 시각적 작업을 하고 있다.
!
빠키는 디자인,포토그래피,인터랙션등 다채로운 경험을 바탕으로 
그래픽 디자인 베이스로 설치, 공간, 영상,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서 공연 영상 VJ로 활동했으며, 태국, 파리에서의 패션쇼 영상 감독과 
단편영화 “Will you come again tomorrow?”을 연출하였다. 
베를린, 도쿄, 베이징에서의 쇼케이스를 거쳐 현재 빠키만의 독특한 색감과 
복잡하면서도 유쾌한 그래픽 패턴을 통해 공간작업 및 설치 작업 및 키네틱 설치물을 통한 
관객과의 소통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
다양한 아트 스페이스 뿐만 아니라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 
뮤지션, 패션디자이너등 아티스트와의 협업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Main Artwork
- 북서울 시립미술관 1주년 전시. 12간지 레이스 (10.07 - 2015.02.17),  

- 모던 아트 쇼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09.17) 

- 베를린 개인전 및 2인전 “Unite.Division of Seoul" (2012)    / “Illusions”  (2013)   /    “coexistence”(2013) 
      - Seoul Urban Art Project _ 빈집 프로젝트 (2012-2013) 
      - DDP 개관 4F 어린이 놀이터 상설 전시. (2014) 
      - 아트센터 나비 ‘코모' 미디어 전시. (2014) 

      - “PSYTRANCE TRAVELLER” @Blank 425 (2014) 

      - 그룹전)  Rock Star 展 (2014)   
      - 그룹전) 농사가 예술이다展 (2013)  
      - 그룹전) Words & Sentence Exhibition @ Grow Deep Gallery (2013)   
      - 13 Project ( 2013 ) 
      -  교환 展 : 등가교환-Exchange of Equivalents ( 2013 )  
      - brand zombie 666 그룹전 (2013)  
      - SUP Exhibition at Seoul Cityhall’s Gallery. ( 2013.09.07 – 2013.10.06 ) 
      - chock chock urban art project ( 2013. 07.01 – 09.30 @ 보광동 빈집 프로젝트 ) 
      - Hello Stranger 01. ( 2013.05.04 – 05.29 @ 상상마당 ) 

      - ‘거짓말’전 group Exhibition (2013.04.01 @그문화 갤러리) 

      - BYOB exhibition / gallery LVS ( 2011 )  
      - Super Sketch / Theater Zero ( 2011 ) 
      - ANW Color & Nature Exhibition gallery industrial 915 ( 2011 )  
      - showcase in Platoon Kunsthalle (2012) 

      -  “what I dreamed” / “너는 다시 돌아왔고 나는 돌기 시작했다”  평창동 가나아트 갤러리 / 가나 장흥 아트파크 전시  
      - 가나아트센터 surprise weekend 전시 아트디렉터. (2013) 
      - 가수 이승환 콘서트, 피터팬 컴플렉스 공연 아트디렉팅, 영상VJ. (2013/2014) 
      - 기아자동차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메인 아티스트, 나이키, 샤넬,등 여러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  
      - 단편영화 “will you come again tomorrow?” 감독. (2010) 
      - Nylon TV광고,러브엑스스테레오 뮤직비디오 감독. 
      - Paris,  fashion week Yumi Katsura Show 영상 감독 및 아트디렉터. 
!!



아티스트 빠키의 1인 스튜디오 ‘빠빠빠 탐구소’  

아이가 태어나 언어나 교육을 받기전 배고픔,두려움등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본능적인 언어가 있었다. 이 옹알이와 같은 언어를 ‘빠빠빠’라고 정의를 내렸다. 

빠빠빠 탐구소에서는 사회에 길들여 지거나 편견에 의해 만들어진 익숙한 시각에 의한 작업보다는 본능적이며 다듬어 지지 않은 감성들을 시각화하고 탐구하여 

다양한 소통 방식을 실험한다.  



index

비주얼 마사지 (Installation) 
!

비디오 댄스 (Video) 
!

평면작업을 입체화 시키는 작업들.   
입체화 된 작업들은 키네틱 요소가 추가되어 움직임과 인터랙티브 요소가 추가된 설치작업이 제작되기도 한다. 

즉흥성과 현장성을 지닌 비디오 퍼포먼스 작업.  
이 퍼포먼스는 비디오로 기록이 되어 뮤직비디오, 실험 영상으로 제작되어 공유한다.



SEOUL
(공간 작업)



이태원 도깨비 시장 프로젝트. 2014.11 !
허름하여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도깨비 시장’의 야채가게,생선가게 할머니들과 
오랜기간동안 소통해가며 진진행한 프로젝트. 
낡아 구멍이 생긴 시장 천막들을 교체하고 
더러운 공간을 개선하여 상인들의 삶과 소통하여 
그림을 그려넣었다. 
그들의 삶에 웃음이 지어지길 기대하며. 



Seoul Urban Art Project  (2012)- 을지로 골목 
TITLE : 그 거리의 참맛. 
을지로 거리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큰길가에 있는 건물들과 그 뒷골목의 작은 골목들과의 이중적인 모습이다.  
겉과 속이 시각적으로 분리된 이 지역의 참맛은 바로 허름하고 작은 인쇄소와 출력소들이 모여있는 뒷골목을 탐험하는 것 이 흥미로운 뒷골목에 깊
숙이 진입하는 것을 포스터 작업이 확대되어 RGB 기본 색상이 보여지는 과정으로 재해석하여 내가 이동한 거리들을 채워나갔다.



각 지역의 의미를 찾아 그 지역의 의미와 연결되는 형태의 작업에 관심이 많다. 이번에 작업한 당고개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유난히 무당들이 많이 밀집해있으며,또한 빈집도 많았다. 
그 중에 내 눈길을 잡은 곳은 무당이 황급히 떠난 듯 신을 모시던 신당이 버려진,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버려진 빈집이였다. 
그들은 왜 그들이 신성시 여기던 공간에 흔적도 지우지 못한 채 황급히 떠나야 했을까?  
이 작업은 그 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버려둔 공간의 흔적에 대한 기억을 치유하고 보듬어 주고 싶었으며, 
버려진 빈 집 중 한 빈집을 선택해 구석구석 포장해 나갔다. 심지어 창문과 문틈까지 정성껏 덮었다. 
이러한 나의 작업은 당고개 전체에 퍼져 있는 빈 신당에 가지고 있는 사연을 치유하는 일종의 퍼포먼스 작업이였다. 

- 빈집을 포장하고 붙인 쌀통 흑백이미지가 가진 의미.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는 의미는 미래에 대한 불안해소에 대한 목적이 있다. 
이러한 행위에는 보다 윤택한 삶을 영위하는 것,그리고 걱정 없는 안정적인 미래를 찾아가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벽에 그려진 ‘쌀통’프린트’는 인간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의식주 중의 중요한 요소인 ‘식’을 상징한다.무당은 그들을 찾는 사람들에게 ‘식의 희망’을 전해주고, 그들 또한 그로 인해 
‘식’을 구한다.풍성함을 상징하는 ‘쌀통 프린트’를 통해 나는 빈 신당으로 하여금 다시 풍성한 행위의 반복을 기원하고 싶었다. 
그것은 곳 행복한 삶의 순환이기 때문이다.

Seoul Urban Art Project  (2013) - 당고개 지역



Seoul Urban Art Project  (2013) - 군부대 지역title : ‘냄새나지 않읍니다.’ 

캠페인 도하부대를 찾았을 때는 내 눈앞에서 건물들이 이미 해체되고 있었다. 

스산한 기운이 느껴지는 군부대의 구석엔 뼈대만 남아있는 영창입구가 철거를 기다리고 있었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나는 소름끼칠 정도의 권위와 억압을 느낄 수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작업에 사용된 비주얼은 80년대 세제 광고에 쓰였던 모델 사진으로 “냄새나지 않읍니다” 캠페인 중 하나이다. 

강제적인 억압의 세월을 “새사람이 되자” 라는 문구와 상생하는 이미지와 조합하여 유머러스한 해학으로 재해석 하며 도하부대와 그 쓸쓸한 냄새에 안녕을 고했다.



Seoul Urban Art Project  (2012) - 이태원 골목



빈집 프로젝트 Chock Chock Urban Art Project  (2013) 
1980년대에 지어진 공간으로 몇년전 중국집으로 사용되었다 빈집으로 남겨진 공간에서 버려진 물건들과 벽을 이용하여 진행한 작업.  
작은 공간 속의 공간들이 분리되어있는 독특한 구조들이 재개발로 인한 도시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단절된 지역주민들과 닮은 느낌을 받았다.  
분리되어있는 공간들을 패턴 그래픽 디자인 및 착시를 이용하여 연결되어 보이도록 공간을 만들어 나갔다.



빈집 프로젝트 Chock Chock Urban Art Project  (2013) 
버려진 공간을 이용한 도시 재생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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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공간, 서울지역을 돌아다니며 정의 되지 않은 생명체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 
아무 의미 없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버려진 물건들, 혹은 창고에 쌓여있던 물건들을 이용하여 
즉흥적인 방식으로 설치 작업을 만들어 나갔고 천을 뒤집어 쓰고 퍼포먼스를 하며 촬영했다.

https://vimeo.com/82165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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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얼 마사지
(Installation)



날으는 자동차 - 키네틱 설치 작업. (2014 / 가로 6m * 세로 5m _ DDP 어린이 놀이터 상설 전시 중) 
5가지 방법의 동력장치로 만들어낸 에너지로 작은 동력이 기계적 장치로 전환되어  설치물의 요소들을 움직이게 하는 소통형 설치 작업. 

참여자가 5가지 방법의 동력장치로 만들어낸 에너지로 작은 동력이 기계적 장치로 전환되어 각각의 패턴을 지닌 원형에 전달 된다. 
각각의 패턴들은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하여 주위의 다른 패턴의 커다란 원형들을 움직이게 하며. 
이는 주위의 여러 패턴의 원형들과 관계함으로서 색의 혼합을 만들어 점점 증폭되는 시각적이고 역동적인 복잡성을 만들어 낸다. 



What I Dreamed 동력을 이용한 키네틱 작업 (가로 4m50cm * 세로 3m _ 2013) (가나아트센터 전시. 현재 장흥 어린이 미술관 전시 중)   
- 어릴적 상상했었던 사물의 이미지들이 각기 분리되어 움직이는 모습을  바탕으로 제작.



‘너는 다시 돌아왔고 나는 돌기 시작했다.’라는 제목의 운동화의 시점으로 바라본 세상의 모습에 대한  짧은 소설과 함께 만들어진 키네틱 설치 작업 (2m * 1.5m / 2014 )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7m * 3m 설치 작업 (2014)



북서울 시립 미술관 (2014) 7m* 7m’ 환영의 언덕’

모든 것은 생성되었다가 소멸하며 시간과 환경과 질서의 변화는 순환 속에 존재하고 있다. 
기하학적인 도형들의 유사한 형태적 요소들과 패턴의 요소들의 규칙과 반복에 의해 이미지들이 시각적 리듬을 찾아내며  
회전의 주기성을 가진 각 요소들의 움직임들은 뚜렸한 반복적 운동을 통해  
이미지들이 증폭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tree of hallucination (2014) 
가로 2m * 세로 2.7m 
(모던 아트쇼 
 -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전시)

오래되어 낡고 기능성이 빠져 효용성이 없는 머쉰들의 부품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tree of hallucination”작품은  

존재할 수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가상의 세계에서의  

환영의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들을 통하여 식물의 순환구조를 해석하여 제작되었다. 

이는 여러방향으로 퍼져있는 나무 가지들 사이로  

시각적 영역을 확장시킨 컬러풀한 패턴들과  

머쉰을 분해한 뒤 최소의 크기의 부품들을 컬러링하여 구성하였다.



‘알 수 없지만 볼 수 있는것’ (2014) 사물들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분석하여 제작. 디자이너 구두샵 외부 설치물



‘PSYTRANCE TRAVELLER’ Blank 425 설치 전시 (2014) 



Nike - 콜라보레이션 화보 (2013) 
3m*3m 
실로 제작되어진 플라이니트 운동화의 
질감에 영감을 받아  
운동화를 구성하고 있는 재질의 패턴을  
이용하여 설치.



art direction 및 installation / 가나아트센터 kia surprise weekend (2013)



Vogue x Balenciaga x Vakki



가수 이승환 공연 무대장치 및 아트디렉션 (2013) 가로10m * 세로4m	

관객에 반응하여 가슴에서 레이져 조명 발사.



2013.���������	
��������������������  ‘공존’���������	
��������������������  -���������	
��������������������  보이지���������	
��������������������  않는다고���������	
��������������������  존재하지���������	
��������������������  않는���������	
��������������������  것은���������	
��������������������  아니다.베를린���������	
��������������������  전시.���������	
��������������������  



2013.���������	
��������������������  ‘공존’���������	
��������������������  -���������	
��������������������  보이지���������	
��������������������  않는다고���������	
��������������������  존재하지���������	
��������������������  않는���������	
��������������������  것은���������	
��������������������  아니다.베를린���������	
��������������������  전시.���������	
��������������������  



2012.���������	
��������������������  ‘Unite,Division���������	
��������������������  of���������	
��������������������  Seoul’���������	
��������������������  베를린���������	
��������������������  전시.���������	
��������������������  



2012.���������	
��������������������  ‘Unite,Division���������	
��������������������  of���������	
��������������������  Seoul’���������	
��������������������  베를린���������	
��������������������  전시.���������	
��������������������  



팜팜피아노���������	
��������������������  음악���������	
��������������������  퍼포먼스���������	
��������������������  및���������	
��������������������  비주얼���������	
��������������������  작업���������	
��������������������  2014



소녀���������	
��������������������  2010���������	
��������������������  (���������	
��������������������  2010.���������	
��������������������  가로2m���������	
��������������������  *���������	
��������������������  ���������	
��������������������  세로2m���������	
��������������������  )



2014.���������	
��������������������  알뜰���������	
��������������������  응접실���������	
��������������������  _전시���������	
��������������������  아트센터���������	
��������������������  나비���������	
��������������������  COMO���������	
��������������������  미디어���������	
��������������������  전시

https://vimeo.com/102703716

https://vimeo.com/102703716


2014.���������	
��������������������  알뜰���������	
��������������������  응접실���������	
��������������������  _전시���������	
��������������������  아트센터���������	
��������������������  나비���������	
��������������������  COMO���������	
��������������������  미디어���������	
��������������������  전시

���������	
��������������������  W호텔���������	
��������������������  미디어���������	
��������������������  전시���������	
��������������������  중



the���������	
��������������������  end���������	
��������������������  of���������	
��������������������  the���������	
��������������������  world���������	
��������������������  ���������	
��������������������  (���������	
��������������������  2010.���������	
��������������������  multi���������	
��������������������  channel���������	
��������������������  video���������	
��������������������  ���������	
��������������������  )



video���������	
��������������������  clips���������	
��������������������  ���������	
��������������������  (���������	
��������������������  2007-2009.���������	
��������������������  multi���������	
��������������������  channel���������	
��������������������  video���������	
��������������������  ���������	
��������������������  )



video���������	
��������������������  clips���������	
��������������������  ���������	
��������������������  (���������	
��������������������  2007-2009.���������	
��������������������  multi���������	
��������������������  channel���������	
��������������������  video���������	
��������������������  ���������	
��������������������  )



아무도���������	
��������������������  오지���������	
��������������������  않는���������	
��������������������  방���������	
��������������������  ���������	
��������������������  (���������	
��������������������  2013.���������	
��������������������  130cm���������	
��������������������  *���������	
��������������������  ���������	
��������������������  130cm���������	
��������������������  )



함께���������	
��������������������  먹어요���������	
��������������������  ���������	
��������������������  (���������	
��������������������  2013.���������	
��������������������  130cm���������	
��������������������  *���������	
��������������������  ���������	
��������������������  130cm���������	
��������������������  )



+ The two tomatoes that she threw away 2010 ( 2m x 2m acrylic on canvas )



+Tunacan woman 2010 ( 2m x 2m acrylic on canvas )



Monster 2008 ( multi channel video  )









Video���������	
��������������������  Performance���������	
��������������������  in���������	
��������������������  Berlin���������	
��������������������  (2012)



비디오 댄스
(video)



2012.���������	
��������������������  Paul���������	
��������������������  &���������	
��������������������  Alice���������	
��������������������  패션필름���������	
��������������������  연출���������	
��������������������  및���������	
��������������������  비주얼���������	
��������������������  작업

https://vimeo.com/55374783

영상작업은 현지의 어떤 물건에 대한 영감을 받아 즉흥적으로 진행한다. 이 비디오는 파리 현지의 길거리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폐품들을 모아서 설치물을 만들고  
현지에서 즉흥적 퍼포먼스를 통해 함꼐한 모델과 제작되었다. ‘ 그날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 에 대한 이야기 이다. 

https://vimeo.com/55374783


2013.���������	
��������������������  피터팬컴플렉스���������	
��������������������  공연���������	
��������������������  영상���������	
��������������������  연출���������	
��������������������  

https://vimeo.com/55694290

https://vimeo.com/55694290


2013.���������	
��������������������  루즈코코샤넬���������	
��������������������  광고���������	
��������������������  감독https://vimeo.com/62682226

https://vimeo.com/62682226


2013.���������	
��������������������  나일론TV���������	
��������������������  광고���������	
��������������������  감독.

https://vimeo.com/61945917

https://vimeo.com/61945917


2014���������	
��������������������  s/s.���������	
��������������������  마리끌레르���������	
��������������������  영상���������	
��������������������  디렉팅���������	
��������������������  및���������	
��������������������  어플리케이션���������	
��������������������  개발



2013.���������	
��������������������  이승환���������	
��������������������  19금���������	
��������������������  콘서트���������	
��������������������  영상제작https://vimeo.com/64853832

https://vimeo.com/64853832


2010.���������	
��������������������  플레툰���������	
��������������������  쿤스트할레���������	
��������������������  전시



방송 무대 영상 디렉팅 및 파리 및 태국  패션쇼 영상 감독 및 VJ



콘서트 VJ 및 파티 Vj로 활동



2014 비디오 댄스 설치 작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