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승 개인전
The ‘Prometheus’s String’
2017 년 2 월 4 일 - 3 월 31 일

I

목 . 금 . 토 . 1-6pm

수다상 토크/ 퍼포먼스: 추후공지 I 클로징파티: 3 월 28 일, 6-8pm
다른 날짜는 작가와 약속하여 관람 가능합니다.
정승 작가 M: 010-4899-9680

전시 개요
평소 과학과 공학에 관심이 많은 작가는 우주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암흑물질이론이나 초끈이론 등을 흥미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이론에 깊은 감명을 받은 정승작가는 기존의 미술작품제작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작품을
연구하여 국내 개인전으로는 처음으로 한미 갤러리 서울에서 작품을 선보입니다. 작가는 최근 4 차산업 혁명의 열풍의 중심에
있는 AI, 3D 프린팅 등의 테크닉을 접목시킨 미디어 조각작품들을 비롯하여 사진, 영상,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의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클로징 파티와 수다상 토크/퍼포먼스 (작가가 제시하는 주제와 관련된 토크를 진행하는 행사)가 있을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Living Sculpture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시리즈작품으로 진행하고 있는 ‘ Prometheus 의 끈’작품은 살아있는 유생물인 식물에서
정보를 추출하여 무생물인 3D 프린터용 필라멘트를 재료로 하는 조형물의 형상을 만드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시도하는 것입니다.
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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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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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4월경부터 준비해온 Living Sculpture 프로젝트는 생물학에서부터 피지컬컴퓨팅 등의 과학 및 공학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피지컬 컴퓨팅 관련 자문에 서울미디어 대학원 대학교 확장미디어스튜디오 김 현주 교수,
중요 프로그램 공동 개발에 KIST(한국과학기술원)연구원 엄태영 박사, 식물관련 자문에 국립수목원 유용식물 증식센터 센터장 이 정호
박사, 3D프린터 관련 자문에 임도원 작가, 3D프린팅을 지원해준 국립과천과학관 등이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협업 및 조언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결과물인 조형물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생명체가 될 수는 없겠으나 식물의 생육과정을 오롯이 따르며 정보를 전달 받아 그
형상을 성형해 간다는 지점은 그 자체로서 생명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이끌어 내는 퍼포먼스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진행 프로세스의 특성상 정보의 전환 과정에서 작가의 상상력이 크게 개입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주 세세한 부분에서 부터
전체의 방향을 잡아가는 큰 틀 또한 작가가 일일이 잡아주어야 하기 때문 입니다. 이는 그 동안의 다른 미디어 작품들에서 종종 목격 되었던
특정 기술의 시범에 그치는 현상에서 예술적 측면으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간 결과물을 만드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관련프로그램 : Art sensor / Cura>

작가코멘트
최근 접하게 된 ‘우주공간이 어쩌면 무수한 정보들로 채워져 있을 것이다.’라는 이론에 감명을 받았었고, 이는 곧 새로운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전 세대에서 후 세대로 유전자를 통해서 각 종족의 정보가 전달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주 공간에서 생명의 물질적
본질이란 정보의 전달의 연속성이 아닐까’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본질에 대해 새로운 시선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미술과 과학 그리고 테크놀로지간의 협업을 통해 완성된 조각 프로젝트인 ‘ Living Sculpture’를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핵심인 Art Sensor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완성 하는데 6 개월 이상이 소요 되었으며, 현재에도 서울미디어대학원에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관련 코딩 및 다양한 기술들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 전시전경 -광주문화재단> Prometheus's String III(광주) / 3D 프린팅 (PLA), 식물, art sensor 프로그램 / 가변사이즈/ 2017

전시구성
-출품작 : 본 전시의 출품작인 ‘ Prometheus’s String(프로메테우스의 끈) IV’ 작품은 식물의 정보를 이용해 조각 작품을 만들고 그
위에 식물이 계속해서 자라게 됩니다. 그 형상을 결정하는 정보의 주체인 식물과 조각 작품이 새로운 유기적 공생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시기간 동안에도 식물과 조각작품은 모두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전시의 중심을 잡아 줄
‘ Prometheus’s String III, IV’ 작품과 더불어 여러 종류의 센서값을 응용한 실시간 애니메이션 영상작품인 ‘ The Gate Of

Senses(2017)’, art sensor 프로그램에 의해 만들어진 형상을 목공 수작업으로 완성한 ‘ Stay With Me(2017)’ 등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 수다상 : 전시기간 중에 약 2 회에 걸쳐 작가가 제안하는 주제와 관련된 자유토크 형식의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일정은 추후 갤러리 사이트 및 작가의 개인 SNS 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퍼포먼스 : 수다상 이벤트와 더불어 전시장에서 즉흥으로 진행될 퍼포먼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 클로징파티 : 2018 년 3 월 28 일 저녁 6 시~8 시에 전시기간 동안 제작된 완성 작품과 더불어 수다상, 퍼포먼스의 결과물을
소개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파티형식의 행사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작가 소개
정승(41)은 2006 년 프랑스 파리 세르지국립미술학교( ENSAPC)에서 학업(학사 및 석사)을 마치고 귀국 후 현재까지
서울에서 설치, 미디어조각 및 영상 등 다양한 매체의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보였던 작업들의 큰 주제는 기계적
사상에 길들여져 있는 현대인들의 단면들을 냉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최근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개관기념 야외조각 프로젝트를 비롯해 Korea-NRW Transfer(KunstmuseumBonn 독일), Plastic Garden(East

gallery,베이징), 부산비엔날레 등을 통해서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여 왔으며, 2017 년 8 월에 대만의 타이페이시 소재 AKI
갤러리에서의 개인전에서 센서와 3D 프린팅을 이용한 뉴미디어 신작들을 대서 선보인바 있습니다.
작가는 유럽에서 학업을 마친 후 현재 한국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작품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8 년 서울의
쿤스트독 갤러리에서의 개인전 ‘조각난 일상’을 시작으로 2009 년 브레인 팩토리 갤러리에서의 <기계의 진화>, 청계 아트
스튜디오에서 ‘ Idea Of Complex part I’ 과, 2011 년 비원갤러리에서 ‘ Idea Of Complex part II’ 를 타이틀로 개인전을
개최하였습니다.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타이완의 AKI 갤러리에서 개인전 ‘ The Garden Of Prometheus’를 개최하였습니다.
2017 년 광주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과 타이완에서의 ‘레지던시 아티스트’전 , 인디아트홀 공에서의 ‘발전적 관계’전,
그리고 스페이스원 갤러리에서의 ‘드로잉 파티 파트 2’전 에서 국내외 다양한 작가들과 함께 단체전에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베이징, 독일 본, 영국의 런던 등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국제 그룹전시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는 창동미술창작스튜디오,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인천아트플랫폼, 금천예술공장, 등 여러 곳에서 레지던시 입주작가로 활동하였으며, 최근에는 타이완의
타이페이 아티스트 빌리지( Taipei Artist Village)의 레지던스 작가로 활동하였습니다. 지난 2012 년 독일과 한국 간의 국제 미술
교류행사인 트란스페어 한국-엔에르베( TRANSTER Korea-NRW)라는 교류 행사에 참여를 통해 서로 다른 독일과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독일의 예술가들을 비평하기도 하고 비평을 받기도 하며 예술적 측면에서 더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한미갤러리의 2018 년 첫 전시를 여는 작가로써 ‘ Prometheus’s String(프로메테우스의 끈)
IV’라는 타이틀로 새로운 실험적인 작품을 선 보일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