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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동 스펙트럼갤러리, 9월 24일까지 이지훈 개인전 '本質消滅時效: 본질의 소멸시효' 개최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스펙트럼갤러리에서는 9월 24일(토)까지 이지훈 개인전 '本質消滅時效: 본질의 소멸시효'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점의 평면 작품과 7점의 설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가 쉽게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전구, 고깔, 회전하는 팬(fan) 등으로 이루

어져 있다. 하지만 작품의 크기는 아주 거대하거나 또는 익숙하지 않은 재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관람객은 전시장에서 익숙함과 편안함보다 낯

섦, 어쩌면 미세하게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작가는 "기술혁신에 따른 디지털 환경의 변화로 야기되는 사회 현상에 대한 불안감에서 작업이 출발했습니다. 전시장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기계음,

서늘한 바람,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조도의 빛, 시지각을 넘어서는 속도 및 운동감이 위압, 압도, 불편, 낯섦, 경외감 등 모순된 감정의 동요와 감각의 균

열을 감상자에게 전달하고 느끼게 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감각의 변화를 통해 일상적인 감각 범위를 넘어선 경험을 제공하며, 변화하는 시대 속에 인간의 감각과 지각은 어떻게 적응하고 수용되는지 탐구

하고, 더 나아가 감각이 불완전함에 대한 재인식과 기술이 제시하는 새로운 환경에 대해 경각심을 전달하고자 한다.

Flat sculpture. 2, Wood, Fan, Acrylic color, Mixed media, 91 × 91 × 10cm, 2022 [사진 김경아 기자]

실험체 2-A : OO의 소멸시효, Acrulic box, Wood, Led fan, Mixed media, 100 × 20 × 20cm, 2022 [사진=김경아 기자]

Deformed Perception New Form. 1, Aluminum Frame, Led light, Screw, Pvc, Mixed media, 가변설치, 160 × 160 ×

160cm, 2021 [사진 김경아 기자]

Flat sculpture. 1, Wood, Fan, Acrylic color, Mixed media, 100 x 154 x 10cm, 2022 [사진 김경아 기자]

실험체 1-A : 불완전한 조각, Modeling clay, Fan, Acrylic sphere, Plastic stick, Screw, Mixed media, 80 × 80 × 80cm,

2022 [사진 김경아 기자]

Overflow, Led fan, Mixed media, 210 x 65 x 65cm, 2020 [사진 김경아 기자]

이지훈 작가는 홍익대학교 조소과 졸업 후 동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치고 현재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전시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일ㆍ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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