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바톤은 6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한남동 전시 공간에서 빈우혁(Bin Woo Hyuk, b.1981)의 개인전〈프롬나드(Promenade)〉
를

개최한다. 수년 전부터 베를린으로 이주하여 작품 활동 중인 작가가, 연못과 그 수면의 변화무쌍함에 관한 오랜 시간의 탐구와 매진의
결과로 탄생한 신작들을 갤러리바톤과의 세 번째 개인전을 통해 선보이는 자리다.

2014년 갤러리와의 첫 전시 모티브였던 “베를린의 공원과 인근의 숲을 산책하는 행위”는 자연이라는 대상이 자신의 미적 지향점에

순응하는 매체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자, 숙명과도 같았던 회한과 번민으로 점철된 내면을 치유하는 리추얼(ritual) 임을 내비쳤다.

빈우혁은 습관적으로 숲을 찾고 사색하며 화폭에 옮기는 과정의 반복에 큰 의미를 두었고, 그러한 연장선에서 숲은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주는 삶의 무게와 부담을 잊게 해 주는 곳”으로 느낄 만큼 친밀한 존재였다. 자신이 의지하고 위안을 느꼈던 숲의 본모습을

옮기겠다는 결연한 의지는 자칫 화폭에 어른거릴지도 모르는 이질적인 사상과 세속의 흔적을 원천적으로 걸러내주었고, 대신에 그리는

대상과 행위 자체가 돋보이게 하였다. 첫 전시 제목이던 ‘아르카디아(Arkadia)’는 그 당시 작가의 심상과 형편, 일련의 작품이 탄생한
배경을 잘 설명하여 준다.

산책로라는 뜻의 이번 전시 제목인〈프롬나드(Promenade)〉
는 자칫 그 의미하는 바를 작가의 화풍과 배경에 미루어 짐작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보다 관념적인 대상을 지칭한다. 전시의 구상과 작업 기간이 팬데믹으로 인한 이동의 통제가 가해졌던 시기와 일치하였기에,

작품에 등장하는 이미지는 기억의 심연과 먼발치에서 언뜻 비치던 풍광들을 자신의 마음에 들 때까지 자유롭게 조합하고 재해석한

결과이다. 즉, 작가의 의식에 단발성으로 떠오르는 파편화된 숲과 연못, 그 주변의 모습이 시시각각 변하는 햇빛, 공기의 미묘한 변화,
바람에 일렁이는 수면 등 오감이 기억하는 정경과 결합하여 비로소 공간성이 부여된 ‘의식 속의 산책로’인 것이다.

총 8점으로 구성된 길이 15.2미터의 연작은 프랑스 오랑주리 미술관에 영구 설치되어 있는 모네의 수련을 떠올리게 한다. 미술관과

유사한 구조인 출입구만 남겨둔 채 원형으로 제작된 전시 공간에 걸린 빈우혁의 수련 연작은 작가가 그동안 쏟아부었을 노력과 열의를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작업 과정 내내 겪었을 원전에 대한 의식과 두려움, 그리고 그 극복에 대한 단초는 작가가 고심하여 전개한

회화적 기법에서 보다 자세히 드러난다. 즉흥성이 돋보이는 표면에 풍부한 색조로 호방하게 전개된 연못의 이미지는 의도적인 평면성의

강조와 색면으로 표현된 연잎의 부유가 강조되어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특히 무작위적인 빛과 수면의 찬란한 조우를 표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끌어들인 추상성은 화면의 전반에 흐르며, 끝없이 펼쳐진 ‘중첩된 연못’에 둘러싸인듯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거친듯하면서도 숲 속에 깃든 광선과 대기의 효과가 빚어내는 아득함을 잘 표현한 그의 작품은, 간명한 필치로 자신의 심상에 비친
풍경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했던 19세기 영국 낭만주의 풍경화의 대가, 존 컨스터블(John Constable, 1776-1837)의 영향을 짐작하게 한다.

빈우혁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전문사 졸업 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원 서양화과에서 석사를 수료했다. 갤러리바톤, 경기도미술관
(2018),

OCI미술관(2014), 챕터투(2019)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고,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2020), 경기도미술관(2020), 성곡미술관(2016),

아마도예술공간(2016) 등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여해왔다. 현재 베를린에 거주중인 작가는 올해부터 베를린조형예술가협회(BBK BerlinProfessional Association of Visual Artists Berlin)

멤버로 활동중이다.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OCI미술관,

챕터투, 매릴랜드 예술대학(Maryland Institute College of Art)을 포함한 국내외 미술기관에 소장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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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ery Baton is pleased to announce, Promenade, a solo exhibition by Bin Woo Hyuk (b.1981) from 16th June to 23rd July in Hannam-dong,
Seoul. Bin who moved to Berlin several years ago will introduce the new achievement of his long-term dedication and research into ponds
and their ever-changing surfaces at this third solo presentation with Galley Baton.
The main motif of Bin’s first exhibition with Gallery Baton in 2014 was ‘strolls around parks and the suburban woods in Berlin’ which signified
not only the process of self-realizing that nature corresponded the aim he aesthetically sought for but a ritual reliving his inner anguish
and remorse that he inevitably confronted. As he repeatedly visited the places to spend meditative time and he discovered the meaning of
delivering these experiences onto his canvases, the significance of the woods for him was growing as an intimate place where he could forget
the pressure and weight caused by the discrepancy between the ideal and reality. His sheer determination with depicting the true picture of
the woods where he could find relief and comfort consequently allowed him to underline targets of his practice and the act of painting itself
by radically excluding unnecessary traces of ideological and secular tendencies which could have possibly overshadowed his paintings.
In this context, his first exhibition title—Arkadia successfully explains the artist’s psychological state of the time and the background narrative
of the presented works.
The title of this exhibition, Promenade whose definition is a path for walking on, can be simply interpreted with relation to the style and
motives of his paintings; however, it rather refers to an abstract subject. As the theme of the exhibition was decided and most of the works
were produc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lockdown due to the pandemic, the images of the paintings can be seen as a result of consistently
reinterpreting and assembling the glimpses of the landscapes reflected on the abyss of his memory. Thus, Promenade is a path in his
subconscious mind finally given its spatiality through the combination of several synesthetic recollections such as constantly varying sun rays,
subtle shifts of the air or soft ripples swayed by the gentle wind with fragmental sceneries of the woods, the ponds and their surroundings he
can occasionally come up with.
His new 15.2 meters-wide painting series consisting of eight pieces is reminiscent of the Water Lilies by Claude Monet, one of the most
famous permanent collections of the Musée de l’Orangerie in Paris. Inspired by the original installation style, Bin Woo Hyuk’s water lilies
series is also displayed in the newly constructed oval-shaped space while only the entrance remains untouched; the series certainly provides
us clues to guess how much effort and commitment he made for the paintings. Especially, the way how he deals with and overcomes
the consciousness of the original masterpiece and the overwhelming fear emerging throughout the process is more apparent in his pictorial
approach and techniques decided by Bin’s careful deliberation. Since the images of the pond in rich colors broadly arrayed over the surface
whose impromptu aspects stand out intentionally emphasize the sense of flatness and the floating sensation of color-patches of the flower
petals, the paintings ultimately gain the dreamy ambience. Bin draws the abstraction onto the entire surface to manifest the radiant overlap
of random lights and the water surface; therefore, the viewers can encounter the sublime moment as if they were in the midst of the endless
expense of the layered pond. Although the paintings still convey a certain rough impression at the first sight, Bin Woo Hyuk’s proficiency at
crafting the sense of distance occurred by the effect of the atmosphere and shimmers indwelling the woods suggestively shows us the impact
of John Constable (1776-1837), one of the major English landscape painters in the Romantic tradition who portrayed the dramatic sceneries of
nature with his simple and clean strokes.
Bin Woo Hyuk studied at College of Fine Art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after receiving a BFA and an MFA from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Korea. He has held solo exhibitions at Gallery Baton;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OCI Museum of Art, Seoul
of Art

(2020);

(2014);

and Chapter II, Seoul

(2019),

(Gyeonggi MoMA, 2018);

and participated in group exhibitions at Yangju City Chang Ucchin Museum

Gyeonggi MoMA (2020); Sungkok Art Museum, Seoul

(2016);

and Amado Art Space, Seoul

(2016).

Bin, currently living in Berlin,

has been a member of the BBK Berlin-Professional Association of Visual Artists Berlin since this year. His work is represented in the
collections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Seoul Museum of Art, Korea; Gyeonggi MoMA, Korea;
OCI Museum of Art, Korea; Chapter II, Korea; and the Maryland Institute College of Art,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