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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태 형 Kim Tehyung
2003 홍익대학교 동양화과 및 시각디자인과 복수전공 졸업

2006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과 수료

개인전

2021 집착 혹은 애착 - A BUNKER 서울

2019 현실과 망상의 사이.교차지점 -<환상 교차로> 춘자아트갤러리 부산

2018 공상 또는 망상 - <탐구생활> 갤러리 H 서울 외 다수

기획전 및 단체전

2021 <자연환경>-춘자아트갤러리-부산

<탐구생활>-더라이브러리 명일점 x PUBLIC GALLERY-서울

2020 <Art for Ur Flex>-현대박화점 중동점-경기도

<Into the Forest>-노들섬 갤러리스페이스445-서울

<제21회 광주신세계미술제 1차 선정작가전>-신세계갤러리 -광주

<온택트 아트경기>-경기상상캠퍼스 디자인 1978-수원

<어떤 가족의 기록>-신세계갤러리-광주

<자연의 색>-KB국민은행 Gold&Wise PB센터-서울

2019 <제20회 광주신세계미술제 1차 선정작가전>-신세계갤러리 -광주

<2019상상번지점프展>-한벽원미술관-서울

2018 <제19회 광주신세계미술제 선정작가展>- 신세계 갤러리-광주

<협력의 진화>-(재)한원미술관-서울

<도서산간展>-청주시립미술관 오창전시관 -청주

<광주시립미술관 신소장품 2017년展>-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2017 <2017special present2018>- 벽과나사이 갤러리 -서울

<오직.순수.회화 -네이버x프린트베이커리 콜라보레이션 기획전시>- 프린트 베이커리 삼청점 –서울 외 다수

수상 및 선정

2022 제6회 광주화루 공모전 우수상 수상

2021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작품매입 선정

2020 제21회 광주신세계미술제 1차 선정작가

2019 제20회 광주신세계미술제 1차 선정작가

제2회 인카네이션 문화예술재단 예술상 선정

2018 광주 신세계미술제 선정작가

2017 오직. 순수. 회화 (print bakery x 네이버 아트원도) 공모전 수상

2017 광주시립 미술관 청년작가 작품 매입공모 선정

작품 소장처

-국립현대미술관,광주시립미술관,수원가정법원.(재)신세계토건,갤러리토스트,AYA아트코어브라운갤러리,갤러리H,개인소장 외



지난시간의 흔적이 새겨진 변색된 장난감, 어린이집에서 자랑스럽게 들고 온 종이 공작물,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적어온 삐

뚤삐뚤한 익숙지 않은 맞춤법의 편지들, 작년 한 해 열심히 인터넷을 보고 접은 종이 팽이, 도무지 원래 형태가 상상조차

안 되는 크레이 조형물, 엄마와 함께한 꼬낏꼬낏 지하철 여행 티켓 같은 막상 현실의 삶에 그다지 유용하지도 실용적이지

도 않은 물건들. 더불어 대학 자취 시절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방 안 한구석에 쌓인 그런 사물들에 대한 미련으로 나의 공

간은 항상 정리를 하려 해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

자녀의 유무, 동거인의 유무를 떠나 극히 일부 자기관리에 능한 몇몇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억이 깃든 사물들

에 대한 집착, 미련으로 정리를 하지 못해 골머리를 썩히곤 한다. D-day를 잡고 굳은 결심을 하며 대용량 쓰레기봉투를

사들여 과감하게 버려야 할 물건들을 분류하다 보면 어느새 결의에 찬 의욕은 사라지고 갖가지 사물을 보며 추억에 젖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더 수습하기 힘들어진 공간을 보며 자책, 한숨을 반복하는 날들이 마치 타임 루프 영화처럼 매번

반복되곤 한다.

버리지 못해 쌓아만 두는 상황이 한계까지 치닫자 결국 이런저런 소재들을 모아 한 공간 안에 배치하거나 기록해 놓아 시

각화시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정들이 해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결론에 이르러 감정과 기억과 사물들을 쌓

아 이번 작업을 선보이게 되었다.

쌓이고 나뉘고 뒤엉키다 분해되고 망가지고 상처 입다 아물고 또 흉지고 다시 쌓이는 것처럼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주변

의 사물들을 조합하고 뒤섞어가는 와중에 보편에 삶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다른 이들 또한 결국 다양한 삶의 형태로 살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이란 결국 ‘삶’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어쩔 수 없듯이 나와 비슷한 고민,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자기 위안도 해본다.

각각의 사람마다 어떤 것이든 집착, 애착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들이 사물의 형태이든 무형의 무엇 또는 감정이든... 모

이고 쌓이다 못해 본인들을 짓누르거나 압박감을 느낄 때쯤 무형의 감정이라면 시각화 시켜 실물이라면 물건을 한 공간

안에 쏟아붓고 가만히 들여다보길 추천한다. 모든 사람이 똑같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 스스로는 이번 작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언할 수 없지만 “그래도 괜찮아”라는 위로를 받았으니 말이다.



기억의 방
장지.아크릴잉크
65x80cm
2021 
280만원



그곳에 있다
장지.아크릴잉크
24.5x33.5cm
2022 
48만원



자라나는 집
장지.아크릴잉크
49.0x35.0cm
2022 
120만원



자라나는 집
장지.아크릴잉크
49.0x35.0cm
2022 
120만원



황홀한 유년
장지.아크릴잉크
65.0x80.0cm
2021 
280만원



황홀한 유년
장지.아크릴잉크
65.0x80.0cm
2021 
280만원



넘치는 애착
장지에 채색
91.0x117.0cm
2016
500만원



도대체 무슨일이 04
장지에 채색
21.0x29.5cm
2022
50만원



도대체 무슨일이 05
장지에 채색
21.0x29.5cm
2022
50만원



도대체 무슨일이 06
장지에 채색
21.0x29.5cm
2022
50만원



도대체 무슨일이 07
장지에 채색
21.0x29.5cm
2022
50만원



도대체 무슨일이 08
장지에 채색
21.0x29.5cm
2022
50만원



도대체 무슨일이 09
장지에 채색
21.0x29.5cm
2022
50만원



황홀한 유년 05
장지에 채색
49.0 x 35.0cm
2022
120만원



황홀한 유년 06
장지에 채색
49.0 x 35.0cm
2022
120만원



황홀한 유년 07
장지에 채색
49.0 x 35.0cm
2022
1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