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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는 2021년 11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이해강 작가의 개인전 <M&M's>를 

개최한다. 다년간 스트리트 그래피티 활동을 진행해오던 이해강은 특유의 캐릭터 이미지와 드로잉 스

타일로  애니메이션 및 일러스트를 제작, 음악, 상품 디자인 등 타 장르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하여 

대중들에게 선보이기도 하였다. 작가는 2018년 어쩌다갤러리2에서의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으

로 회화작가로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이해강은 그에게 가장 익숙했던 스프레이 페인팅과 문자의 이미지화 및 변형 등의 그래피티 스타일을 

기반으로 하며 독자적인 회화 형식을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가 추구하는 화면 

구성은 두 종류의 캐릭터를 하나로 결합하는 과정이기도 한데, 특히 이번 전시의 제목에서도 그 의도를 

담고 있다. 전시 제목이자 초콜릿 이름인 M&M's는 하나의 봉지 속에는 하나의 맛이지만 다양한 색채

를 띤 초콜릿들로 채워져 있다.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 과자의 이름은 이번 전시의 제목으로 사용

됨으로써 다수의 개체가 하나로 수렴되는 이미지의 변모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상징적으로 은유한다. 

이해강 작가가 회화를 통하여 진행하는 두 개의 개체가 하나의 다른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기존

의 그래피티나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과 달리 즉흥적이다. 캔버스 표면 위로 뿌리거나 바르는 스프레이

와 유화 물감 등은 서로 섞이거나 겹쳐지면서 즉각적인 현장성을 드러낸다. 캔버스 표면의 색상들은 과

감한 컬러감으로 붓의 움직임의 흔적과 밀도감을 만들어내고 있다.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은 색채와 움

직임의 거대한 덩어리가 흘러가듯 이해강의 캔버스들이 공간 속 하나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며 가득 채

워진다. 2021년도의 이해강의 개인전 <M&M's>에서는 회화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지속하는 작가의 독

창적 회화문법을 시도하는 과정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이해강 (Haekang Lee) 작가는 홍익대학교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을 졸업하고 Final Fla.sh (플랫폼엘, 

2020), Final Flash (노블레스컬렉션, 2020), Mashed Potato (갤러리2, 2019), 모호로비치치 (어쩌

다갤러리2, 2018) 등 개인전을 가졌고, The Review (조선일보미술관, 노블레스컬렉션, 2021), FREE 

LAUNDRY (Meurice 59th circle Easthampton NY, 2021), No One Is Here (도잉아트, 2021), 화

이트블럭천안창작촌 쇼케이스전 (화이트블럭 천안, 2021), 기묘한 통의 만물상 (대림미술관, 2021), 나

의 이름은 (일상비일상의틈, 2020), 이 전시는 교훈이 없다 (부산현대미술회관, 2019), 보통의 거짓말 

(석파정서울미술관, 2019), 굿즈모아마트 (구슬모아당구장, 2019), REPLAY (오픈스페이스배, 2019)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작가 노트

글. 이해강

초콜릿 이름인 <M&M’s>가 전시 제목이 된 것에는 작업의 소재와 관련이 있다. 이번 시리즈의 작업은 

글자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글자는 모두 듀오의 이름이다. 예를 들어 ‘보니와 클라이드’, ‘시드와 낸

시’ 등 실존 인물이었던 아이콘 듀오부터 ‘배트맨과 로빈’, ‘톰과 제리’처럼 창작물 속 듀오, ‘박중훈과 

안성기’, ‘조던과 피팬’, ‘다프트 펑크’, ‘사이먼과 가펑클’ 등 스포츠나 대중문화 속 듀오, ‘마리나 아브

라모비치와 울라이’, ‘길버트와 조지’ 같은 미술사 속 듀오들의 이름들이다. 타인으로서의 나에게는 이

들이 하나처럼 보이지만, 정작 둘 사이에 갈등과 우열이 존재하거나 듀오를 이루고 있는 개인 간의 경

계가 분명하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막상 이들을 소재로 한 회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미지 자체의 조형성에 더욱 흥미가 생겼

다. 점차 회화의 진행 과정과 방식에 중점을 두게 되면서 듀오 캐릭터나 인물 자체의 의미는 그림에서 

점차 보이지 않게 되었다. 소재로 쓰인 듀오들은 이름만이 남겨졌고, 그림을 그리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인 글씨의 획으로서 이용되었다. 화면을 처음 구성하기 위해서 글자를 정하고 그것을 그래피티의 피스

(Piece)를 만들듯이 글씨의 획으로써 화면에 공간을 구획한다. 이 단계에서는 글씨의 획에 충실하지만 

형태적으로는 글자와 그림 그 어디쯤에 있다. 이 배치를 토대로 음악 프로듀서가 샘플링을 하듯이 파편

적 형태를 적극적으로 차용하여 살을 붙인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덩어리들은 화면 위에서 일종의 즉

흥적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낸다. 변화하는 프레임들의 형태를 얹기도 하고, 획이나 미디엄의 변화와 

같은 회화적인 물성 요소들을 이용하여 애니메이션적 화면이 구현되는 것이다.

나는 여러 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그래피티나 애니메이션 등의 장르에서 활동하면서 그것들을 

표면으로만 이해하거나 다룰 수 없는 여러 규칙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정된 규

칙과는 다른 방식을 시도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를테면 그것들의 외형을 닮게 그리거나 이미지를 단순 

차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기법, 구현하는 방식, 작동 원리를 응용하는 것으로 미디어 속 이미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차용하려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상 형태를 머릿속에 그리고 그것을 재현하는 식의 방

식에서 벗어나 제작 과정에서 만나는 움직임이나 물성에 포커스가 맞추어진 추상적인 이미지를 만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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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CUT NEWS

임윤경 작가는 경남도립미술관에서 열린 기획전 <돌봄사회 Caring Society>에 참여했습니다.
2021. 10. 29  - 2022. 2. 6

백정기

물(水)에 빠진 금(金)

2021. 10. 20 수 - 2021. 11. 7 일

박노완 작가는 갤러리기체에서 열린 기획전 <You Never Saw It>에 참여했습니다.
2021. 10. 21  - 2021. 11. 20

ART FAIR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은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대구에서 개
최된 대구아트페어 2021에 참가했습니다. 대구컨벤션센터 EXCO
에서 열린 본 행사의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부스에는 권순영, 로와
정, 백경호 작가의 작품을 출품하였습니다.

백정기 작가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열린 기획전 <대지의 시간>에 참여합니다.
2021. 11. 25  - 2022. 2. 27

전다빈 작가는 꼴라보하우스 도산에서 파소갤러리와 협업한 전시
스타일도산 시즌1 Part2 <BACKING YOUR INSPIRATION>에 참여했습니다.

2021. 10. 2  - 2021. 10. 17

최병석 작가는 송은에서 열린 제21회 송은미술대상전에 참여합니다.
2021. 12. 10  - 2022. 2. 12

홍승혜 작가는 일민미술관에서 열린 기획전 <IMA Picks 2021>에 참여했습니다.
2021. 11. 19  - 2022. 2. 6

최승훈 작가는 인스턴트루프에서 개인전 <The Art of Sympathy>를 가졌습니다.
2021. 11. 5  - 2021. 11. 28

전다빈 작가는 전시공간 100_0 에서 개인전 <아로와 나>를 가졌습니다.
2021. 10. 25  - 2021. 11. 13

고재욱 작가는 서울시립미술관 SeMA 창고에서 열린 그룹전 <조소된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2021. 10. 21  - 2021. 10. 31

SOLO SHOW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은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부
산 신세계백화점에서의 SOLO SHOW 행사에는 스페이
스 윌링앤딜링에서 2019년 2인전과 2021년 개인전을 가
졌던 박노완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추미림 작가는 국립현대미술관 <2021년 고양레지던시 오픈스튜디오 17 어느 날 갑자기>를 가졌습니다.
2021. 11. 12  - 2021. 11. 14

후원 : 서울문화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