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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노트 -  GR1 

Seoulscape  

화려한 대도시의 그 이면에는 오역을 토해내는 영역이 동시에 존재한다. 빈틈, 주변부로 

일컬어지는 뒷 골목에도 도시속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들, 일명 잉여 루저들 의 낙서나 

흔적등이 필시 존재하는데 이는 어느 곳에나 보이는 도시의 양면적인 특성이다. 대부분의 낙서, 

흔적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고자하는 그래피티 작가 혹은 하위문화(언더그라운드)에 

심취한 젊은이들의 행위일것이다. 이런 낙서는 일정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워지거나 다른 낙서로 되덮이거나 하면서 도시의 개 성을 살리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는 

우리가 사는 서울도 마찬가지이다. 특정 문화적 관점에서 현재 서울의 모습의 이면을 발견함과 

동시에 기록함으로서 하위문화의 존재와 배설의 가치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래피티라는 일종의 반 사회적인 작업들을 해왔다. 그래서 생활습관양식등 

나의 모든것이 그래피티라는 문화적 관습에 맞춰져있다. 예를 들면 길을 걷거나 어딘가로 

이동할때에는 항상 스티커라는 매체를 이용하여 일종의 tag(사인,표식)을 방문한 장소에 남기는 

행위를 계속해서 한다거나 불법적 작업을 하였을때 작 업이 눈이 띌수있는 장소등을 메모장에 

적거나 사진을 찍는 행위등을 오래된 습관처럼 반복해서 해왔고 이 습관은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 

되고 있는중이다. 

장시간 이 문화속에서 생활을 하다보니 많은 작가(우리말로는 롸이터)들의 작업도 사라지고 

그들의 행위도 그만두어지는걸 지켜봤다. 대중에게 문화적 다양성을 알리고 이해시키고자 하는 

개인적인 애정행위를 행사와 전시의 기획, 출판물 제작등 다양한 움직임으로 해왔으며 이를 

사진으로 기록해왔다. 그러나 문화적가치, 혹은 배설이 존 재하는 도심의 구석, 버려진 장소, 

빈틈이라 불리는 공간속에 빼곡히 존재하는 흔적들은 도시인의 생활속에 밀접히 존재하지만 

누구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   

거리문화에서 배제된 대부분의 타자들은 이러한 영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실로 

각종 언론에서 기사를 쏟아내며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부정적 인식의 오역 

또한 도시속의 한 부분을 차지하며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특정문화의 가치로 발현될수 있기에 

거리미술이라는 큰 집합속에 발견과 기록이라는 -scape 이라는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것이다.   

‘예술은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게끔 만드는 것이다.’ 화가 

파울클레의 말처럼 거리예술 혹은 낙서라 불리는 하위문화(subculture)를 이용하 여 존재하지만 

보지 못했던 가치에 대해 발견하고 기록하여 재현의 과정을 거쳐 타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타자들의 시선에 의도적으로 보이게 하는 장치로 만드는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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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EXHIBITION & PROJECT 

2019 SOMA, Drawing Center, Seoul, South Korea (coming soon) 

2019 ‘Seoulscape’ Palais de Seoul, Seoul, South Korea 

2019 ‘New drawing project’  양주 장욱진 시립미술관, Yangju, South Korea   

2019 ‘Frottage’ 공간 프로타주, Seoul, South Korea 

2018 '개가 짖는 새벽' Hongik Museum of Art, Seoul, South Korea  

2018 '우리가 포기한 것들' Ansan Street Arts Festival, Ansan   

2018 ‘입질' 1pxoffline, Seoul, South Korea 

2017 'K-RAFFITI', Art Stand, Seoul, South Korea 

2017 '2 인전' 대림창고, Seoul, South Korea 

2017 'Wallskar' Nanxian, China 

2017 'graffiti:4orway' Ecorock Gallery, Seoul, South Korea 

2017 ‘Style Frame’ 인디아트홀 공, Seoul, South Korea 

2017 '국정농담(Government Jokes)' Gallery Naxan, Seoul, South Korea  

2017 'MITR' Bridge Art Space, Bangkok 

2016 'Seoul Shitty' collagE House, Seoul, South Korea 

2016 'Wall Art 100' Art Bar, Taipei, Taiwan 

2016 'Art Garden 2016' Shinsegae Centurm City, Busan, South Korea 

2015 'Sketch Session #01' 기획, 1pxoffline, Seoul, South Korea 

2015 '41 People who GR1 met' B-hall, Busan, South Korea 

2015 ‘미술관앞 스트리트아트' 수원 아이파크 시립미술관, Suwon, South Korea  

2015 'TheGreatAsylum' 테이크아웃 드로잉, Seoul, South Korea 

2014 'Moving Triennale made in Busan', Busan, South Korea 

2014 'Graffiti Effect' 세종문화회관, Seoul, South Korea 

2013 'GR1(Jialone) was here' Space V, Seoul, South Korea 

2013 'Show case' Platoon KunstHalle, Seoul, South Korea 



그 외 다수 

 

출판 

2017 'JIALONE BY GR1', 개인출판 

2016 '지금은 없어진 그곳', 개인출판 

2015 '41people who GR1 met', 개인출판 

2008 'DRIP magazine #2', 개인출판 

2008 'DRIP magazine #1', 개인출판 

 

소장품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공모 

2019 소마미술관 드로잉 센터 지원작가 선정, Seoul, South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