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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 HYO SEOK SOLO EXHIBITION 

《 VIBRANT GEOMETRY 》 

2022/1/27  – 2022/2/19 

 

Brugier Rigail Gallery Seoul presents Jin Hyo Seok’s solo exhibition <Vibrant Geometry> from 27 

January to 19 February, 2022.  

The artist has created sculptures that integrate geometric elements by cutting, folding, coloring and 

assembling industrial materials such as polycarbonate, polyurethane, plexiglass, and plywood. The 

word ‘geometry’ literally means “the study of the properties of shapes and spaces”. Starting from 

the question of “how we perceive space”, the artist has continued various formative experiments to 

present a new perception of space.  

His early series ‘Origami’ is a structure made by overlapping and cutting plates, and applying primary 

colors to it. Each work induces the effect of a flat paper fold into a three-dimension. As the reverse 

side is put forward along with the front side, or as three or more overlapping surfaces obscure the 

order of being folded, the relation between forms becomes complex. After such folding process, 

layers after layers of varnish are applied onto a part or the whole part, which gives the effects of 

gloss and depth. The final composition, clear and simple to the extreme, seems to explore the 

‘condition of perception’. 

Afterwards, Jin proceeds to rectangular panels incorporating the perception of space. With the 

addition of light, the sense of depth between the bordered planes and the volume of the structure 

comes to the foreground. In such way, the artist has continued color-field works including 

Composition 0716 in homage to Kazmir Malevich who regarded square as the most ideal form. 

Since 2016, he has been experimenting with much purer forms, starting to use black as well as 

various forms other than rectangles. 

This exhibition presents works ranging from early series ‘Origami’, and ‘Composition’ series taking 

rectangular forms, to line drawing series playing with a space as well as drawings.  

The artist has consistently pursued his motivation for “a space that is constantly changing”, where 

change is focused on the viewer's sense of the space where the work is arranged. The character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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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Jin’s work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figures or spaces do not pre-exist to the work, and rather 

aims at the finished form changing in its operation. What is essential in this process is the voluntary 

perception of the viewer who is conscious of the space surrounding her in front of the work. The 

work is completed only through the viewer's fluid gaze or projects her standing in front of a mirror-

like work, thus inviting her into a geometric space. Within the tension between the sculptor/me, the 

sculpture/element, and the space/perception, we hope that the audience could experience geometry 

coming alive. 

 

 

 

 

 

 

 

 

JIN HYO SEOK 
Jin Hyo Seok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Contemporary Art and New Media at University Paris 

8 Vincennes-Saint-Denis. He has been working with 

geometric lines and planes by cutting, coloring, and 

joining engineering materials that can be found 

everywhere around us. If the minimalist artists of the 

20th century reversed what was considered the 

background to the front of the space and the view, 

Jin's sculptures slide between the space and the view, 

drawing our attention to the more unitized matter 

and form. The visual/sensory cues he presents lead 

the viewer into the work and the space at the same 

time, transcending materiality. 

The artist has participated in solo exhibitions at Galerie Paris Horizon, Espace lcare,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Architecture de Paris – La Villette, and Korean Cultural Center in Paris as well as group 

exhibitions in Bastille Design Center, Korean Cultural Center in Berlin,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in 

Paris, Galerie 89, Ibu Gallery, Hangaram Art Museum in Seoul,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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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효석 개인전 

《 VIBRANT GEOMETRY 》 

2022/1/27  – 2022/2/19 

 

진효석의 개인전 <Vibrant Geometry>가 2022년 1월 27일부터 2월 19일까지 브루지에-히가이 갤러리 

서울에서 열린다.   

진효석은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우레탄, 플랙시글라스, 합판과 같은 공업재료를 절단하고, 접고, 

채색하고, 조립함으로써 기하학적 요소를 드러내는 조각 작품을 만들어 왔다. 기하학의 사전적 뜻은 

“도형 및 공간의 성질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우리는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한 작가는 다양한 조형적 실험들을 지속해 오며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초창기 ‘접기(Origami)’ 연작은 판들을 중첩하고 절단하여 구조체를 만들고 그에 원색을 적용하여, 마치 

평면의 종이를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접기의 효과를 유도한다.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뒷면을 전면에 

함께 드러내거나, 세 면 이상이 겹쳐진 교차면에 추가적인 입체감을 주어 접기의 순서 관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형태들이 관계하는 맥락을 다층화한다. 그러한 접기의 구성에 따라 단면 또는 전체면에 

단일한 색을 적용한 후에는 수겹의 바니시를 올려 광택과 깊이감 있는 효과를 택했는데,  극도로 

명료하고 단순한 구성체를 추구함으로써 ‘지각의 조건’을 탐구하려는 듯 보인다.   

이후 작가는 작업에 공간인식의 개념을 포함시켜 사각형 패널 작업들을 진행한다. 빛의 요소가 

더해져야만 경계 지어진 면들 간 깊이감의 차이를 인지할 수 있는 구성을 통해 구조체의 자족적인 양감을 

드러낸다. 정사각형을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말레비치에 대한 오마주 작품 <Composition 

0716>을 비롯해 사각형을 다양하게 조합한 색면구성 작업들을 꾸준히 전개해 갔다. 2016년 이후로는 

사각형 이외의 다양한 형태들 뿐만 아니라 검은색을 작업에 사용하기 시작하며 보다 순수한 조형 요소를 

실험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평면을 조각적으로 재구성한 초창기의 접기 연작부터 그 조형 원리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균제미를 갖춘 사각형 구성 연작을 포함해, 공간을 보다 자유롭게 구성하는 선 드로잉 신작들까지 

이어지는 조각적 실험과 그 바탕이 된 드로잉작들을 보여준다.    

작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공간“에 대한 동기를 지속적으로 드러내 왔는데, 여기서 변화란 작품이 

배치된 공간에 있는 관람자의 감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진효석의 작업이 지니는 특징은, 도형이나 공간이 

작업에 선재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완성된 형태를 목적한다기 보다는 그것의 작동을 

변주시키는데 있다. 이 과정에서 긴요한 것은 작품 앞에서 자신을 둘러싼 공간을 의식하는 관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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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지각이다. 관람자의 비고정된 시선으로 비로소 완성되는, 혹은 마치 거울 같은 작품 앞에 선 

관람자를 투영하도록 하는 진효석의 작품은 관람자를 기하학적 공간으로 초대한다. 조각가/나, 조각/요소, 

공간/지각 간의 긴장 속에서 각자가 생동하는 기하학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   

 

 

 

 

 

 

 

JIN HYO SEOK 
진효석은 파리 제 8 대학(Université Paris 8 Vincennes-

Saint-Denis) 컨템포러리 아트 및 뉴미디어학과를 

졸업하였다. 그는 주변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산업 재료를 

절단하고 채색하고 접합하여 일관적으로 기하학적 선과 

면으로 이루어진 작품을 제작해 왔다. 20 세기의 

예술가들이 백그라운드로 간주되던 것들을 공간의 전면, 

시야의 전방으로 역전시켰다면 진효석의 조각은 공간과 

시야의 사이를 미끄러지며 우리로 하여금 보다 

단위화된 질료와 형태에 주목하도록 한다. 그가 

제시하는 시각적/감각적 단서들은 관람자를 작품 

안으로 그리고 공간 속으로 동시에 이끌면서 물질적 

의미를 넘어서는 존재론적 사건을 기입한다.  

Galerie Paris Horizon, Espace lcare, 파리 라 빌레트 건축학교,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으며, 바스티유 디자인 센터, 베를린 한국문화원, 파리 시떼데자르 와 Galerie 89, Ibu Gallery, 

한가람미술관 등에서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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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LIST] 
JIN HYO SEOK: VIBRANT GEOMETRY 

 

Image Caption 

 

Composition 0620 
acrylique et polycarbonate sur contreplaqué 
74.5 x 159.5 x 6.5 cm  
2020 

 

Composition 0121 
acrylique et polycarbonate sur contreplaqué    
80 x 50 x 6.5 cm 
2021 

 

Composition 0321 
acrylique et polycarbonate sur contreplaqué    
80 x 50 x 6.5 cm 
2021 

 

Composition 0122 
acrylique et polycarbonate sur contreplaqué    
80 x 50 x 6.5 cm 
2021 

 

Composition 0521 
acrylique et polycarbonate sur contreplaqué    
76.5 x 50 x 6.5 cm  
2021 

 

Composition 0716 
acrylique et polycarbonate sur contreplaqué 
79.5 x 79.5 x 6.5 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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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ion P0111 
acrylique et plexiglass sur contreplaqué 
78 x 78 x 10 cm  
2011 

 

Composition 0318 
peinture glycéro et polyurethane sur MDF 
94 x 64 x 8 cm  
2018 

 

Composition 0408 
peinture glycéro et polyurethane sur MDF 
80 x 90 x 9 cm  
2008 

 

Composition 0112 
acrylique et polycarbonate sur contreplaqué 
35 x 17 x 9.5 cm  
2012 

 

Composition 1021 
acrylique et polycarbonate sur contreplaqué 
30 x 19 x 5.5 cm  
2021 

 

Composition 0921 
acrylique et polycarbonate sur contreplaqué 
50 x 22 x 10.5 cm  
2021 

*작품가격은 갤러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Please inquire the gallery manager for the work price. 

seoul@galerie-brugier-rigail.com | 02-341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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