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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

2021   좋은 기운 (이랜드스페이스, 서울)

2020   Colorful City (갤러리코소, 서울)

2019   조각조각造閣:build a house (Ju동교동 스페이스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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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모음집 (후암가록, 서울)

주요 단체전

2021   브리즈아트페어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AG신진작가대상 선정작가전 (갤러리AG, 서울)

2020   오목조목 오밀조밀 (방배목장,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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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코소아트페어 (갤러리코소,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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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YAAF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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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소 본능 (갤러리마롱, 서울)

            ASYAAF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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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일조원갤러리 The Fresh Art Exhibition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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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YAAF (DDP,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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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ing Instinct (Gallery Marro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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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les of Dragon (Gyeomjae Jeongseon Art Museum, Seoul)

2016   ASYAAF (DDP,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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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rd Prize in The Fresh Art Exhibition, Iljowon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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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태호 HONG TAEHO 홍태호 개인전
HONG TAE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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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 4.10

카이스트 경영대학 SUPEX 경영관 2층

Research & Art Gallery

Mon ~ Fri

10AM ~ 6PM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638-48
90.9x65.1cm, magazine collage on panel, 202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135-3 의상실
60.6x90.9cm, magazine collage on canvas, 2021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11
35.0x27.5cm, magazine collage on panel, 2019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668-22
91.0x116.7cm, magazine collage on canvas, 2020



개발이 보존보다 환영 받는 시대에는 간직할 만한 풍경들
도 쉽게 사라지곤 한다. 우리는 좋은 느낌, 즐거운 추억이 
담긴 시간과 공간들이 영원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경험으
로 알고 있다. 홍태호 작가 또한 행복감을 주는 장소를 만나
면 곧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었고, 누군가의 개성이 
깃든 멋진 공간과 낡았지만 정성껏 가꾸어 온 생활터전들
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거리를 걸으며 마음에 
남겨둔 집과 가게들,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기록하고 있다.  

작가는 건축물을 중심으로 형태, 색, 감정, 분위기 등 당시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자신만의 기억들을 작품에 반영한다. 
사진 몇 장에 담기는 힘든 것들이다. 그래서 여러 요소들을 
모아 완성하는 ‘콜라주(collage)’ 를 작업방식으로 택했다. 
주로 패션 잡지를 잘게 뜯어 색상 별로 정리해 두고 물감처
럼 사용한다. 붓 대신 접착제의 일종인 바인더와 핀셋을 사
용하여 섬세하게 배치시킨다. 작은 색 조각들을 하나하나 
붙여나가는 행위는 곧 사라질까 염려되는 곳들을 캔버스 
위에 다시 건축하는 일이다. 흰 캔버스는 작가가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는 마음 속 대지이고, 그 위에 재해석한 공간은 
전시를 통해 공유되며 시간제한 없는 공공의 영역이 된다. 

화면을 구성하는 종이 조각들은 손으로 일일이 뜯어낸 것
들이라 모양이 균일하지 않지만, 건축물 구성에는 사각이 
주를 이루어 견고한 건축재료 같은 느낌이 든다. 하늘이나 
땅에는 좀 더 둥그런 조각들을 사용하는데 최근의 작업에
서는 매우 작은 유선형의 조각들이 등장했다. 나뭇잎이 연
상되기도 하고 공기중의 입자들 같기도 하다. ‘후-‘ 하고 불
면 쉽게 균열되고 흩어질 것 같은 작은 조각들이 단단한 건
축물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며 작가의 심상을 반영한다. 좋
았던 장소를 추억하며 재현하는 일의 즐거움과 함께, 곧 사
라질 장소라는 아쉬움과 위태로움도 짙어지는 것일까.  

작품 마다 구체적인 주소가 제목으로 붙어있어 지도앱으
로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270-3 앞 창고’ 가 작품 제목이라니 매우 다큐멘터리적이
다. 주소를 검색하고 최근의 ‘거리뷰’ 를 확인하니 작품 속 
창고가 아직 거기 있었다. 바닷가 넓은 터에 덩그러니 놓인 
작은 창고는 누군가에겐 별 감흥을 주지 못하는 어촌의 오
브제일텐데, 작가의 추억과 손길이 더해져 사진보다 작품 
속 모습이 훨씬 사랑스럽다. 

다른 작품들도 하나씩 주소를 따라가 보았다. ‘서울시 동작
구 상도동 464-7 수정탕’ 은 로드뷰에서 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새로 지은 빌라가 들어서 있다. 주소를 입력할 
때마다 ‘아직 거기 있을까?’ 마음을 졸이다가 안도하고, 아
쉬워 하기를 반복했다. 동작구 상도동은 작가가 다녔던 학
교가 있는 곳이다. 작업실이 있는 신림동에는 대문 위와 담
장, 옥상에까지 화분들이 많아서 일부러 지나가곤 하는 오
래된 2층집이 있다. 문래동, 방배동, 계동과 이화동으로, 제
주도로, 흩어져 있는 작품 속 장소들은 우리 시대의 풍경이
면서 젊은 작가의 생활 궤적이다. 작가의 다큐멘터리는 신
(scene)마다 따뜻하고 아름답다.

이번 전시가 우리가 지나온 곳들을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평범한 장소도 추억 속에서 빛난다. 혹여 소중한 
풍경이 사라져도, 그 자리는 아름답게 기록되고 오래 기억
될 수 있을 것이다.

- 큐레이터 정지연

그 곳은 아직 거기에 있을까

In an age when development is welcomed more than 
preservation is, even scenery worth retaining disap-
pears all too easily. We know from experience that 
times and spaces harboring good feelings and joyful 
memories will not be eternal. Artist Hong Tae-ho like-
wise has come to worry, when encountering a place 
that imbues him with happiness, that it may disap-
pear soon and to wish that splendid spaces bearing 
someone’s individuality and sites of daily life, tended 
to with care though old, will last long. This is why he 
records homes, stores, and urban skylines that he has 
saved in his heart while walking down the street.

With a focus on architectural structures, the artist 
reflects in his works his own memories of past times 
and spaces such as forms, colors, emotions, and 
ambiences. These are things that cannot easily be 
reflected in a couple of photographs. He therefore 
has chosen as his work method the collage, which is 
completed by gathering diverse elements. The art-
ist mainly tears fashion magazines into tiny bits and 
categorizes them by color, using them like paints. He 
delicately arranges these pieces by using binders, 
which are a type of adhesives, instead of paintbrush-
es and tweezers. The act of sticking on tiny colored 
pieces one by one is none other than that of rebuild-
ing places that he fears will disappear soon on the 
canvas. The white canvas is land in his heart, which 
he can possess unlimitedly, and the spaces reinter-
preted on it become public spheres without tempo-
ral restrictions.

Though the pieces of paper constituting the screen 
are uneven in shape because they have been ripped 
out by hand one by one, the architectural structures 
consist mainly of quadrilateral ones, thus exuding a 
sense of solid architectural materials. Rounder pieces 
are used on the sky or the ground, and recent works 
feature very tiny, streamlined pieces. They are remi-
niscent of leaves and also seem like particles in the 
air. As they spread out from solid architectural struc-
tures, tiny pieces that seem like they will fracture 
and scatter easily when blown on reflect the artist’s 

mental images. Perhaps, together with the joy of 
reminiscing about and representing good places, the 
regret and precariousness that they are places that 
will disappear soon become deeper as well.

The works each bear specific addresses, thus making 
me wish to search for them on map applications. It 
is very documentary that Storage in Front of 1270-3 
Gimnyeong-ni, Gujwa-up, Jeju should be the title of 
an artwork. When I search for this address and check 
the latest street view, the storehouse in the work is 
still there. Though a small warehouse placed all alone 
on a wide plot of land by the sea would be an unmov-
ing objet in a fishing village to some, it is far lovelier 
in the artwork than in the photograph because the 
artist’s memories and touches have been added.

With other works, too, I track the addresses, one by 
one. Sujeong Bathhouse, 464-7 Sangdo-dong, Dong-
jak-gu, Seoul from the eponymous work cannot be 
seen on the street view service. Instead, on its site is 
a newly built villa. Each time I enter an address, I am 
repeatedly anxious, relieved, and regretful, “Would it 
still be there?” The artist used to go to a school in the 
Sangdo-dong neighborhood in Dongjak-gu. In the Sil-
lim-dong area, where the artist’s studio is located, is 
an old two-storied house that is full of potted plants, 
placed even on the front gate, fence, and rooftop, 
so that he passes by it on purpose. Scattered in the 
neighborhoods of Mullae-dong, Bangbae-dong, Gye-
dong, and Ihwa-dong as well as Jeju Island, places in 
his artworks are at once landscapes of our times and 
traces of the young artist’s everyday life. Each scene 
in his documentary is heartwarming and beautiful.

Would this exhibition serve as an occasion for us to 
look back on places that we have passed by? Even or-
dinary places shine in our memories. Even if precious 
landscapes disappear, their sites can be recorded 
beautifully and remembered for a long time.

- Curator Jiyeon Jeong

Would It Still Be There?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270-3 앞 창고
72.7x90.9cm, magazine collage on canvas, 2021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464-7 수정탕
91.0x91.0cm, magazine collage on canvas, 2021

서울시 종로구 계동 72
72.2x60.6cm, magazine collage on canvas, 2021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403-219 옆 꽃집-2
65.1x90.9cm, magazine collage on canvas,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