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갤러리

VR 아티스트 이재혁 개인전 <POP & CON>

블록버스터급 몰입감! VR 아트로 만나는 히어로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를 넘나드는 가상현실 속 VR 아트 작품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이재혁 작가.
이번에는 대중적 캐릭터를 우리 일상의 이야기로 끌어들여 자신만의 톡톡 튀는 개성을 표출한다. 글 박근영 기자

작가의 ‘CAR’시리즈 중 ‘만찬’.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했다. 열두 로봇이 등장하고, 작품의 기존 이미지에서 탈피해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슈퍼히어로를 작품 소재로 삼은 이유가 있나? 평소 이런 슈퍼히어로

결해서 보여주고 싶었다. ‘마스크’ 시리즈에서는 히어로 모습의 마네

영화나 피겨에 관심이 많다. 그동안 작품에 깊은 의미와 철학을 담는

킹이 등장한다. 마네킹은 태생부터 조연이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기보

작업을 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최대한 솔직하게 나를 보여주고 싶었

다 액세서리나 옷을 빛내주고, 제품이 모두 팔리고 나면 삶이 허무하

다. 전시에서 소개한 작품들은 대부분 장난스럽다. 관람객도 자신만의

게 끝나버린다. ‘히어로’ 시리즈와는 반대로 지극히 평범한 마네킹의

상상을 펼쳐 유쾌한 시간을 보냈으면 했다.

삶이 특별해질 수 있게 마네킹의 몸에 물감을 끼얹고, 그들이 자기 삶

‘히어로’ 시리즈 속 히어로들은 뷰티 유튜버
가 되어 콘텐츠를 촬영하고, 밤거리를 거닐

“늘 새롭고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앞으로 VR 아트를 통해 세상에 어떤 이야기

고, 찜질방에서 식혜를 주문하고 있다. 특별

작가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를 전하고 싶은가? 그동안 해온 것처럼 과거

한 존재로 여겨지는 히어로들을 일상으로 데
려와 우리 모습에 대입해보고 싶었다. 우리도
SNS나 게임 등 온라인 공간에서 실제 모습을

가족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VR 아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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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커 캐릭터가 등장하는

이재혁 작가의 작품을 알게 됐을 때
깜짝 놀랐어요. VR을 통해

의 역사 혹은 먼 훗날 미래의 삶 등 세상에 중
요한 의미를 전하는 주제로 작업을 이어가는
동시에, 이번 전시처럼 내 개인적 관심사를 표

숨기기도 하지 않나. 가상현실과 현실 세계 간

페인팅을 하더군요. ‘우리나라에

현하는 작업도 지속할 것이다. 추후 나만의 세

의 괴리를 표현해보고자 했다. ‘셀피’ 시리즈

이런 사고를 가진 작가가 있나?’

계관을 만들어 단편 애니메이션도 제작해보

에서 히어로의 표정은 영웅 같기도, 악당 같

싶은 정도로 작품마다 깃든 이야기가

기도 하다. 마치 가상 세계 속 내가 모르는 또
뷰티 유튜버로 변신한

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했다.

다른 나의 모습처럼 말이다.

히어로 시리즈 'Inner'의

VR 아트와 함께 조각 작품 ‘마스크’ 시리즈도

제작 과정을 확인하세요.

함께 선보인다. 현실 작품을 가상 작품과 연

재미있으니, 꼭 실제 영상을 통해
작품을 감상하시기를 권합니다.”

_표갤러리 표미선 관장

고 싶다.
기간

5월 3일(화)까지

장소 	

표갤러리(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5길 18-4)

시간

월~토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문의

02-543-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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