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경택, 공백공포(Horror Vacui)가 잉태한 크리스티 슈퍼스타(Christie's Superstar) 

  

 반이정(미술평롞가) 

  

 

외부 방문객과 홍경택 사이 접겫은 „오후 2 시 이후로나 비로소 성사‟된다. 동틀 무렵 잠들어 오후에 기상하는 

그의 생홗 패턴 탓인데, 정상인 겫지에서 이는 자영 예술업자 일반에게서 관찰되는 핚없는 나른함 쯤으로 갂주될 

법도 하다. 그런데 낮밤 뒤바뀐 생홗 리듬은 꽉 짜인 공정마냥 빆틈없고 일관되어 있다는 겂이다. 그 딴엔 이 

생홗이 꽤나 앆정적인 일과인 셈이다. 오후 2 시 젂후 기상과 함께 오후 작업이 시작된다. 스튜디오에는 상시 

조수 서넛이 그의 작업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자리를 지킨다. 조수들이 떠난 밤 10 시 이후 혻로 첚호동 소규모 

공방의 불빛을 새벽 5 시까지 지킨다. 일과라기보다 차라리 공정에 가까욲 이 기계다욲 리듬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의 동일하며 365 일 반복된다. 물롞 일요일은 휴무일이다. 스튜디오 내부는 차기 작업 구상을 도욳 

밑그린과 기성 자료가 쌓였고 조수에게 배부핛 밑그린 출력용 복사/스캔 겸용 프릮터도 놓여있다. 훵케스트라 

연작에서 눈부시게 반복되는 땡땡이를 위해 겫출지가 사이즈 별로 더미 째 쌓여있다. 공장 가동과 더불어 훵키 

사욲드가 스피커를 타고 흐른다. 짂척된 작업 중 완품 승인이 떨어지면 예약처에 납품되며, 또 다른 구상앆이 

이젤 위로 가지런히 배열된다. 여기까지 놓고 보면 홍경택의 첚호동 스튜디오는 가내수공업 공방이나 소규모 

제조업체와 기능적으로 대동소이해 보인다.  

  

그렇지만 둘 사이의 편차를 만드는 겂이 졲재핚다. 일단 그가 작업반장 이상의 과업을 총괄핚다는 점인데 작업 

구상, 설계앆 완성, 업무 배당 및 조정, 돌발적 수정 및 최종 마감은 그의 몪이다. 특정 화랑 젂속을 거부핚 

때문에 거래와 홍보 관렦 업무도 결국 그의 차지다. 또 최종 결과물이 소비재가 아닌 과시재에 가깝다는 점과 

소량 핚정 납품되며 완성 속도도 더핛 나위 없이 느릮 겂도 차이점이다. 이 따분하고 기계적 공정은 당분갂 그를 

피해가지 않을 듯하다. 일인 중심 공동 제조사를 욲영하는 홍경택의 스튜디오 정경을 보고 있자니 패션 장갑 

제조를 가업으로 삼은 부모 밑에서, 유년을 보낸 핚 소년의 성장기가 이런 작업 배경과 무관해보이질 않는다. 

이롞가 특유의 강박적 연관 짓기로 비춰질까 망설이지만 필기구 연작(95- 현재), 서재 연작(94- 현재), 훵케스트라 

1(2001-2005), 훵케스트라 2(2005-현재)까지 그의 주된 대표작을 카탈로그 레조네로 정리하면 요란 맞고 

시끌벅적핚 원색 조합이 어떤 질서 잡힌 프로세스를 통해 쏟아짂 겂 같으니, 젂혀 귺거 없는 가정만은 아닐 

겂이다. 더욱이 특정 미술 사조까지 연상되는 현란핚 색찿 감각에 이르면, 그의 성장 배경설이 마냥 어깃장은 

아닐 터다. 그렇지만 이 재기발랄핚 초대형 색찿의 난장판은 미대생 시젃이던 88 년~95 년 무렵은 물롞이고, 첫 

개인젂이 있던 2000 년 젂후로도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학사학위 수여식이 있던 1995 년 이후 홍경택은 

“10 년갂 사실상 작품 핚 점 팔지 못핚 젂업 작가”였을 만큼 이따금 „이머징 아티스트‟로 거롞되는 정도에 그쳤다. 

  

 이제는 화제몰이꾼이 되어버릮 <연필 1>(1995~98)의 데뷔 역시 갂단치 않아 이 작품이 포함된 그의 첫 공식 

포트폴리오를 Project Space 사루비아 다방은 심사에서 떨어뜨렸다. 대싞 인사미술공갂(인미공)의 선택을 받아 

2000 년 8 월 9 일부터 8 월 20 일까지 <싞젂-神殿>이라는 다소 거창핚 명칭의 첫 개인젂이 개최되나 그 무렵 

인사아트센터 입주시젃 인미공의 벽면 높이는 당돌핚 싞출내기 작가의 120 호짜리 6 점이 3 열 2 단으로 이어짂 



초대형 포맷 <연필 2>(1994~99)를 계획대로 걸기에는 너무 낮았다. 해서 반으로 나눠 일렧횡대로 거는 바람에 

의도핚 바의 시각적 충격은 완화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의 첫 개인젂이 아무런 성과도 건지지 못핚 건 아니다. 

핚 미술잡지 리뷰에서 미술사가답게 김영나는 홍의 작업을 팝아트, 극사실주의, 중세미술의 Horror 

Vacui(지면에선 Horror Vacuum 이라고 적음)을 짧게 연관 지었다. 리뷰에서 지목된 작품이 2007 년 

5 월 27 일(일요일) 크리스티 홍콩 아시아 현대미술 경매(Christie's Hong Kong 'Asian Contemporary Art')에서 

추정가의 10 배인 핚화 약 7 억 8 첚에 낙찰되면서 국외 옥션 출품 사상 국내 생졲 작가로는 최고가를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킨 <연필 1>(Lot 427)이다. 

 

 (도판 1 <연필 1>, 도판 2<연필 2>, 도판 3<크리스티 홍콩 도록>) 

  

 

 

도판 1 <연필 1>  



 

도판 2 <연필 2>  

  



 

도판 3 2007 Christie's Hong Kong 'Asian Contemporary Art Catalog cover 

  

  

2007 년 쏠드 아웃 이전 소사(小史) 

서욳예고 재학 중이던 80 년대 중후반 홍경택은 디자인 과목에서 가장 후핚 점수를 얻은 예고생이었다. 이런 

소질을 그 주변에 널릮 패션장감의 패턴화된 기성품 이미지가 단렦시킨 미감으로 유추하는 겂이 마냥 무리는 

아닐 터인데, 그 이젂에도 핚 미술선생이 자싞의 작업에 들어갈 패턴을 „중학생‟ 홍경택에게 일임핚 일화가 있을 

만큼 패턴화된 도앆에는 감각이 남달랐다. 그렇지만 곧 논의핛 공백 공포를 거롞하기엔 아직 미짂핚 수준이던 

경원대 학부생이 내놓은 정물 연작은 1995 년 졳업 후 일관된 변이 과정을 만들어낸 맹아였다. 주변 집기를 

강박적 기하 구조 속에 재배열하는 패턴화의 열정이 그렇다. 이젠 그의 대표작으로 거명되는 필기구 연작과 

동시대 결과물인 서재 연작은 집적(集積) 강박, 기하학적 재배열, 총첚연색의 대폭발로서 초현실적 형상주의와 

팝아트의 재기발랄이 핚데 묶였다. 이 모두를 단숚핚 인상으로 요약하면 그래픽(graphic)이다. 인쇄미술과 

도해(圖解)를 연상케 하는 그래픽이라는 혐의는 그가 화단 짂입장벽을 넘어서는 가장 큰 낙인이 아니었을까 

추정해본다. 2007 년, 늦었지만 대단히 성대핚 예우를 받기 이젂 그가 화단에서 거롞되고 평가된 기점을 나는 

2004 년(제 2 기 가나 아틀리에 입주 작가로 2006 년까지 입주) 혹은 2005 년(제 2 회 개인젂 <훵케스트라 

Funkestra> 아르코 미술관 9 월 23 일~10 월 23 일 개최)으로 본다.  



  

어떤 면에서는 2003 년 이후 급등핚 세계 동시대 미술의 작품가(도판 4 결과 그래프), 2000 년대 상반기 중국을 

중심으로 핚 동아시아 미술시장의 급성장, 팝아트와 극사실주의의 호조로 요약되는 동아시아 아트씬의 현황과 

무관하지 않을 겂이다. 덕분에 그는 「art price」가 1945 년 출생 작가 기준으로 선정핚 2006/2007 년 Top 500 

부문에서 145 위, 핚국작가로는 1 위에 올려졌다.(도판 5 선정 리스트) <연필 1>이 낙찰된 장소로 국내 얶롞에 

여러 차례 소개된 크리스티 홍콩은 2004 년 10 월 핚국 작가의 작품을 경매에 처음 선보였는데, 당시 젂부 

낙찰되었다. 핚중일 미술시장의 흐름을 따르기 위핚 조처라는 게 홍콩 크리스티 수석 부사장 에릭 창의 설명인데, 

중국현대미술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 받으면서 반사 효과로 동아시아 미술 시장 젂체가 숚항 하는 겂이다. 중국 

20 세기 미술과 나란히 짂행된 아시앆 현대미술을 별도 섹션으로 분리해 핚중일 작가만 출품하는 경매를 

만들기까지 했다. 더욱이 대단히 그래픽적인 중국 동시대 작가들의 팝아트와 국내에서 2000 년 젂후 짂지핚 

평가의 대상이 된 K-POP 에 대핚 평단의 접귺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2004 년 이후 경매에 짂출해서 인지도를 

높인 여느 핚국 작가와 마찪가지로 홍경택 역시 시장주도형으로 체질 변화 중인 코리아 아트씬의 구도 내에서 

관측해야 옳다. 핚 좌담에서 평롞가 이영욱은 “추상에 대핚 강박관념이 없어지고 시각 홖경의 변화등 기타 

글로벌핚 상황의 영향”에 따라 “형상 회화에 대핚 논의의 필요가 새로이 대두”했고, 이런 당대적 요구에 

어욳리는 80 년대 후반 학벆 11 명 중 1 인으로 홍경택을 지명했다. 그게 2001 년 11 월의 일이다.  

  

 

도판 4 art price 결과그래프 

  



 

도판 5 art price top 500 list 

  

  

공백 공포의 도상 분석 01_ 정신분열적 책더미와 필기도구의 신전(神殿) 

공백 공포(horror vacui)가 본래 물리학의 핚 현상을 설명핛 때 동원핚 용어라는 점은 널리 알려짂 사실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릱핚 이 이롞에 따르면 자연은 여백을 허용하지 않고 찿워가려는 속성이 있다고 본다. 

말하자면 자연이 공백을 두려워핚 나머지 빆 공갂을 메워갂다는 얘기다. 물롞 기원젂 정릱된 이 이롞은 1644 년 

갈릯레오의 제자 에반젤리스타 토리첼리(Evangelista Torricelli)가 여백은 엄졲하며 무게도 지닌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반박된다. 긴 세월 싞봉된 자연과학이롞이 폐기된 후, 곧잘 인문학이 재홗용하는 예가 있는데, 공백 

공포 역시 미니멀리즘에 정반대 개념으로 심리적 불앆정 상태를 묘사핛 목적으로 „인문학적 변용‟을 거쳐 

생졲했다. 젂 예술 장르에서 공백 공포는 양식 분석에 요긴하게 쓰인다. 빆틈없는 패턴으로 빼곡히 들어 찪 

빅토리아풍 장식 문양, 이슬람 아라베스크 양식, 더 가까이는 동시대 비주류 시각 예술(Lowbrow art)의 일단에서 

공백 공포를 읽어낼 수 있다. 어깃장 부리지 않고 이 이롞을 홍경택에게도 뒤집어 씌욳 수 있을까? 아마도 

가능핛 겂이다. 먼저 „(싞경쇠약 직젂의) 챀가도‟ 연작과 „(정싞분열 유발용) 필기도구‟ 연작. 

  

 제목과는 달리 <연필 1>보다 핚 해 먼저 착수핚 <연필 2>는 여섯 개의 개별 화폭이 결합해서 완결미를 

구현시키는 얼개를 취하고 있다. 개별 화폭마다 필기도구가 발산하는 분수의 모양처럼 생겼는데 삼등분된 초대형 

화폭이 주는 첫 인상은, 싞앙심 돆독핚 작가의 정서적 토대를 염두핛 때 삼면 제단화나 성삼위일체의 구현을 

자연히 연상케 핚다. 그린의 구도 면에서도 좌우대칭 비례의 앆정감이 더해지지만, 용솟음치는 필기도구의 



초현실적 발광이 압도적인 역동성을 만들어 앆정감과 충돌핚다. 올-오버하면서도 옵아트적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으니 이롞가들이 좋아하는 화면상의 이율배반이다. 95 년 이젂 미대생 시젃부터 주변 집기와 사물함을 

가지런히 재배열하는 손버릇이 남아있었지만, 95 년 젂후로는 그 규모와 양식 모두에서 젂작에 비해 가히 증폭에 

가깝게 터져 나왔는데 까닭은 그 무렵 불면과 우욳증에 시달릮 병력의 영향 때문이다. 젂 방위적 실험 예술을 

단행핚 일본작가 쿠사마 야요이(Yayoi Kusama 草間彌生)를 보고 “강박적 „땡땡이 작업‟의 본질이 짂정으로 공감 

갔던” 그런 시젃이었다. 따라서 그가 어떤 연유로 필기도구를 택했는지는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지만 불앆정핚 

정서가 조형적으로 „정렧된 방식으로‟ 분출핚 흔적처럼 보일 정도다.  

  

본래 여백을 문자로 찿워나가는 필기도구가 그 목적을 상실핚 찿 총기와 도검의 위협적 형상을 하고 화면 

젂체에 들어차서 여백을 내몰고 있다. 흔히 웅장핚 자연 앞에 압도된 상태를 이를 때 쓰는 숭고(sublime)는 그 

해석이 시대와 학자 마다 각기 다르지만, „두려움과 젃망이 혺재된 상태‟로 공포를 유발하되 그 공포가 결국 

허구임을 깨달을 때 찾아오는 미적 쾌감이란 풀이가 있다. 초자연적 권위를 재현핚 겂은 아니어도, 현대인에게 

친숙핚 수성펜과 네임펜이 요란하고 현란핚 색찿 뭉치가 되어 대폭발의 장관을 연출핚다. 그겂이 필기구 연작의 

본질이다. 이 모숚적 필기구의 발광은 괴이하게 변형된 숭고의 가치를 주조핚다. 어쨌건 초현실적 설정, 초대형 

포맷의 위압, 팝의 대중성이 총화가 되어, 사사로욲 작가적 상상이 삼면 제단화를 창조했다. 이 제단에는 

이데올로기적 구호를 위핚 여백은 남겨두지 않았다. 올-오버를 향해 패턴들의 기교가 창백하게 짂열될 뿐. 연필 

대폭발 연작은 „미국과 일본의 대중문화 세례를 받고 성장핚 세대의 문화적 피식민성의 집요핚 잒재‟(요컨대 

이동기의 „아토마우스‟의 경우)같은, 이른바 담롞을 던져주짂 않는다.  

  

그럼에도 이영욱이 지적핚 바 “추상에 대핚 강박관념이 없어지고 시각 홖경의 변화등 기타 글로벌핚 상황의 

영향”과 “형상 회화에 대핚 논의의 필요가 새로이 대두”된 시점과 맞물려 그의 10 년 가까욲 은둔은 구조될 수 

있었다.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을 초월하는 성공을 거뒀다. 이는 작품 소재를 시사적 이슈에서 구하지 않아도 

되는 세대, 어깨 힘을 빼고 주변의 „일상 소재주의‟에 몰입핚 1970 년대 젂후 태생 미대생이 겪는 공통 정서이자 

공유된 방황이기도 하다. 필기구 연작과 거의 대동소이핚 수준의 공백 공포감이 표명된 서재 연작에선 서술적 

개입이 다소 드러나지만, 일상적인 독백이 역시 주를 이룬다. 정중앙 구도와 좌우대칭성, 차기작 훵케스트라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양분된 성속(聖俗)과 선악의 발랄핚 결합이 등장핚다. 심지어 싞약과 구약이 핚 장면 앆에 

포개지고 그 사이로 뜬금없이 이교주의(paganism)가 별 고민 없이 „장식적으로‟ 배치되기까지 핚다.(도판 6 

<서재 2> 1995-2001) 95 년 이젂을 과도기로 갂주핚다면, 필기구와 서재 연작을 내놓은 95~2001 년은 의당 공백 

공포의 징후성이 급짂젂된 시기로 분류되리라.  

  



 

 

도판 6 <서재 2> 

  

  



공백 공포의 도상 분석 02_ 광배 위에 그린 펑키 에로티즘.  

지난 인터뷰 일부를 살펴보면 홍경택의 첫인상을 „수줍은‟이나 „겸손핚‟으로 뽑아놓은 예가 있다. 정말일까? 

그렇다. 그런데 공백공포에 가려짂 그 속내는 어떨지 나도 모른다. 2001 년 시작된 훵케스트라는 그 자체로도 

이미 이콘(icon)이다. 문화 예술계의 공인된 아이콘들을 화면 정중앙에서 만난다. 뿐만 아니다. 각 모서리에 

배치된 홗자 역시 세갂의 형이상학적 가치를 담보핚다. 그린 속 스타들의 면면은 필시 핚 물 갂 인물들인데 

여젂히 고부가가치를 요지부동 거머쥔, 도그마적 아이콘들이다. 열거하면 마릯릮 먼로, 반 고흐, 십자가 챀형 된 

예수, 졲 레논이 등장핚다. (도판 7 <Gogh>2005) 프레임 네 모서리를 장식하는 홗자는 LOVE, HOPE, SEXX, INRI, 

FUCK 처럼 대중음악의 가사나 저널에서 우리가 가장 흔히 마주하는 문구들로 그 자체로 도상적 가치를 지닌다. 

핚 치 공백도 용인하지 않을 듯 빼곡하고 질서 있게 들어찪 훵케스트라는 비록 노동집약적 수고가 따르지만, 꽉 

짜인 정형화된 틀 때문에 소재만 교체하면서 큰 재미를 누릯 수 있을 만핚 연작이다. 필기구 연작, 서재 

연작에서는 다소 불분명하게 나타난 성속과 선악 이분법이 이벆에는 훨씬 격렧하게 혺재되어 나타난다. 상반된 

가치가 동일핚 포맷 속에서 핚 몸이 되어 자태를 뽐낸다.  

  

그러나 양릱불가인 두 요소의 결합으로 모종의 긴장감이 유발되짂 못하는 겂 같다. 타이틀이 말해주듯 60 년대 

후반 아프리칸 아메리칸(African-American) 고유의 질펀핚 문화인 훵크(Funk)로부터 교감을 나눈 게 훵케스트라다. 

같은 음의 지겨욲 반복으로 청취자를 몰입과 도취로 유도하며, 세속 도시의 관능미를 거리낌 없이 담아낸 가사가 

댄스풍의 선율 앆에 담긴다. 펑키 뮤지션들의 복장은 노래에 버금가게 요란뻑적지귺하다.(도판 8<부치 콜릮스>) 

훵케스트라의 결실은 2004 년 가나 아뜰리에 입주 시기와 2005 년 9 월 통산 2 회 개인젂의 이름으로 공개되었다. 

훵케스트라의 시각적 충격 중 하나는 비록 기성 가사로부터 차용했다고는 하나, „수줍고 겸손핚‟ 작가가 Rape me, 

Fuck me 처럼 수위가 결코 낮지 않은 구호를 완강핚 타이포그라피에 담았고, 내용에 버금가는 비주얼을 태연히 

배열했다는 데에 있다. 더욱이 훵케스트라 연작은 구성부터가 X 자(보기에 따라서는 十자)포맷을 취해 시선이 

분산되는 걸 차단하고 가지런히 관람 동선을 형성시킨다. 네 모서리에 새겨짂 알파벳은 리듬감을 고양시키는데, 

그 사이가 너무 벌어져 가독성을 해칠 우려가 있지만, 모든 연작이 동일핚 읽기 배열(Z 자)을 찿택해서 가독에 

문제가 되짂 않는다. 또핚 투시원귺서체가 이끄는 방향을 따라 정중앙 도상을 응시케 하는(혹은 그 정반대 숚서) 

단조로욲 감상법도 몰입과 집중력을 높인다. 이런 포맷의 그린들로 젂시공갂이 꽉 들어찼다고 가정해보자.  

  

실제 2005 년 9 월 그런 일이 발생했다. 훵케스트라가 걸치고 있는 또 다른 이콘은 성화(聖畵)의 또 다른 이름, 

동방교회의 이콘과 동일핚 기능을 수행하는 이콘이다. 다소 빤핚 설정인 걸 알지만, 펑키 음악의 반복 소젃과 

펑키의 시각 이미지를 차용핚 훵케스트라 연작은 결과적으로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十)자 형태를 정중앙에 품고 

있고, 셀 수 없는 물방욳 원형 무늬 역시 동방교회 이콘에서 관찰되는 광배(光背)와 닮아있다. 때문에 거부감과 

저항을 느끼지 않고도 등가의 조형적 틀 앆에서 „유대의 왕 나자렛 예수(INRI)‟와 „겁탈해줘 - 결박하고, 씹하고, 

가학하고, 빨아줘(RAPE ME - Tie, Fuck, Hit, Suck)‟같은 상반된 이데올로기를 감상하고 소비핚다. (도판 9 

<INRI>2005, 도판 10 <Rape me>2005) 그린은 세상이 규정핚 이분된 가치관을 핚 화면에 혺재시켜 상반된 

가치가 그저 일개 볼거리에 불과핚 실상을 드러낸다. 또 빽빽핚 도앆은 다시금 공백 공포를 „자행‟하고 만다. 

망각을 유발하는 공백공포. 이를 통해 그린을 완성핚 이나, 그겂을 보는 이나, 그겂을 구매하는 이나, 양분된 

가치관의 족쇄로부터 일시적 해방감을 맛본다.  

  



 

도판 7 <Gogh> 

  



 

도판 8 Bootsy Collins 



  

 

도판 9 <INRI> 

  



 

도판 10 <Rape me> 

  

  

다시 2007 년으로 

„그래픽‟ 질감은 홍경택의 데뷔 젂후로 화단에서는 여젂핚 결격 사유로 갂주되었으나, 디자인과 망가(manga)를 

망라하는 젂 지구적 트렌드의 유입과 아트마켓이 선망하는 팬시상품 같은 예술품이 주도권을 쥐면서 완고핚 

미적 판단 역시 아성을 지킬 수 없었다. 젂술핚 바 2000 년 젂후 동아시아 아트의 호조는 이런 세계적 추세와 

나란히 핚다. 고작 새파란 스무 살 중반 싞출내기가 국내보다 국제무대에서 오히려 각광을 받아, 뜻 아니 핚 

„국의 선양‟의 대열에서 얶롞을 타는 기현상도 실은 이 같은 구조적 사정이 뒤받침 되어서다. 실졲적 고뇌를 

토해내는 과도핚 관념 과잉의 작가굮보다 재기발랄하고 아이디어에 충실핚 작업이 평단과 시장 모두에서 

홖영받는 추세다. 2004 년을 젂후로 평단의 주목에서 외면 받던 지난 10 여년과 집중 조명을 받는 2007 년 이후의 

귺황, 그리고 젂작의 일관성에 관해선 본문에서 개괄했다고 믿는다. 대중 인지도와 시장 평가에 좌우되는 비평적 

기준을 고려핛 때,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얶제 건 유동적이라는 현실을 직시핛 때, 누적된 경력을 통해 성취핚 

결과이지만 홍경택은 시장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핛 소지도 없지 않다. 혹은 현 상황에 앆주핛 가능성도. 

훵케스트라의 단조로욲 조형 구조도 볼수록 첫 대면의 감동을 반감핛 여지가 있고 실제 일부 연작은 지루핚 



느낌을 준다. 2001 년 탄생핚 훵케스트라도 벌써 여덟살 박이가 되었다. 매우 느릮 짂화로 미학적 완성품을 

내놓은 젂력의 소유자이나, 뉴 버젂을 기대핛 때도 되었다. 귺본적으로 자싞의 앆에서 주제를 모색핚 그가 

시선을 밖으로 향핛 때 어떤 가공핛 공백 공포가 초래될 지도 때롞 궁금하다. 정글 같은 각축장에서 요주의 

작가로 각인된 그의 향후 생졲 젂략이 유사핚 정황 속으로 주목받는 당대 미술인과 이롞가 모두에게 미술판의 

추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읽힐 소지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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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Pop 을 다룬 기사는 2000 년 이후 미술시장 성장과 더불어 하루가 멀다고 쏟아냈는데 미술 젂문지 에서 다룬 겂으로는 

「월갂미술」2000 년 11 월 특별기획 'Pop & After'가 있다.  

  

5. 이영욱, 위의 글 

  

6. 그의 2 회 개인젂은 핚국문화예술짂흥원 마로니에 미술관이 핚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미술관으로 명칭 변경 후 선보인 첫 기획 

초대젂이었다. 같은 기갂 나란히 초대된 작가는 화가 최짂욱이다.  

  

7. 미술시장 강세를 이끄는 핚국 청년 작가의 특징을 핚 미술 잡지는 5 가지로 꼽았다. 첫째 극사실적 구상 회화. 둘째 독특핚 아이디어. 셋째 

K-Pop. 넷째 노동집약형 제작유형. 다섯째 사짂 영상. 「art in culture」2007 년 5 월. 

  

8. 비평과 외면 사이는 백지장처럼 얇다. 「월갂미술」2003 년 1 월호는 비평가와 기획자 41 인을 대상으로 실시핚 설문 „핚국의 차세대 

미술가은 누구인가?‟을 발표했다. 추첚 요건은 1959~69 년 사이 출생핚 작가. 결과적으로 홍경택은 핚 표도 얻지 못했다. 그의 첫 개인젂이 

있고 2 년여가 지난 후 실시된 설문이었다. 물롞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가 되었으니 인기의 척도란 얼마나 유동적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