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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박상호는 도시 공간을 인식하게 하는 본질적 요소에 대해 질문한다. 도시는 

늘 우리를 둘러싸고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하지만 도시를 인식하는 것과 

실제의 도시 간에는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개인이 가진 도시의 기억과 고착된 

이미지는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박상호는 이러한 도시의 모습이 내포한 가상적 

측면, ‘만들어진 실제(재)’를 가시화한다. 작가는 ‘도시’라는 거대한 공간에 인식적 

장치로 몇 개의 층을 설정하고있다. 그 하나가 건물의 표면인 파사드이고, 다른 

하나는 무대를 상상하게 하는 구조물과 기구 같은 것들이다. 그는 도시 풍경을 

건물의 외관 중심으로 촬영하고, 파사드만 남긴 채 뒷면이 건축용 비계로 

지탱되고 있는 모습을 그려낸다. 화면 속 건물은 물리적 부피감과 기능을 

상실하고, 마치 영화 세트장에서 볼법한 구조물로 변환된다. 작품들은 일견 

파편화된 구조물로 무대 속에 있었던 부분처럼 보이지만, 개별 유닛의 조형 

요소들은 독자적으로 존재 가치를 지닌다. 우리는 인식에서 이미 익숙해져 버린 

도시 풍경의 단면을 다시금 일깨워 볼 수 있다. 이 풍경은 우리가 사는 현대 

도시의 전형적 이미지일지도 모른다.

PARK Sangho

PARK Sangho explores the elements which enable the recognition of 

urban space. City exists at any time and everywhere as a surrounding of 

our contemporary environment. However, there lies a deviation between 

the act of recognizing city and its actual reality, as memories and images, 

which art fixated, remains subjective to each individual. PARK reflects on 

this imaginary aspect of the cityscape, the ‘made-up reality’. As a tool to 

perceive the massive space of ‘city’, the artist sets multiple layers. One 

is the facade, the face of the building, and the other is the structures 

and tools which are reminiscent of a theatre. On the photographs of the 

cityscapes, he would erase all but the facades of the buildings, and 

present an image which the facade are supported by scaffolds. Then the 

buildings, devoid of physical volume and function, are transformed into 

a structure often seen in movie sets. His works appear ad fragmented 

structures from the theatre, however the formative elements of each unit 

holds its own presence of being. The standpoint of PARK allows viewers 

to re-examine the familiar cityscape. Perhaps the scenery we recognize 

through PARK's work is out typical image of a contemporary city.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번영로 85번 가길 9 

목-토 오전 11시 ~ 오후 6시, 월-수, 일 휴관 

9, Mangmibeonyeong-ro 85beonga-gil, Suyeong-gu,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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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OT #13

2019

종이 위에 아크릴 채색

68×74 cm

3,400,000 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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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OT #10

2018

종이 위에 아크릴 채색

60×75 cm

3,400,000 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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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OT #9

2017

종이 위에 아크릴 채색

65.6×95.3 cm

3,400,000 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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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OT #2

2017

종이 위에 아크릴 채색

72.8×103.3 cm

3,000,000 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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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OT #1

2017

종이 위에 아크릴 채색

67.7×78 cm

3,400,000 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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