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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현

1980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및 동대학원 졸업. 

갤러리2, 송은 아트스페이스,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등에서 개인전 개최. 

2015년 제 15회 송은 미술대상 대상 (송은문화재단), 

2017년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문화체육관광부) 수상.

갤러리2가 <솔로쇼 : 온>에서 선보이는 손동현의 작품은 ‘그림을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표구할 것인가 혹은 그림을 마무리/표구하는 방식을 작업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작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5점의 작품은 

부채, 두루마리, 족자, 화첩, 다소 변형된 형식의 화판 등 각기 다른 표구 방식을 

보여준다. <Sulaco>는 영화 에일리언 시리즈에 등장하는 함선이다. 작가는 접었다 

펼치는 부채를 보고 SF 장르에서 공간/거리를 압축시키며 이동하는 우주선들을 

떠올렸다고 한다. <Battlescape Z (Earth vs. the Saiyans) >는 만화 <드래곤볼 Z>를 

참조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만화에 등장하는 사이어인 (우주의 소수민족)들이 

지구를 침공해서 전투를 벌이는 장면들과 지구의 전사들이 수련하는 장소들이 

담겨 있다. 선형적 서사를 가진 만화를 참조한 만큼 길게 펼쳐진 두루마리 

방식으로 표구되었다. <To Be Titled 02>는 인물화의 형식으로 다른 그림들의 

기법 등을 실험한 첫 작업이다. 산수화의 준법/필법 등을 적용해 만든 실험작인 

만큼 화판이 아닌 족자를 이용하여 보다 더 전통적인 표구 방식으로 마무리했다. 

<Elastic Fist>는 펼치고 닫을 수 있는 화첩이라는 형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한 작업으로, 중앙의 인물이 뻗은 주먹이 화첩을 양쪽으로 펼치면 펼칠수록 

늘어나는 그림이다. <People People>은 인간의 형상을 다양한 필획으로 담아온 

근현대의 수묵 작업을 참고하여 ‘인간으로 이뤄진 인물’을 표현했다. 단순한 120호 

화판에 그림을 붙인 것이 아니라 120호 화면보다 위아래를 조금 늘린 화판에 

붙이고 나머지 부분은 비단으로 마무리했는데, 이는 다른 그림들과 연결해서 

벽에 걸거나 바닥에 세워서 병풍과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Donghyun Son 

DONGHYUN SON [b. 1980 Seoul, Korea] had Solo shows at SongEun 

ArtSpace, Seoul 2017; GALLERY2, Seoul 2015; Space Willing N Dealing, 

Seoul2014. He recieved Today’s Young Artist Awar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7 and The 15th SongEun Art Award Grand Prize by 

Songeun Art and Culture Foundation 2015.

Donghyun Son’s exhibition Solo Show: On presented by GALLERY2 is 

concerned with how each painting will be finished and expressed, or 

how methods of finish and expression can be practiced in each painting. 

As such, the five presented works utilize expressions from fans, scrolls, 

hanging scrolls, picture books, somewhat modified drawing boards. 

<Sulaco> is a fictional spaceship and important setting in the film Aliens. 

Son explains that the handheld folding fan reminded him of spaceships 

in science fiction capable of “folding space” to travel long distances. 

<Battlescape Z (Earth vs. the Saiyans)> references aspects of Japanese 

anime television series <Dragon Ball Z>. The painting features scenes 

of Saiyans (extraterrestrial warrior race at the brink of extinction) from 

the anime series invading Earth while earth’s warriors train at a special 

training facility to improve their chances against the invading force. The 

painting is presented in horizontal scrolling fashion to reflect the linear 

narrative structure of the anime’s storyline. <To Be Titled 02> is the artist’s 

first step into borrowing techniques from diverse paintings into the form 

of a portrait. It uses a variety of sansuhwa techniques including junbeop 

(皴法 - ink shading/cracking) and pilbeop (筆法 - writing) and the artist 

chose to present it as a scroll, rather than as drawing board. <Elastic Fist> 

maximizes the folding picture book format, stretching the figure’s thrown 

punch further out as the panels unfold both ways. <People People> 

captures the form of a “person composed of humanity” with reference to 

the diverse brush techniques of sumuk i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era. The work is attached to a canvas board slightly taller than the 

standard 120-size designator (193.9x130.3 cm) with the rest finished 

in silk so it can be connected to other paintings to hang on the wall or 

stood on the floor via a folding screen.갤러리2 : 손동현

갤러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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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aco

2012

Folding fan, ink and color on paper

φ29.5 cm

갤러리2 : 손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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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tlescape Z (Earth vs. the Saiyans)

2013

Handscroll, ink on paper

48.5×120 cm

갤러리2 : 손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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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Titled 02

2014

Ink and color on paper

100.5×48.5 cm

갤러리2 : 손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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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tic Fist 

2017

Ink on paper

32×23 cm(Total 23 pages, Album)

갤러리2 : 손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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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People

2019-2020

Ink on paper

194×130 cm(212x130 cm)

갤러리2 : 손동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