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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호

백경호 작가는 캔버스를 자신의 사고를 실험하는 공간으로 여긴다. 회화의 

본질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함께 공간에서 대상이 제시되는 방식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작가는 자유로운 화면 구성방식으로 중첩(重疊)된 

이미지들을 보여주는데, 초기에 사용된 기호적 이미지는 유기적 이미지와 

어우러져 캔버스 위에 층층이 쌓이면서 독특한 내러티브를 생성한다. 전시를 위한 

공간 연출을 구성할 때에는 여러 화면을 동시에 보여주고자 캔버스를 나열하는 

분할 스크린 형식의 페인팅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백경호 작가는 

이미지를 구성하는 표면의 질감, 붓을 다루는 신체 움직임의 흔적 등을 캔버스 

위에서 과감하게 드러냄으로써 회화의 물질성을 극대화 했다.  또한 회화를 보다 

구조적인 형식으로 다루고자 2019년부터는 입체 형식으로 인간형상을 구축하고 

그 표면에 회화작업을 시도하는 새로운 형식의 회화를 시작했다. 

백경호 작가는 최근, 체크무늬처럼 가로 선과 세로선이 교차하는 그림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규칙적인 틀 안에서는 사유와 감각이 개입하기 힘들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전복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작가는 화면에 그리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하여 그 위에서 자신의 사유와 감각이 어떻게 시각화될 수 있는지 시도하고 있다. 

백경호 작가는 1984년 출생으로, 홍익대 회화과 및 서울과학기술대 대학원 

조형예술과를 졸업했다. 공간1 (2012) 와 스페이스윌링앤딜링 (2015, 2019) 에서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평면탐구: 유닛, 레이어, 노스탤지어> (일민미술관 

2015), <두렵지만 황홀한> (하이트컬렉션 2015), <오 친구들이여, 친구는 

없구나> (아뜰리에 에르메스 2017), <원더랜드>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2017) 등 

주요 기획전에 다수 참여했다.

Baek Kyungho

Baek Kyungho treats canvas as a space for experimenting with his 

own thinking. He has been constantly studying the ways in which they 

appear in space, with various attempts at the essence of painting. The 

artist shows superimposed images in composition. The symbolic images 

used at the beginning are combined with the organic images, creating 

a unique narrative by layering on the canvas. In this process Kyungho 

Baek maximizes the materiality of painting by boldly employing bodily 

movement with brushes against the textured surface. Furthermore, 

since 2019 the artist has begun a new form of painting where he builds 

shapes of the human figure in three-dimensions and then paints on 

their surfaces.

Kyungho Baek’s recent paintings feature the intersections of horizontal 

and vertical lines, like a check pattern. This subverts the general 

perception that it is difficult for reason and sensibility to intervene 

within a regularly ordered frame. The artist keeps practicing on how his 

reason and sensibility can be visualized within the picture plane, based 

on the grid.

Baek was born in 1984. He received a BFA from Hongik Universiity and 

a MFA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e 

had solo exhibitions at Space1 (2012) and Space Willing N Dealing (2015, 

2019). Baek's work was also shown in group exhibitions like <Crossing 

Plane: Unit, Layer, Nostalgia> (Ilmin Museum of Art 2015), <Our Awesome 

Moments> (HITE Collection, 2015), <O philoi, oudeis philos>(Atelier 

Hermes, 2017), <Wonderland> (Art Center White Block, 2017).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48-1, 201호

화-일 오후 12시 ~ 7시, 월 휴관

2F, 48-1 Jahamunro, Sonro-gu, Seoul

Tue-Sun 12pm~7pm, closed on Mon

tel. 02-797-7893

email: willingndealing02@gmail.com

homepage: www.willingndealing.org

instagram: @space_willingnd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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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2020

Oil on linen

60.8×72.7 cm

1,300,000 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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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2017

Conte, paper, oil on paper

29.6×20.8 cm

500,000 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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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2019

Oil, cold wax on canvas

130.3×162.2 cm, dia 55 cm

6,700,000 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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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2020

Oil on canvas

65.2×80.6 cm

1,500,000 KRW



62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 백경호

무제

2020

Oil on linen

60.7×72.7 cm

1,300,000 KR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