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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트 알티저
애디터의 글

Editor’s Letter

브라켓 독자 여러분께

Dear [b]racket readers,

한국의 덥고 끈적한 여름날을 견뎌내신 브라켓 독자 여러분들께 선선한 가을로 인도하는 브라켓 특별호를 소개해 드리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We hope you survived the hot and humid Korean summer. We are excited to present you
with a very special issue of [b]racket to ease you into your autumn.

이번 호에 실린 예술가들을 찾기 위해 저희는 평소보다 더욱 넓은 시야를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세계 각지에서 작업하고
전시 활동을 펼치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예술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품들은 모두 색다르고 강력하며 시간을 들여
감상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This month is exciting as we have expanded our reach of artists we have covered. Each
of these artists can be found in different corners of the world and have recently been in or
is currently in an exhibition around the world. Their work is powerful, different, and worth
spending some time with.

이번 달에 로시오 카데나(Rocio Cadena) 작가는 프랑스의 시각 예술가, 코린 피마(Corinne Fhima)가 표현하는
“우리의 지칠 줄 모르는 소비 욕구”에 관한 일련의 작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얼마나 무모하게 소비하고
있는가를 자각하게 만드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가 존 슈레이더(John Shrader)는 스코틀랜드 작가, 짐 람비(Jim
Lambie)의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진지한 작품들을 소개하며 그가 어떻게 “우리의 지각과 현실 사이의 부실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안은지(An Eun Ji) 작가는 독일의 예술가, 카타리나 기에라(Katharina Gierlach)의
회화 작품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떻게 그녀가 전형적인 풍경화에서 답습되는 규칙들을 거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서희주(Seo Hee Joo) 작가는 영국인 예술가, 사이먼 스탈링(Simon Starling)이 작품을 통해 보여주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의 재정립”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윤경(Kim Yoon Kyung) 작가는 한국인 예술가, 이우림(Lee Woo
Rim)의 “선명한 꿈과 불확실한 현실” 사이를 넘나드는 작품 세계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의 시선을
잡아끄는 산업 디자인 제품과 고급 패션 상품의 이미지들을 숙련된 솜씨로 광택 처리한 나무판 위에 재조합하는 미국인
예술가, 데이비드 피터슨(David E. Peterson)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This month Rocio Cadena writes about French visual artist Corinne Fhima and her disturbing
depiction of “our insatiable appetite for consumption” through her work and how it hopefully
makes us more aware of how we recklessly consume. John Shrader examines the
absurd yet serious work of Scottish artist Jim Lambie and how he plays with “the tenuous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and reality.” An Eun Ji looks at the paintings of German
artist Katharina Gierlach and how she rejects some of the typical rules of paintings in her
outdoor scenes. Seo Hee Joo writes that English artist Simon Starling’s work attempts to
“re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nature.” Kim Yoon Kyung takes us to Korean
painter Lee Woo Rim’s world that exists “between a vivid dream and unfamiliar reality.”
Finally, I look at American artist David E. Peterson’s work that takes eye-catching designs
from industrial design goods and luxury fashion and reimagines them on a carefully
manicured piece of wood.

항상 그래왔듯 이번 호 역시 매력 넘치는 페이지들로 가득합니다. 이번 호를 위해 특별히 따뜻한 차 한잔과 송편에
어울릴만한, 더욱 음미할 수 있는 멋진 기사들을 만들고자 저희는 ‘한국’이라는 경계를 넘어 넓은 세계로 눈을 돌려 보다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는 시도를 감행하였습니다. 브라켓을 읽으며 보다 의미있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The work in these pages is as engaging as always. We’ve stepped out of the borders of
Korea to see what work is going on around the world and brought it to you to enjoy over
a hot cup of tea and some seongpyeon. We hope you enjoy it!

감사합니다!

Thanks for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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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먼 스털링
서희주

사이먼 스탈링(Simon Starling)은 2006년 부산비엔날레에서
<노래하는 새들(Song Birds)>이라는 작품과 인사미술공간의 초대
강연을 통해서 한국 관람객들과 만났다. 그는 2004년 휴고 보스상
(Hugo Boss Prize) 현대미술 부문 수상 후보, 2005년
<창고보트창고(Shedboatshed)>라는 작품으로 터너상(Turner
Prize)을 수상하면서 세계 미술계에 이름을 알렸다.
브라켓 매거진 편집장 위트가 사이먼 스탈링 자료를 나에게 보냈다고
했을 때 나는 기대로 가득 했었다. 편집장을 통해서 받은 자료는 사이먼
스탈링의 새로운 프로젝트였다. 그의 작품은 자료수집, 분석, 사고,
통찰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진 안에 등장하는
파란색 트럭에 나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과연 이 파란색 트럭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으며 어떤 사회적, 역사적, 지리적 맥락을 함축하고
있을까? 그는 우리에게 어떤 철학적 접근과 해석을 제시하는가? 작품
사진 몇 장에 이런 궁금증을 던지는 것은 그의 예술세계 때문이다. 나는
그의 작품이 일종의 연구 결과물이라고 생각해 왔었다. 다시 말하자면,
연구자가 연구자료 조사, 분석으로부터 새로운 이론을 정립해 나가고 그
결과를 논문으로 제시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연구자들처럼, 그에게 새로운 프로젝트의 시작은 지속적인 결과물을
산출한다.
사이먼 스탈링의 작품은 각각의 프로젝트에 따라 우리가 사유하고
공유해야 할 철학적 의미가 다르지만 개념미술가들 대부분이 일관된
대주제로 우리를 이끌고 있듯이 그도 동일하다. 그의 예술세계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하나의 대상이나 물질을 다른 것으로 변형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사고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의 예술세계를 이처럼 단순하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는 우리에게 모더니즘이 한때 추구했던 순수한 이상을 떠올리게
하면서 동시에 모더니즘에 대한 반성적 사유도 촉구한다. 또한 인간이
존재의 주인이며 이성의 원리에 따라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의 모순을
지적하기도 한다. 나아가 자연, 과학기술, 경제 등에 대해 유연한 사유를
주장한다. 그는 자연을 인간과 대립하는 물질 세계로 객관화 하지 않고
인간과 자연을 유기적 관계로 파악하고 인간, 역사, 세계의 관계성을
새롭게 정립하려 한다. 이러한 철학적 사유가 그의 작품에 깊게
내재되어 있다.
그는 작품 소재를 자연, 과학, 경제, 사회, 역사 등과 관련된
연결고리에서 찾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소재를 연구자의 태도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러한 일련의 사고 과정이 마무리되면
물리적 표현의 단계로 이행한다. 이때 마치 여행자나 순례자처럼 유럽을
횡단하기도 하고 여러 형태의 실천적 과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작품으로 전시된다. 이와 같은 사이먼 스탈링의 예술세계는

Seo Hee Joo

Artist Simon Starling has been known in Korea since he
exhibited his artwork, ‘ Song Birds’ in Busan Art Biennale in
2006 and had a lecture in Insa Art Space in Seoul. He was
nominated for several awards including the Hugo Boss Prize
in 2004 and the Turner Prize in 2005. He became known as
an international artist when he won the Turner Prize for his
artwork, ‘Shedboatshed’.
When the editor of Bracket magazine, Whit Altizer said
that he would send me Simon Starling’s portfolio, I was
so thrilled. For me, it was a new project because his
artwork is the result of a great process of his art making,
which includes collecting, analyzing and articulating data.
Especially, his photograph of a blue truck attracted me. I
wondered about the meaning of the truck. What does it
imply in the social, geographical and historical context?
How should we approach his work and interpret it? What
does his work suggest? Because of his art philosophy,
the photographs of his work made me wonder more. I’ve
considered his artwork a result of his research. In other
words, it is like the research process: collecting data,
analyzing it, and concluding a new theory. It is like writing a
thesis paper. For him, to do a new project means to create a
result that recurs to his theory.
Although each one of his artworks has a different
philosophical meaning from one another, he, like most
conceptual artists, leads us to his consistent subject matter.
By modifying objects and materials, he suggests a new way
of thinking. It is not easy to explain his artwork because he
makes us think of the idealism of modern art and reconsider
it. Also, he points out the irony of anthropocentrism and
rationalism, arguing that we should care about nature,
technology, and the economy. According to his philosophy,
nature is not something against humanity. Man and nature
are symbiotic. He wants to re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nature through his artwork.
He finds his thematic matters by relating to issues of
our society, science, economy, and history. After finding
them, he analyzes them objectively like a researcher.
Then, he gives shape to them and uses v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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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대표적인 몇몇 작업을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사물의 변형을 통해서 사물의 문맥과 역사적 관계성을 드러내고 있는
<창고보트창고 (Shedboatshed)>(2005),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촉구하고 있는 <1톤(One Ton) Ⅱ >(2005), 환경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타베르나스 사막 횡단(Tabernas Desert Run>(2004),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진달래 구출작전
(Rescued Rhododendrons)>(2000) 등은 그의 예술세계를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들은 국내에 전시가 되지 않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다수 소개가 되었거나 책이나 잡지를 통해서 알려진
작품이다.

approaches like traveling across Europe, creating results
from it, and exhibiting them. The process of his artwork
can be understood by seeing his artworks, such as
‘Shedboatshed(2005)’ revealing an object and its history.
Or ‘One ton(2005)’, which is about our perception of
energy. Also ‘Tabernas Desert Run(2004)’, and ‘Rescued
Rhododendrons(2000)’ ask us how we should deal with
the problem of the environment and ecology. Most of those
works have not been exhibited in Korea, however, we could
see them in some magazines, and on the internet.

다양한 논쟁거리와 실천적 작업을 통한 주제 전달은 스탈링의 새로운
프로젝트에서도 전개되고 있다. 그는 카라바조(Caravaggio)로 불리는
이탈리아 초기 바로크의 대표적인 화가이자 광기와 열정으로 뒤엉킨
삶을 살았던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조(Michelangelo Merisi
da Caravaggio)의 삶을 추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조는 1571년 밀라노 부근의 카라바조(Caravaggio)
에서 태어났다. 그는 1606년 로마에서 살인을 한 후, 나폴리, 몰타,
시칠리아로 도망을 다녔다. 몰타에서 머무는 동안 자신의 대표작
<성 요한의 참수(Beheading of St. John the Baptist)>를 그렸고
1608년 성 요한 기사단과 싸움을 벌여 몰타에서 시칠리아로 다시
도망을 갔다. 살인과 폭행으로 도망자가 되었던 카라바조는 시칠리아로
도망친 2년 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His unique way of making controversial issues and putting
them into action through his work of art is shown in his
new project. He has been investigating the Italian master
Michelangelo Merisi da Caravaggio’s life, which was full of
his passion and madness. Caravaggio was born in Milan in
1571. He murdered a man in Rome in 1606, and moved to
many places, such as Naples, Malta, and Sicily. One of his
major works from his Malta period is ‘Beheading of Saint
John the Baptist’. In 1608 he made his way to Sicily after
fighting with the knights of Saint John. As a fugitive he lived
there for two years and died.

편집장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바로 이 프로젝트의 작품 사진이다. 작품은
피렌체의 복원실에서 촬영한 <성 요한의 참수> 사진 앞에 파란색 아페
피아지오 펜타로 트럭(Ape Piaggio Pentarò truck)이 설치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의 작품명은 <참수(The Decollation)>이지만 카라바조
작품의 사진을 제외하면 이 트럭은 카라바조와 어떠한 문맥도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아페 피아지오 펜타로 트럭은 이탈리아 피아지오
그룹(Piaggio Group)이 생산한 트럭으로 뒷부분에 다양한 트레일러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작은 트럭이다. 이 트럭은 카라바조의 삶을
쫓아갔던 스탈링의 여정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Images of the project, ‘The Decollation’ featured a blue
Ape Piaggio Pentaro truck placed in front of a photograph
of Caravaggio’s painting, ‘Beheading of Saint John the
Baptist’ that was taken in an art restoration room in Firenze.
This installation piece, which is a truck, doesn’t seem to
be related to Caravaggio, except that it is in front of the
image of his painting. The truck, which was made in the
Piaggio Group, is a small vehicle towing trailers. For Starling,
it symbolizes his journey to track down Caravaggio’s
life. Caravaggio’s piece has been through so much as
Caravaggio had to live a difficult life. It was damaged badly
by a thief in the Saint John’s Co-Cathedral in Valletta, Malta
in 1989. It was restored in Firenze in 1997. While it was
being restored, the raw material for the production of all the
pigments used in the making of it was revealed. The material
of the pigments was from France, and Starling put it in his
blue truck. As the material was transported all the way from
France to Italy, Caravaggio had to take a long journey of his
life as a fugitive. Starling’s work seems to tell us delicately
about Caravaggio’s passionate life.

↑
←
La Decollazione (The Decollation),
Ape Piaggio Pentar truck, Ochre, Umber,
Malachite, Azurite, Cinnabar, Green
earth, Red earth, Madder roots, Lead,
Walnuts, Charcoal, Various wooden,
Plastic and metal containers, Pick and
shovel, Plinth, Wall, Inkjet print,
dimensions variable,
Plinth: 15×520×361cm,
Wall: 361×520×40c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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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의 배경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 요한의 참수>는 카라바조의 유일한
서명이 있는 작품이자 대작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 작품도 작품을
그린 카라바조의 삶만큼이나 평탄하지 못했다. 몰타의 수도 발레타에
있는 성 요한 성당(St John’s Co-Cathedral)에 전시되고 있는
<성 요한의 참수>는 1989년 절도범의 칼에 의해 심하게 찢어졌고
1997년 피렌체에서 복원을 하게 된다. 작품의 복원 과정에서 작품에
사용된 안료가 조사되고 안료의 출처들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 작품에
사용된 안료 재료는 프랑스 지역에서 이탈리아로 온 것이었다.
스탈링의 작품, 파란색 트럭에는 이 안료 재료가 실려있다. 카라바조가
사용했던 안료가 프랑스에서 이탈리아까지 오게 된 긴여정만큼이나
카라바조도 도망자로서 긴 여정 끝에 죽음을 맞이했다. 스탈링의 작품은
격정적이었던 그의 삶을 애잔하게 전하고 있다.
스탈링은 카라바조의 삶을 추적하는 첫번째 여정으로 이 작품을
제시했다. 그러므로 이 프로젝트는 미완이고 우리는 그가 왜 카라바조의
삶을 추적하고 연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완전한 답을 지금 들을 수
없다. 그는 이 프로젝트의 다음 여정을 지속할 것이고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철학적 사유를 제시할 것이다. 우리는
그때 프로젝트의 완결과 의미를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다음 작품을 만날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하다.

↖
←
La Decollazione (The Decollation),
Ape Piaggio Pentar truck, Ochre, Umber,
Malachite, Azurite, Cinnabar, Green
earth, Red earth, Madder roots, Lead,
Walnuts, Charcoal, Various wooden,
Plastic and metal containers, Pick and
shovel, Plinth, Wall, Inkjet print,
dimensions variable,
Plinth: 15×520×361cm,
Wall: 361×520×40c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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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presented his work, ‘The Decollation’, as the result from
his first voyage of tracking down Caravaggio’s life. Therefore,
his project has not been completed. We cannot figure out
the exact reason why he tries to investigate Caravaggio’s
life. He will have the second journey of his project,
suggesting another way of philosophical thinking. Then, we
can discuss how the project turned out, and the meaning of
it. Therefore, we should wait.

코린 피마
글. 로시오 카데나

written by Rocio Cadena

슈프림, 삼성, 토니모리, 구찌, 테스코 등의 상품명은 이제 우리가 굳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우리 일상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이들 브랜드의
로고들의 대부분을, 아니 어쩌면 전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이제
브랜드들에 지배를 받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시각예술가, 코린 피마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캐릭터,
‘이브’를 통해 지칠 줄 모르는 우리의 소비를 향한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
그녀의 프로젝트는 대량생산되는 나체의 바비 인형들, 사람 크기만한
고무 인형들, 그리고 금발의 가면을 쓰고 원더 우먼으로 분한 자신 등을
이용해서 이루어진다.
이브의 공장, 이브의 마켓, 그리고 이브의 배달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는
이브의 괴상한 세계는 대량생산된 진열대를 보여주려 존재한다. 작가는
이브의 마켓에서 판매되거나 수퍼 히어로의 분장을 한 ‘피마’에 의해
전국 각지로 개개인에게 배달되는 ‘이브’라는 플라스틱 인형을 만든다.
이브의 공장과 이브의 마켓은 보통 정육업자의 작업대 위에 놓인,
똑같이 복제된 ‘고기 여인’ 덩어리를 소재로 한 전시와 설치 작품으로
귀결된다.

←
Eve delivery in sofia
Performance, 2018

→
Eve total inflated,
Installation, 2.5×1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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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eme, Samsung, Tonymoly, Gucci, Tesco. Chances are
we recognize most of these names because they’re part of
our daily lives even if we don’t consciously notice them. If
we were to see the logos of these brands we’d likely identify
most, or all of them. Whether we’re aware of it or not, we live
in a world dominated by brands.
Corinne Fhima, a French visual artist, disturbingly depicts
our insatiable appetite for consumption through the world of
the recurring character, Eve. Fhima’s projects come to life
as mass produced Barbie-esque naked dolls, human-sized
inflatable dolls and as the artist herself donning a Wonder
Woman costume with a blonde wig.
The wacky world of Eve consisting of Eve Factory, Eve
Market and Eve Delivery exists to showcase mass
production. The artist’s hand makes Eve plastic dolls that
are later ‘sold’ in Eve Market or personally delivered to
different cities by a superhero costume clad Fhima. Eve
Factory and Eve Market usually involve installations and
exhibitions of “a meat-woman duplicated en masse wrapped
in butchers’ trays.”

Eve Delivery is more of a performance event where the
artist is accompanied by other Eves to deliver tiny Eve dolls
on trays. The delivery component of the project signifies
the desire of big companies to become more global. Eves
are labeled with different colors to showcase organic,
fair-trade, pork, poultry, and other products. Eve is literally
served as food because this is the easiest way to convey
consumption. Everybody can have a piece of Eve according
to their personal tastes and preferences.
Eve Factory represents the far-flung factories where goods
are usually manufactured. Eve production is based in China
arriving with “Made in China” stickers slapped on the trays.
Moving down the supply chain, Eve Market stands for any
store selling those goods while Eve Delivery depicts the
convenience of modern consumption habits.

이브의 배달 서비스는 작가가 다른 이브들과 함께 아주 작은 이브
인형들이 놓인 쟁반을 배달하는 퍼포먼스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
배달 퍼포먼스의 구성 요소들은 대기업들의 더욱 더 비대해지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 이브들은 ‘유기농’, ‘공정 거래’, ‘돼지고기’,
‘가금류’ 등을 지시하는 여러 색상의 라벨들로 포장된다. 이브는
식품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는 소비를 원활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개인의 취향과 선호도에 맞는 이브를 선택할 수 있다.
이브 공장은 주로 상품들이 대량 생산되는 거대한 공장들을 가리킨다.
이브 프로덕션은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스티커가 부착된 쟁반들이
만들어진다는 중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브의 배달 서비스가 현대
소비 패턴의 편리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면 이브의 마켓은 이러한
상품들의 공급처와 판매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브가 섹시한 원더 우먼의 의상을 착용하거나 금발의 가발을 쓰는
것은 간혹 있는 경우는 아니다. 광고 회사와 마케팅 업체들은 이미
섹스 어필이나 판타지와 같은 비현실적 아름다움이 판매를 촉구한다는
것을 증명해 왔다. 이는 또한 수퍼 히어로 영화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상징한다. 원더 우먼은 과소비를 건강한 경제생활의 지표이며 개인의
웰빙으로 간주하는 나라, 미국 출신이다. 가장 큰 규모의 쇼핑 데이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나면 그 동안 발생한 쇼핑 대란을 보여주는
유튜브 동영상이 넘쳐난다. 이들은 작가가 그녀의 작품에서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인들이 가진 엄청난 물욕을 증명해주는 셈이다.
브랜드, 광고, 영화, 프랜차이즈, 과소비, 물질만능주의, 세계화 등이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다 더
잘 인지할 수는 있을 것이다. 아마도 피마의 작업은 우리로 하여금 소비
패턴에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게 만드는지도 모르겠다. 그녀의 설치
작품이나 전시들, 그리고 퍼포먼스는 생각없이 소비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
Eve total inflated,
Installation, 2.5×1m, 2018

→
Paris food art week, Performance,
Ground contro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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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ct that Eve wears a sexy Wonder Woman costume
and a blonde wig isn’t random. Advertising and marketing
agencies have proven that sexual appeal and unrealistic
beauty ideals drive sales. It also symbolizes the current
obsession with superhero movies. Wonder Woman
hails from the USA, a country that considers excessive
consumption a sign of a healthy economy and individual
well being. Any YouTube video showing the madness that
ensues during Black Friday, the biggest shopping day in
the United States, serves to confirm that indeed Americans
have a voracious appetite for material objects that Fhima
captures in her work.
It’s highly unlikely that brands, advertising, film franchises,
overconsumption, materialism and globalization will
disappear. But at the very least, we can be more aware of
these entities and phenomena. Perhaps Fhima’s art will
inspire us to pay more attention to our shopping behavior.
Maybe her installations, exhibits and performances will move
some of us to think twice before we thoughtlessly consume.

데이비드 피터슨
위트 알티저

Whit Altizer

미국의 예술가, 데이비드 피터슨의 작품은 우리 시대의 번잡한 소비
문화에 대한 지적이자 그 자신의 사유와 결의의 과정을 보여주는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 디자인은 미국 자본주의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형식에 있어 그는 채색, ‘나무’라는 재료와 그것의
재단, 그리고 마감 처리 등 어느 한 부분에 더 치중하지 않는 균형을
보여준다. 채색 과정이 없다면 작품은 그저 ‘나무’라는 재료에 머물
것이고 자작나무나 소나무 등의 재료가 없다면 물감은 그저 물감으로
남을 것이다. 가장자리의 연결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작품은 그저 나무
토막에 불과할 것이고 디자인이나 마감 처리가 없다면 그것은 결국
데이비드 피터슨의 작품이 아닌 것이다.

American artist David E. Peterson’s work is a testament to
the artist’s thoughtful process and decision-making, as well
as a reference to our distracting consumer culture. While
the designs may reflect American capitalism for good or ill,
his process is truly egalitarian where colors, wood, cut, and
finish do not outweigh each other in importance. Without the
paint, it’s just wood; without the birch or burnt pine, then it’s
just paint on a surface; without the mitered edges, then it’s
just scrap wood; and without the design and finish then it’s
not a David E. Peterson.

그의 추상 작품들은 그 단순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관객의 시선을
잡아끌지만 그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는 단순함과 거리가 멀다.
시작 단계에서 그는 나무를 선택하고 그것을 자신의 선택에 맞게
재단한다. 어떤 것은 직사각형이기도, 정방형이기도 하지만 여러 다른
형태가 퍼즐처럼 짜맞춰지기도 한다. 그런 다음 그 자신에게 영감을
주기도 했던 해변의 어느 레스토랑에 걸린 서핑 보드마냥 자신의 작품에
레진을 이용, 광택 효과를 낸다. 그리고 그는 아크릴 물감으로 그 위에
채색을 하는데, 이러한 아름다운 색의 조합은 나무에 가는 세로줄 무늬,
저마다 다른 곡선들, 다른 각도 등의 적용을 통해 더욱 더 다양한 표면을
완성해내는 데에 일조한다.

His abstract pieces are captivating in their simplicity, yet
produced in a process that is fair from simple. Peterson
starts with choosing a surface. He takes a piece of wood
and trims it down in his shop to specifications of his
choosing. Some pieces are rectangular, some square, some
multiple shapes matched together to make puzzle pieces.
From there he applies a resin that gives the wood the same
shine you may see on a brand-new wooden surfboard over
the bar in a beachside pub, admittedly an inspiration for
Peterson’s work. Then he applies acrylic paints onto his
well-crafted surface. These beautiful color combinations are
applied to the wood in a variety of ways, such as in the form
of pinstripes or angled down the wood in different angles,
curves, and designs.

←
L3 Leaner,
Acrylic, Cypress, select pine,
and UV resin,
193×14×6cm
L4 Leaner,
Acrylic, Cedar, select pine,
and UV resin,
157×11×6cm
L5 Leaner,
Acrylic, Walnut, select pine,
and UV resin,
208×11×6cm
L6 Leaner,
Acrylic, Cherry, select pine,
and UV resin,
208×11×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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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슨의 작품은 우리가 이전에 어디선가 본 듯한 제품의 로고나 색상 등에 관한
기억을 소환시키기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작품의 상당수 또한 그러한 요소들에
의해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이 미국 소비 사회에 대한
진술이라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 또한 자신의 영감의 원천을 숨기지는 않는다.
작가 노트에서 그는 “개념적 측면에 있어 나의 작품은 나의 환경, 즉 산업 사회의
디자인, 고가의 패션 상품 등으로 만들어진 소비 사회에 대한 진술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듯 우리의 눈에 익숙한 색채, 디자인, 로고 등은 매끈한 그의 작품의 표면 위에서
새로운 형식을 입게 된다. 어떤 작품은 J.Crew 제품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나무
조각으로 보일 것이고, 또다른 작품은 1980년대 미국의 고속 도로 위를 달리던
North American Moving Services의 이삿짐 트럭, 그 수많은 미국의 가정들의
이사를 돕느라 여러 주를 횡단했을 이삿짐 센터의 트럭의 색상인 빨강, 흰색, 그리고
파란색을 떠올리지 않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름도 모를 미국의 여러 도시를 오고 간
많은 이삿짐들, 의류 상자들이 담겼을 트럭 말이다.
그의 작업은 전통적으로 우리의 감각에 호소했던 제품들의 색상과 디자인을
이용하고, 그것을 우리가 재구매할 수 있도록 벽에 걸어 놓았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러한 디자인 제품을 벽에 건다는 것을 아무도 상상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피터슨의 작품은 작품으로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특유의 광택을 갖는 그의
작품의 미묘함은 그것이 우리의 벽으로 침투해 들어와 섞이며 벽 위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물체가 되었을 때 나타난다. 나무와 그것의 재단, 채색, 디자인, 마감 처리
등이 나란히 균형을 이루며 그렇게 그의 작품은 다른 어떤 곳으로도 시선을 돌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다.

Peterson’s work may also cause a slight trigger in the
deepest depths of your memory as many of his pieces have
been inspired by logos and colors you’ve likely seen before.
If Peterson’s work is making a statement about consumer
culture in America it is not overt, but he also isn’t hiding
his inspiration. “Conceptually,” Peterson notes in his artist
statement, “the work is a reference to my environment of
industrial design goods and luxury fashion.”

↑
JCrew Women’s Tops and Bottoms
Installation, 22 piece Installation
Acrylic, beveled MDF, UV resin,
152×366cm

The familiar colors, the designs, and the logos find a new
home on the smooth surfaces of Peterson’s surfaces. One
piece may look like the wooden replicas of a J. Crew model
while another may strike a chord with anyone that traveled
the highways of America in the 1980s and could not help
but see the red, white and blue North American Moving
Services trucks going in every direction to move American
families’ stuff. Trucks that were likely moving boxes and
boxes of popular box store clothes from one nameless
American city to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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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k is playful in that it takes some of the colors and
designs that have traditionally appealed to our senses and
placed them on the walls for us to re-consume. And while
we may never have imagined hanging these designs on our
wall, Peterson’s work works. Its sophistication comes in the
form of a carefully manicured piece that blends in to the wall
until it doesn’t, and then it’s all you can look at. The wood,
the cut, the paint, the design, and the finish work in tandem
to steal you away from whatever else might distract you.

카타리나 기에라
안은지

무심한 듯 화면에 던져진 붓 터치가 모여 전체적인 화면을 구성하는
카타리나의 작품은 주로 축구 경기장, 스키장, 호수, 공원 등 야외에 모인
사람들을 주 모티브로 이야기를 만들어나간다.
그녀의 야외 풍경은 기존 회화양식의 3분의 2분할법에 의한 지평,
수평선에서 나타나는 특정 형상으로 그려지기보다 화면 전체가 allover
방식으로, 질감이 느껴질 정도의 두께를 이용한 동일한 무게감의 붓질로
가득 차 있다. 지구는 둥글고 우리는 원근법에 익숙한 눈으로, 우리
눈앞의 사물을 기준으로 관찰하고 또 사진을 찍는다. 구글 어스를 통해
위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모든 사물이 동일한 기준으로 보이고 지구는
평평하며 xy축으로만 형성된 깊이감보다는 끝없이 옆으로 확장된
것처럼 보인다. 아무리 스크롤 업다운 해 보아도 자신이 개입될 수 없는
그저 전지적 3인칭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보여지는 풍경과 인물의
객관적인 포지션, 태도는 그저 바라보는 화가의 눈, 그리고 그것을 담은
카메라의 시각을 전혀 개입시키지 않는다. 사물은 발견된 장소 그대로의
기록으로 남고 사물을 품고 있는 공간은 물감 얼룩의 반복적 Relief
로 원근법적 환영이 아닌 화면 자체로서의 입체감을 획득한다. 작품
“Rock im Park”와 2009년작 “ohne Title”(풀밭 위의 사람들)에서
보이는 여가를 즐기고 떠난 이들이 남긴 텐트, 음식물, 그리고 부수적인
쓰레기들은 화가의 연출이나 목적과 관계없이 화면 위에서 표류한다.
인물들은 원근법이 없는 이집트 벽화나 중세시대의 필사본에서
느껴지는 인상처럼 우리를 동요시키지 않고 자유롭게 관찰하게 한다.
마네의 그림, ‘풀밭 위의 점심’에서처럼 식사를 하는 세 인물이 화면
밖으로 던지는 뜨거운 시선을 감내해야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앞서 언급한 작품 “ohne Title”(풀밭 위의 사람들)이나 축구경기장
시리즈 외 그녀의 작품 대부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건축 조감도나
캐드 도면에 나올법한 작은 사이즈로 나타나는데 그들의 위치와 앉은
자세는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채 각자의 시간에만 충실한 듯 화면에
존재하고 있다. 명암법을 비롯한 테크닉에 의존한 인물 묘사가 아닌
원색의 붓 터치로만 표현된 인물들은 얼굴 생김새나 표정, 개성도 알 수
없이 듬성듬성, 군집 형태로 그림 곳곳에 나타난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인물의 이목구비는 온데간데 없고, 형태는 면이 되어가는 색점으로만
인식된다. 전통 회화 기술인 명암법을 통해 입체감을 나타냄으로써
화면에 환영을 만들어가기 보다는 그저 색이나 면으로써 상상의 여지만
남겨놓는 것이다. 'Frei nach Morandi: Nichts ist so abstrakt
wie die Realitat' (현실보다 더 추상적인 것은 없다)라는 말을 남긴
이탈리아 화가, 모란디의 말처럼 추상은 물리적인 한계를 갖고 태어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있다. 안타깝게도 축구공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상대편에게 넘어가거나 다시
우리에게 넘어오는 상황을 반복하며 통제 불가능한 현실에 놓여있다.
공 하나의 방향과 운명을 위해 선수들은 열심히 필드 위에서 땀을
흘리며 연습해야만 한다. 카타리나가 본 축구 경기장의 모습은 치열한
경쟁에서 상대를 이겨야하는 축구 선수들의 숙명과 열망이 담긴 공간일
수도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람객들의 기대와 긴장, 한탄과 환호가
엉겨 붙은 공간일 수도 있다. 축구장의 이미지는 승패의 결과에 따른
희로애락, 매일매일 싸워 이겨내야 하는 전쟁터와 같은 우리 삶의
모습일 수도 있다.

Eun Ji An

One motif of German artist, Katharina Gierlach’s paintings
is people: people gathering in a soccer field, a ski resort,
a public park, on a pond, etc. She makes bold, broad
brushstrokes in an interesting manner.
The composition of her paintings that feature outdoor
scenes is different from that of a typical landscape painting,
in which an important visual element is usually placed
along the guideline of the rule of thirds. The Earth is round
and our eyes are accustomed to seeing things or taking
pictures in perspective. With the aid of Google Earth, the
world looks as if it were on the same level like we look
down from above. The Earth seems to be flat with no
sense of depth, expanding horizontally. It is like having an
omniscient viewpoint even if we use the scroll bar of the
computer. The landscape and people that we see from this
viewpoint are presented objectively, which is Gierlach’s way
of observing her subject matter. She observes and paints
them objectively as if documenting what she witnesses.
The paints of her works are applied repeatedly, not creating
an illusionary image, so that they contribute to making her
painting look like a relieved sculpture. Objects described
in her paintings, ‘Rock im Park’, ‘ohne Title’ (2009), such
as tents or food waste look as if they are drifting on the
surface, not showing any trace of her emotion and intention.
21

Like those in the ancient Egyptian fresco paintings and the
medieval illuminated manuscripts, human figures in her
painting allow the viewers to observe them freely while we
feel like being observed by the three figures of the French
painter, É douard Manet’s painting, ‘The Luncheon on the
Grass’.
Most figures in her paintings, except those in “ohne Title’
and those in the series of her paintings of a soccer field,
are like in an architectural drawing. They look absorbed in
the moment of watching a game without paying attention to
anything else. Without using any technique to make them
look real, she puts brush marks on them with strong colors.
The figures are expressionless and presented sparsely in
her painting. If we get closer, we see that they don’t have
well-defined features. The form of the figure is just a dot.
She doesn’t follow the traditional techniques of painting,
which contribute to creating illusionary light and shadow on
a canvas. She gives the viewers a hint of a figure, and makes
them imagine the rest of the features of it by presenting
colored dots that become a bigger shape. Like an Italian
painter, Giorgio Morandi says, “Nothing is more abstract
than reality”, we, as a vulnerable human being, live in an
abstract world. We live in an uncontrollable reality like the
soccer ball is thrown not as we intended. Also, the players

“ohne Titel”(경기장 관람석 시리즈)와 “Wald”(숲과 자연)은 본격적인
카타리나의 추상이 두드러지는 작품으로 화면 전체가 붉은 계열 또는
푸른 계열의 얼룩으로 가득 차 있다. 그녀의 인물 풍경화는 단순히
실경을 묘사하고 재현한 것이 아니다. 아레나의 축구응원단을 대표하는
색으로 구성된 작품은 한 가지 계열의 색으로 화면 전체를 색 점으로만
표현하여 단순히 점이 아닌 응원단 객체가 하나하나 깃들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같은 암시는 붉은 색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경기장의
강렬한 조명에 의해 사람들의 격렬한 움직임을 가늠하게 한다. 필자는
이 그림을 보고 김환기의 점 시리즈가 생각났는데, 유화물감 덩어리를
두껍게 얹은 카타리나와 기름에 녹여 안료의 흔적만 남겨질 듯 얇게
표현된 김환기의 점은 재료를 다루는 표현방식이나 회화적 사유체계가
서로 다를지언정 절로 오버랩 되는 흡사한 양상을 가지고 있었다.
김환기의 점이 무수한 밤하늘의 별이 되었다가 그리운 얼굴이 되는,
떨칠 수 없는 고향에 대한 향수의 표현의 나열과 반복이라면 카타리나의
점은 그저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현실 카피, 몰개성화, 패턴화, 익명화된
현대인의 삶을 투영한다. “Fankurve”, “Tibune blau”, “Tibune
gelb”, “Tibune rot”, “Stadion” 등의 제목에서 보여지듯 결국 축구를
즐기는 관람객들은 자신들이 입고 나온 응원유니폼의 색이나 그룹의
성격으로만 정의되는 것이다.
스키장에서의 하루, 경기장의 함성 소리, 평범한 매 순간이 쌓이듯 책이
쌓여있는 책장, 하루를 소비하듯 살아가는 현대인들 각자의 이야기들이
그녀의 화면에서 물감 덩어리가 되어 우리의 초상으로 제시된다.

카타리나의 최근작 “WM Russia IV (Brasil-Mexico)” 는 축구
선수의 눈높이에서 그려진 방식으로 인물들이 묘사되어 있다. TV 속
선수들의 근접 화면인 것이다. 여전히 물감 얼룩으로 뒤덮인 양태가
보인다. 덩어리진 물감이 그 자체로 인물이 되고 제스쳐가 되는 그녀의
화면 속 주인공들이 앞으로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인식을 뒤집을지
궁금해진다.
그녀는 독일의 Davis Klemm Gallery를 대표하는 작가로 서울에서
열리는 아트 페어, KIAF에 참여하게 되었다. Davis Klemm Gallery는
지난 10년간 KIAF에 참여해오고 있고 2014년부터 카타리나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녀의 두 폭 회화 작품인 Texas Dawn이 코엑스
(COEX)에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는 2018년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열린다. 그녀의 작품을 실제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have to run hard on the field after the ball. The soccer
field that she sees can be a place of a determination and
passion, a place of the spectators’ expectation, tension
and regret. The image of it can be a symbol of a battlefield
showing all sorts of human emotions depending on the
outcome of the game and that of our daily lives, in which we
compete with each other constantly.
The main features of her abstract style are shown in her
paintings, ‘ohne Title’, ‘Wald’, in which red marks and green
marks are applied densely. Her paintings of figures and
landscape are not about presenting the actual view of them.
The dots that make the entire surface of her canvas look
like one color that represents the spectators. Each of the
spectators is expressed as a dot. The hint of the spectators
is shown as a flow that makes the viewers perceive the
dynamic motion of them with the effect of the lights of the
stadium, which reminds me of a pioneering abstract artist of
Korea, Whanki Kim’s paintings of dots. Although his way of
creating dots and the philosophy of his art are different from
hers, they look similar to each other. The dots of Whanki
Kim’s painting, which are applied thinly on the surface, not
like the way Gierlach applies thick paints on her canvas, are
expressed repeatedly as stars on the dark night, faces of
his beloved, and a symbol of his home. Unlike Kim’s d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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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erlach ‘s stand for modern people repeating their routine
everyday in the anonymity and conformity of a city. As some
titles of her paintings, the spectators are defined as the
color of their uniform, which is just a feature of the group
that they belong to.
A day in a ski resort, shouts of victory echoing in a stadium,
and a bookshelf filled with books symbolizing time are
expressed in her painting as a mass of paint, reflecting
ourselves.
In her recent work, ‘WM Russia IV (Brazil-Mexico)’, figures
are depicted at the level of soccer players’ eyes. It is like a
close-up of the players on TV. Still, they are expressed as a
mass of paint itself, which becomes figures and gestures. I
wonder how they evolve and change our perception.
Katharina Gierlach is represented by DavisKlemm Gallery
in Wiesbaden, Germany. The gallery has been taking part in
KIAF for over the past ten years and has been showing and
selling works in Korea by Gierlach since 2014. This year at
KIAF 2018 Art Seoul the diptych “"Texas Dawn”" will have a
prominent place at their booth at the COEX, Hall B, booth
B13. The art fair takes place October 4th-7th, 2018.

이우림
김윤경

누구든 어린 시절에 꾼 꿈들을 더러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어린이들은
꿈과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그들의 꿈은 현실보다 때로 더욱
생생한 색채를 갖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동화 속 헨젤과
그레텔의 하얀 조약돌들처럼 점점이 떨어져있는 동전들을 하나하나
주워들고 부푼 마음으로 잠에서 깨고는 결국 꿈을 꿨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꽤나 오랫동안 애타게 돈의 행방을 찾던 기억이 나이가 든
지금도 너무 생생하다.
비단 어린 시절의 꿈 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든 지금 꾸는 꿈 또한 그럴
것이다. 아니, 어쩌면 우리네 삶 자체가 길거나 짧은 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잠깐 잠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새 어둑해진 동물원
벤치에서 눈을 뜬 내게 우리를 벗어나 어슬렁거리며 다가오고 있던
시커먼 동물들은 구슬같은 땀방울을 흘리며 얼른 출구를 찾아 달려야
했던 상황에서 절대 꿈일 수 없었다. 가까스로 빠져나온 동물원 앞에서
본 밤거리의 네온 사인, 자동차의 경적 소리, 지나쳐 간 사람들의 입에서
풍겨나오던 술 냄새 등은 묘한 안도감을 주면서도 달성공원에선 밤에
동물들을 풀어 놓는다고 믿게 했으니 말이다.
화가 이우림의 그림들은 이러한 어린 시절의 생생한 꿈, 혹은 꿈보다 더
낯선 현실, 그 사이의 어디쯤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
그가 가졌던 개인전, ‘숲속에서 잠들다(Sleeping in the forest)’, ‘
경계를 걷다(Walking on the edge)’ 등에 소개된 작품들은 이제껏
그가 그려왔던 몽환적인 성격의 작품들보다 현실적인, 그러나 보다
이상주의적인 그의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 그의 최근작들은 이전
작품들보다 풍자적이면서도 보다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을 차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가 이전 작품들에서 들려주었던
꿈 이야기들은 이제 더욱 더 정교한 현실감을 입고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공감하는 세계, 더 이상 꿈이 아닌, 그가, 아니 우리 모두가
바라는 또다른 현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법한 익숙한 백자의 이미지를 한 여인의 실루엣은 물론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의 그림 속 여인이 등장하기도 하고 인형처럼 보이는
하늘색 피부를 한, 마치 어떤 만화 속에서 방금 튀어나온 듯한 인물의
형상도 보이는데, 이들이 바로 그의 그림 속 환상이 보다 더 공감할
만한 현실감을 입게 만드는 장치들이다. 이전의 작품들이 숲과 인물의
표현을 통해 자연과 인간, 현실과 환상의 관계를 조명하며 조화 혹은
긴장감 등을 조성했다면 최근작들은 대중에게 보다 익숙한 이미지들을
차용하여 우리의 현실과 역사, 미디어 등 또다른 현실이라 할 수 있는
여러 시간과 공간을 겹쳐놓고 있다. 이전부터 마르크 샤갈, 로뎅 등의
화가와 조각가 등 옛 대가들의 작품 이미지를 차용한 일이 있었으니
환상을 쫓는 그의 성향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이제
그가 말하려는 유토피아가 보다 친숙하고 대중적이며, 어쩌면 다소
통속적이어서 그것이 현실과 동떨어진 너무 먼 곳이거나 단지 이상에
머무르는 공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듯하다.

Kim Yoon Kyoung

Many people have an unforgettable, vivid dream. Especially,
children often cannot distinguish between dreams and
reality because their dreams seem to be so much more
realistic. In my dream I picked up lots of coins on my walk
home from school. They were shiny as the white pebbles
that the main characters of the famous fairytale, ‘Hansel and
Gretel’, rely on to find their way back home. I desperately
tried to find the coins back after waking up from my dream.
Looking back at that time, however, it doesn’t seem to be
very different from other anecdotes of my childhood.
As an adult, we still have dreams that are so real and vivid.
But, isn’t it possible that life itself is a dream that is long or
short? It couldn’t be a dream that I had to find the exit of the
zoo, running away from those black bears that escaped from
the cage. I was sweating and looking back at the door of the
zoo after I got out of there. I felt relieved being on the street
again, seeing familiar neon signs and passing by people
breathing alcohol fumes, cars honking loudly. All my sense
organs seemed to shout at me, “It was not a dream!” Since
then, I tell people that some zoos allow animals to be out of
the cage at night.
Korean painter, Woo Rim Lee invites us somewhere
between a vivid dream and unfamiliar reality. His paintings
shown in his solo exhibitions, ‘Sleeping in the forest’,
‘Walking on the edge’ tell us his idealistic view of the world.
However, his recent works are more realistic compared to
his previous ones that seem to be more dreamlike. They
have emotional, satirical elements that we empathize with
more easily. In other words, they have a more sophisticated
sense of reality, leading us to another reality that we all
wish to be in. A woman’s silhouette that looks like white
porcelain that seems to be in the textbook of an elementary
school kid, figures in the genre paintings of Yunbok Shin,
one of the most beloved Korean painters who lived in the
age of Joseon Dynasty, and characters who have a blue
face, round eyes, as if being out of a cartoon, make the
fantasy of his painting more real. It is a virtual reality that is
as real as reality itself. In his recent works, he tries to get
closer to the viewers with more popular, familiar images,
suggesting other realities presented in different times and
spaces of history and mass media. In his previous works,

↑
In summer,
Oil on canvas, 150×194c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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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소설가이자 철학자인 움베르트 에코(Umberto Eco)
는 그의 수필, ‘How to react to familiar faces’ 에서 길에서
익숙한 얼굴을 한 인물을 보고 그가 누구인지 한참을 생각하다 유명
영화배우, Anthony Quinn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물론 그 영화배우는 그를 알 리가 없는데도 텔레비전 앞에서,
혹은 영화관에서 그들과 보낸 수많은 시간으로 인해 그들에게 마치
친인척이라도 되는 듯한 익숙함을 느끼는 것, 마치 그들이 속한 미디어
속 세상이 우리의 현실로 곧바로 침투한 것처럼 느끼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인지를 역설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상상이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다 나중엔 현실이 곧 상상이라고 확신시킨다. 텔레비전 속
세상이 더한 현실감을 입을수록 우리의 일상은 점점 영화가 되어갈 수도
있다고 말이다. 정감을 불러일으키는 오브제들, 옛 대가의 작품, 매스
미디어 속 이미지의 표현 등이 두드러지는 이우림의 회화 역시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아니 어쩌면 대다수의 사람들의 감각이 너무 무디거나
예민한 탓에 이렇듯 여러 개의 현실이나 환상을 고스란히 느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구분할 수도 없고 그럴 의미도 없는 것은 결국
그것이 현실이든 환상이든 그가 작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보여주려는
것이 현실도피로서가 아닌 행복, 하나의 유토피아 자체라는 점이다.

햇살이 어른거리는 푸른 숲, 노란 유채꽃, 향기마저 느껴지는 듯한
색색의 양귀비 꽃 등은 현실이든 환상이든 그가 전하려는 행복감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잔잔한 꽃무늬의 천이나 분홍색 우산
등의 소재로 만든 그의 설치 작품은 그가 꿈꾸는 이상적인 공간에서의
산책을 구체화시키며 관객을 유혹하고 있다. 신비스럽고도 행복한 꿈
혹은 현실 한 조각이 아닐 수 없다.
어느 철학자가 이야기하듯 우리 개개인은 세상 속에서 철저히 혼자이며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은 신이, 혹은 악령이 우리 앞에 펼쳐놓은
영화일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이우림 작가는 아마 자신의 눈
앞에만 펼쳐졌던 또다른 현실이, 아름다운 정경이, 여인의 뒷모습이 있을
법한 환상이 아닐 수 없다고, 우리를 향해 이제는 더욱 더 세차게 손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he seemed to tell us about tensions between nature
and man, the emotional bridge between the fantasy and
reality by depicting the forest, and a woman in a dreamlike
atmosphere. Surrealistically, both his previous paintings and
recent ones show the viewers that he is attracted to images
of old masters such as a Russian-French painter, Marc
Chagall and a French sculptor, Auguste Rodin by visualizing
a fantasy world in his painting. However, his recent paintings
seem to tell us that now his utopia is not somewhere very far
from the world that we know. It is another secular, familiar,
popular world.

everyday objects like a colorful cloth, images of masters’
art pieces, and expressions shown on TV; Woo Rim Lee
shows us that most people are sensitive or dull enough
to feel many realities. No matter if it is real or virtual, what
he wants to present by depicting a forest with sunshine,
yellow canola flowers, colorful and poppy flowers, is a state
of true happiness without any trace of escapism. A cloth
full of flower patterns and a bright pink umbrella used in his
installation piece also attract the viewers, as if leading them
to a walking path that seems like both a happy dream and
mysterious reality.

In his essay, ‘How to react to familiar faces’ Italian novelist
and philosopher, Umberto Eco writes about an anecdote
of bumping into an actor, Anthony Quinn and figuring out
who he is. By watching movies and TV, we spend so many
hours with actors like Anthony Quinn that it is normal that
they are as familiar to us as our relatives. According to
Umberto Eco, they make us fall into the confusion of mass
media’s imaginary world entering real life. The mass media
first convinced us that the imaginary was real, and now they
are convincing us that the real is imaginary; and the more
reality the TV screen shows us, the more cinematic our
everyday world becomes. Through his paintings that feature

As a philosopher points out, we are alone in the world,
and that everything else is the film that God or some evil
spirit is projecting before our eyes. In this sense Woo Rim
Lee seems to persuade us that his own fantasy world, the
beautiful scenes that he witnesses and the woman standing
with her back to us, are filled with fantasies that are real.

↖
Spring, Oil on canvas,
162.0×130.3cm, 2017
→
In the woods, Oil on canvas,
180×150cm, 2017
↘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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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람비
존 슈레이더

이탈리아의 도시, 토리노의 고궁, Palazzo Carignano 앞에는
건물들로 둘러싸인 작은 광장이 있다. 바로크 양식의 이 궁전
건너편에는 유서 깊은 한 극장과 레스토랑들, 그리고 Franco Noero
갤러리가 있다. 올해 여름에 이 갤러리를 방문한 관객들은 스코틀랜드
작가, 짐 램비의 다섯번째 개인전, ‘지극히 이상한’을 보았을 것이다.
이 전시에서 작가는 우리의 지각과 현실 사이의 가느다란 연결고리를
가지고 네 가지의 다른 형식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이들 중 첫번째 형식은 ‘해돋이(들종다리)’라는 제목 하에 전형화된다.
작품들은 전시장 벽면에 부착된 기둥들인데, 문에 있는 몰딩의
가장자리처럼 보인다. 이 시리즈들의 각 작품들은 작품의 테마에
맞게 채색된 일곱개의 기둥들 중 하나인 셈이다. 문들은 통로와 벽의
두 역할을 한다. 네 개의 문처럼 생긴 이 작품들은 어떤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주제들로 명명되어 자연이 오직
문지기일 뿐이라는 진리를 암시한다. 그리하여 이들 작품들은 새를
가리키는 또하나의 작품 제목과 맞아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새가 주로
자유와 희망을 상징하는 데에 반해 문지기의 테마는 신에게 탄원하고자
하는 나쁜 인간을 막는다는 내용의 고대 그리스 희극, 혹은 그의 작품에
있어 우리를 진리 그 이상의 것으로부터 괴리시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으로 우리는 어떤 비유들로 가득 찬 실제의 문들에, 혹은
개념적으로만 어딘가 도달하게 하는 듯한 문들에 지겨워질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관객들은 진짜이면서 가짜의 문인 이 작품들이 좋을 수
있을 것이다. 비에 젖은 흙 냄새를 환기시키는 그의 작품, ‘건조한 비
냄새(방울새)’에 관해 그 형식상의 단순한 아름다움을 즐기는 일 외의
특별한 의미 부여나 해석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
Sun Rise (Meadow Lark),
Wood, Spray pain
7 parts, each 198×18.5×18.5cm
overall : 198×171×18.5cm,
2018

→
I Love To See You Smile,
Sunglass lenses,
Stained glass lead casing 83.5×103×5cm,
112.5×150cm, 2016

John Shrader

In the city of Turin there is a small piazza in front of the
Palazzo Carignano. Across the piazza from this Baroque
palace is an historic theater, some restaurants, and the
Franco Noero Gallery. Had you visited the Franco Noero this
summer, you would have been greeted by “Totally Wired”,
the fifth solo exhibit of the Scottish artist, Jim Lambie. Here
Lambie uses four different styles to play with the tenuous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and reality.
Lambie’s first style is typified by “Sun Rise (Meadow Lark)”
(p.14). These works are mounted posts, shaped to look
like the edge of door mouldings. Each piece in this series
has anywhere between one and seven such posts, painted
to fit the theme of the piece. Doors serve as both way and
wall, so to have four of these door-like pieces named with
themes associated with the outdoors, hints at a truth where
nature is only the gatekeeper. It is then doubly fitting that
these pieces should have a secondary bird based title.
While birds are often associated with freedom and hope,

문 시리즈와 함께 그는 또다른 형식의 작품들을 선보이는데, 이들
작품 명제는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의 순환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작품, ‘너의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아(I Love To See You Smile)’
에서는 이 시리즈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납땜을 통해 여러 색상의
선글라스 렌즈를 서로 연결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스테인드 글라스
기법과 같이 만들어졌다. 이들은 단순한 조형미 속에서 불규칙적인
모자이크와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 보다 가까이에서 관찰하면 재미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로 나는 이러한 오래된 기법이 현대 유리
제조법과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우리의 의식이 옛날
사람들에 비해 급격히 변화해 온 것은 맞지만 우리를 연결해주는
것은 보다 더 오래된 고대의 것이며 그 형태를 회복할 수 있는 탄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둘째로, 관객들은 렌즈를 알아볼 것이다. 멀리서 볼
때 그들은 그저 기본적인 색, 단순한 모자이크 정도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렌즈들 중 상당수는 주변 환경을 반사시키면서
공간을 완성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관객 또한 작품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작품은 뒷쪽을 향하고 있다. 렌즈들은 다양한 색상과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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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atekeeper theme might suggest more ancient Greek
comedy where the birds plan to block the supplications
of men to the gods, or in this case, keep us from the truth
beyond. On the other hand, perhaps you are tired of real
doors cluttering up your metaphors, tired of doors that
actually go somewhere conceptually. In that case, being
real fake doors, these pieces also work for you. Just like the
earthy smell of rain on soil, “Petrichor (Green Finch)” (p.15)
needs no deeper meaning beyond enjoying its simplicity.
Accompanying the doors is another series of work, whose
titles revolve around seeing and being seen. In “I Love To
See You Smile” (p.27), as with the rest of the series, we see
sunglass lenses of various colors connected with lead using
the same technique used in stained glass windows. In its
simplicity, this creates a random mosaic. Look closer and
some interesting things happen. First, I find it fascinating
that such an old technique is married with modern glass
manufacturing. Even though our perceptions have changed

↑
↗
Installation view, Totally wired,
Galleria Franco Noero, Piazza Carignano,
2 Torino,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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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고 우리가 주변 경관을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견이라는 것을,
우리를 보는 타자가 우리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한편 초현실주의의 경향이 보다 짙은 설치 작품, ‘나는 이상해(I Am –
Ah- Totally Wired)’는 변형, 발견된 오브제들을 소재로 만든 작품이다.
이 작품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벨트가 부착된 돌이며 다른
하나는 셔츠 소매이다. 이 셔츠의 소매에는 은 목걸이가 길게 달려
복도까지 연결되고 있다. ‘소행성 띠’, ‘민소매 옷을 입어’, ‘이상한 상태’,
그리고 ‘환각 상태’ 등 말장난은 쉽게 페이지를 장식한다. 질문들 또한
생겨난다. ‘왜 민소매 옷이 간혹 소매가 있는 옷 보다 더 비쌀까?’,
‘왜 마른 사람들이 체중에 대해 더 걱정하는가?’ 아마 진짜 이상한
사람들에게 이 작품은 보다 큰 의미로 다가올 것 같다.
네번째 시리즈는 천정에 바로크 풍의 회화 작품이 부착된 전시실에
설치되어 있다. 다양한 색상으로 채색된 사다리들이 마치 관객으로
하여금 천정을 보다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것인양
세워져 있다. 각 가로대 사이의 거울은 반사된 이미지만을 보여주고
있어 사다리의 실용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천국과 같이(Just
Like Heaven)’라는 작품은 마치 공포 영화, ‘야곱의 사다리’에서처럼
만져보지 않고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나 목적지를 알 수 있다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작품들이 우리의 꿈을 무너뜨리는
제스춰로 보여질 수도 있으나 이것을 현실로서가 아닌 우리의 길을
이해할 수 있는 낙관적 시각으로서의 렌즈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drastically from our ancestors, that which binds us together
is more ancient and resilient. Secondly, you will notice the
lenses. From afar off they appear as basic colors, a simple
mosaic. Look closer and you will see many of the lenses
reflect the surrounding room, making the room, and you,
a part of the work. The work appears to be looking back.
The lenses are various shapes and colors, reminding us of
our own biases when we look at the world around us, and
reminds us that others looking at us will not see us as we
see ourselves.
On the other hand, a more obviously surrealist installation,
the titular “I Am -Ah- Totally Wired” (p.16) plays with modified
found objects. It comes in two parts, a stone with a belt

attached, and a sleeve with a silver necklace chain strung
through it and around the hallway. Puns easily populate the
page with ‘asteroid belt’, ‘go sleeveless’, ‘being wired’, and
‘being stoned’. Questions also come to mind, like why do
sleeveless dresses often cost more than sleeved dresses?
Or why do people who weigh less worry more about their
weight? Perhaps this installation would mean more to
someone totally wired.
The fourth series of works is installed in a room that retains
baroque painting on the ceiling. Variously colored ladders
stand up on plinths as if they invite you to look at the room’s
ceiling in closer detail. This would be impractical as the
ladders are made almost useless by mirror pains installed
between each rung. “Just Like Heaven” (p.17) almost mocks
us with a Jacob’s ladder like insinuation of being able to see
your path and goal without being able to even touch them.
While this could be a critical deconstruction of pursuing your
dreams, a more optimistic view is to use these visions not as
the reality but as lenses to understand our path.
And perhaps this is what we can best get out of Lambie’s
work as a whole. They are lovingly absurdist and playfully
serious. It’s -uh- all about how you see see things, maaaaan.

아마도 이것이 작가 짐 램비의 작업을 하나의 전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선일 것이다. 그의 작품은 너무도 엉뚱한 매력과 흥미로운 진지함을
내포하고 있으며 결국 사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
→
I Am -Ah- Totally Wired,
Silver necklace chains 706cm,
Shirt sleeve 22.5×65.5 cm
Rock, metal, household gloss paint 24×37×35cm,
2018

→
Just Like Heaven,
Wooden ladders, Mirrors, Household matt, Gloss,
Fluorescent paint, Concrete plinth,
355×80×80c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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