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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 낭만적 상상력
의 만화주인공

김기철 | 소리보기, 그리
고 소리 그리기

Curator's Voice | 인간이
담긴 전시 드라마

orange zone | 영상제작
연구소

현태준의 이미지 월드

contents 2003.03 Curator's Voice | <사이코드라마展>

▲한진수 〈일 혹은 정의 또는 비움〉 혼합재료 1999

우리 6명의 예비기획자는 지난 1년간 성곡미술관의 인턴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미술관 운영의 시작과 끝을
경험할 수 있었다. 성곡미술관 인턴프로그램은 6개월의 행정업무를 마친 인턴들에게 전시기획의 기회를 제
공하기 때문에 타 미술관의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다. 특히 텍스트에 의존하여 전시 어시스턴트 위주로 일
해 왔던 인턴들에게 전시를 기획하는 일은 설렘이자 도전 그 자체였다.

첫 기획전시를 풀어내기 위해 우리에게 6개월이 주어졌지만, 전시가 처음인 우리에게는 그다지 긴 시간이
아니었다. 전시가 열리는 현 시점에도 6명의 인턴이 전시기획의 핵심이라 칭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과정은
역시 전시 소재를 찾아내는 일이다. 기획을 시작할 당시 이슈였던 월드컵의 열기를 실감하며 광화문의 문화
현상을 전시로 풀어내자는 의견도 있었으며, 미술관 자체의 공간을 해체해 보자는 과감한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사이코드라마’라는 다소 생소한 소재로 눈길을 돌린 것은 당시 각자가 느끼고 있던 갈등을
전시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자신있게 도전한 일이었지만 가끔은 와르르 무너지기도 했
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다’고 한 인턴후기에서처럼,
당시 우리는 무모할 정도로 전시에 대한 환상을 좇고 있었
는지 모른다. 월드컵 열기만큼이나 뜨거웠던 지난 여름 동
안 6명의 예비기획자는 수차례의 스터디와 회의를 통해서
도 풀리지 않는 뭔가에 직면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바로 사
이코드라마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었다. 주제가 생소한
데다 즉흥성과 현재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코드라마의 특
성상 전시장에 작품을 어떻게 설치해야 할지가 난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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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보 ・ 주명덕 ,
구본창,민병현展

김호득 ・ 이강우

김지혜 ・ 김남진

전수경 ・ 심재영

김남용 ・ 한국현대

미술신세대흐름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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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2002.05 exhibition Highlights May 2002 | review

한진수 〈1978년 유원지〉 혼합재료 2002 개
인과 대중의 관계를 꾸준히 모색해온 작가는

백색의 인간 픽토그램으로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최근 미술계의 화두는 단연 ‘소통’이다. 일상의 주변에 쌓이는

엄청난 정보의 양으로 인해 소화불량에 걸려 있는 처지를 생각

하면 확실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나노테크놀러지의 시대

에 많은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도 인간간의 소통이 점

점 어려운 일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시에 출품한 작가들은

구체적인 소통의 방식을 제시하기보다는 그것의 장해요인이 되

는 사회문화적 구조를 측정한다. 그들에게 ‘우리’라는 단어는

단순히 둘 이상의 복수 혹은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

은 소속감・유대감을 전제로 하며, 지식뿐 아니라 경험과 감수

성, 정신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천국’은 ‘우리 사

이(안)’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진정한 공감대와 소통이 이루

어졌을 때 도달하는 상태다.

권기수의 작품에서 현대인의 삶의 터전인 텅 빈 도시 공간은 고

독과 소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벽면은 검은 실루엣으로

처리된 거대한 인물들에 의해 점령되며, 유령과 같은 인간 군상

들은 서로 보거나 들으려 하지 않은 채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도시에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파괴와 재

건은 도시 하층계급의 생과 직결된 절박한 문제로, 김기수의 왕십리 폐가옥 철거현장의 퍼포먼스 비디오와 설

치작품, 고승욱의 금호동 도시빈민의 강제 이주라는 도시 재개발 역사를 기록한 사진에서 볼 수 있다. 박형근의

제주도 관광지 사진은 국제적인 관광지로의 도약이라는 구호에 가려진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컨텍스트와, 물

질만능 풍조로 인한 윤리적・도덕적 가치의 타락을 상기시킨다. 조은희의 영수증으로 만든 건축물, 실제로 공

중 목욕탕을 경영하는 손성진의 목욕탕과 관련된 이미지, 장지희의 높이 뛰어오르는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 경

쟁사회에서의 생존방식에 대해 고민하는 (로댕이 아니라) 조해준의 〈생각하는 사람〉도 돈과 욕망, 성공과 출

세라는 자본주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을 풍자한다.

타인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타인이 자신과‘다름’, 즉 타자성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미혜의 쌍을 이루는 이

미지들에서 이원적인 개념이나 상반된 원리는 기본적으로 분리될 수 없으며, 상호 공존하며 관계를 맺을 때 의

미가 있다. 차이를 다양성으로 인식하는 것은, 고정관념이나 닫힌 사고를 거부하고 자아와 세계에 대한 관계를

끊임없이 상대화하는 것이다. 김옥선의 사진은 법적 불평등을 겪으면서 타문화에 배타적인 한국사회에 살고 있

는 한국여성과 외국남성의 국제결혼 커플을 대상으로 한다. 그들은 김기라의 비디오 작업에 나오는 장애인들,
훌라후프 돌리는 다운증후군 처녀와 성가를 부르는 조로증(早老症)에 걸린 여인과 같이 낯설고 다르며 평균적

이지 않다는 이유로 편견의 대상이 된다. 그들을 자아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자기동일화하지 않고, 존재 그 자체

로 인정하는 것은 소통의 시작이 된다.

디지털 작업을 통해 일차적인 소통 수단인 언어와 문자에 대한 허구성을 다룬 정성윤, 같은 크기와 형태의 백색

인간 픽토그램으로 가득 찬 설치작업을 한 한진수, 상품박스에 붙이는 간단한 기호로 된 스티커 작업을 보여 주

는 윤아진은 인간의 개성과 존엄성이 상실되고 기계화・획일화된 사회구조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소통 메커니

즘의 한계, 비인간화의 문제를 제기한다. 양혜규의 약간 경사진 바닥면에 쌓아올린 플라스틱 상자는 무심하게

지나치는 일상적인 거리풍경의 재현이다. 매우 단순한 구성이나 그 상태는 힘, 기울기, 높이의 상호작용 , 즉 관

계에 전적으로 좌우되며 요소들간의 균형 잡기가 깨지는 순간, 조형물은 쓰러진다. 이렇듯, 자아와 타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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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월드 ・ 이석주 ・
양대원 ・ 상어, 비행기를
물다 ・ 한진수 ・ 김현숙 ・
도요지 발굴 성과 20년 ・
원석연 ・ 정은정 ・ 한은선
・
박용남 ・ 김창희 ・ 정미조
・
신성희와 Shin's ・ 박소현
이주원

contents 2001. 11 Exhibition Highlights November 2001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대중은 생활, 조금 거창
하게 말하자면 문명의 지배자가 아니었다. 프랑스
의 의학심리학자 구스타브 르 봉은 그의 저서
《군중의 심리》에서 개인(들)이 모인 집단, 즉 군
중이 갖는 심리적 특성을 익명성・무책임성・전
염성・피암시성으로 정의한 바 있다. 굳이 어렵게
책장을 들추지 않더라도 '우리는 함께 있을 때 두
렵지 않다'는 영화 <친구>의 카피처럼 몇 명만 모
이더라도 자신의 힘을 과신하며, 무리 속에 철저
히 묻히는 '익명성'을 즐기는 인간의 특성을 발견
하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실 '혼자 있
고 싶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을 수 있는 것도
이미 지구를 가득 뒤덮은 대중과 사회의 존재에
대한 이기적 믿음에서 생겨났을 것이다.

한진수의 <공중>은 이처럼 지극히 본능적이고 비
과학적인 맹종으로 '모인' 대중 속에서 상실된 자
아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백색 픽토그램으로 이

루어진 인간상(像)을 통해 표현한다. 흰색 벽 위에 가득한 하얀 인간상으로 뒤덮인 공간은 관객에게 낯선 '상
황'을 유발한다. 그러나 전시장을 얼마 지나지 않아 관객은 백색 인간상을 하나씩 끼워넣은 작가의 손짓이 무
엇을 원하는지, 즉 자신의 속살로 육박해 오는 '개인과 대중'이 주는 사회학적 의미를 알아차리고 만다. 덧붙
여 모터로 움직이는 또 다른 작품 <기계자궁>에서 얼마든지 뽑아 낼 것만 같은 건조한 백색 인간상이 가득한
전시장은 유독 넓어 보이며, 관객은 자신의 의미가 대중이라는 군집 속에서 얼마나 왜소한지를 새삼 확인하
게 된다. 결국 대중(의 개념)은 실재하는 것이 아닌 인간 상상의 구현체일 뿐이라는 작가의 의도에 고개를 끄
덕이고 마는 것이다.

물론 그가 내건 주제는 지극히 평범하다. 개인과 사회는 이미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숱하게 정의되고, 정제되
고 세련된 어휘로 구술된 영원한 화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작업은 사회학적인 대중의 의미
를 보여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대중에 대한 예술적 감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게다가
그의 백색 인간상은 보는 이에게 어떠한 교감을 요구하지도, 포섭하지도 않는 무심함을 통해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 주기를 원하나 때론 한없이 묻히길 갈구하는 인간의 양면성까지 짚어 내고 있다.

윤동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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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검색

전시초점

나라 요시토모展

화제의 전시

대영 박물관 한국展

전시리뷰

March 2005

제3회 여성미술제 스케이프 코

드 한애규 최울가 임국 금중

기 한진수 남궁문 이영기 신

수정 김주혜 허윤희 홍정희

박영숙 최욱경 홍성도 이상

현

contents 2005.7. review |한진수展

한진수 개인전 〈퍼블릭 가든전〉은 ‘가든’답게 꽃과 벌 그리고 풍선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그 정원

의 꽃들은 울긋불긋한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검은색으로 일관되어 있었으며, 작은 금속판의 꽃들은 목이

부러져 있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벌의 수만큼이나 많은 하얀 공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는데 작가는 이 하얀

공이 벌의 머리를 상징한다고 하였다. 처음에 예쁘게 보였던 그의 작업은 금세 잔혹한 장면으로 바뀐다. 

‘퍼블릭 가든’은 한진수의 어린 시절 기억에서

꺼내놓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벌집주변

에 머리가 떨어진 채 죽어있는 벌들에 대한 기

억은 머리가 땅에 떨어진 벌떼를 만들었다. 간
척지 개척으로 성공을 이루어낸 네덜란드의

상징으로 교과서에 자주 등장했던 튤립과 놀

이동산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풍선도 등장한

다. 그러나 그렇게 아름다운 색채를 자랑하던

튤립과 놀이동산에 가득하던 형형색색의 풍

선들은 그 찬란한 총 천연의 색을 벗고 무채색

이 된다. 

이 때 즉각적으로 한진수가 즐겨 사용하던 백

색인간 픽토그램이 떠오르게 되는데 이 백색

인간 픽토그램은 개성이 말살된 익명의 ‘공
중(the Public)’을 상징한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이번 전시에 등장하는 무채색의 동일하고 단순한 형태들

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지점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기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개인전에서 한진수는 전시장 벽면에 빼곡하게 자신의 이름을 쓰는 작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

재에 대한 질문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전 ‘공중(the Public)’에서는 백색의 인간 픽토그램으로 전시장

을 가득 채움으로써 주체가 상실된 ‘공중’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인식했다면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자신의 어

린 시절의 기억을 통해 그가 살고 있는 사회의 풍경을 표현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그러니까 진실을 가리고

왜곡한 채 우리의 눈을 즐겁게 만드는 이미지들은 어린아이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뿐만이 아니라 바로 지

금 우리 눈앞에도 펼쳐져 있다. 이렇게 한진수의 단순화되고 동일한 형태들이 반복되면서 전시장 공간 전

체를 점유하여 만들어내는 스펙터클은 온갖 광고판과 쇼윈도 극장과 전시장 등 강렬하게 시각을 자극하는

인공적인 풍경의 스펙터클 속에서 획일화 동일화되는 현상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강성은・인사미술공간

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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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전시

제임스 터렐전

사진의 힘전

전시초점

대구사진비엔날레 2008 

전시와테마

미술정기간행물 1921~2008전

간송미술관 서화대전

전시리뷰

동대문운동장展 세계 속의

한국현대미술2-파리展

오수환展 심문섭展 전영근展

박혜수展 방명주展

이정민展 이헌정展 이명호展

한진수展 정연두展

전시프리뷰

contents 2008.12. exhibition review | 한진수展

한진수 〈바닐라 스퀘어〉 2008(부분)

전시장 안에는 바닐라 향이 진동하고 바닥에는 연두색의 인조잔디가 깔려있다. 무릎에 약간 못 미치는 높

이에 15미터 너비로 만들어진 바닐라 광장은 회색 시멘트로 덮여있고, 측면에는 광장의 지지대 격인 각목

의 거친 면이 가려지지 않은 채 보인다. 위에는 흰색과 검은색이 앞뒤로 움직이는 깃털막대로 인해서 섞이

고 있으며, 깃털을 움직이는 다량의 모터는 낡은 쇳소리를 내면서 돌고 있다. 그리고 광장의 앞쪽과 뒤쪽

에는 죽은 비둘기 형태로 만들어진 머리와 발이 분해된 채로 놓여있고, 거기서부터 복잡하게 엉켜있는 전

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바닐라 향, 점점 잿빛이 되어가는 색, 그리고 로테크의 모터나 전선들로 표

현된 〈Vanilla square〉는 그렇게 죽은 비둘기를 기념하는 연극무대처럼 보인다. 눈은 퀭하고, 발은 경직

돼있는 모습 그대로다. 그 사이를 채우고 있는 질퍽한 흰색은 기계의 생산적인 힘에 의해서 바닥에 묻어있

는 검정에 섞이면서 죽음을 점점 더 강하게 드러내고, 모터의 찍찍거리는 소리는 꽤나 날카로워서 마치 죽

은 자의 영혼을 갈아먹는 귀신들의 소리처럼 들린다. 바닐라 광장의 한편에는, 피부가 없는 기계비둘기들

이 모터의 순환에 맞춰서 반복적으로 바닥을 쪼고 있다. 그들은 바로 옆에 처참한 죽음을 상징하면서 분해

되어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목격하고서도 어떤 감정적인 반응조차 보이지 않는다. 죽음에 대한 무관심 덕

분에 그 갈아먹는 소름 끼치는 소리에도 어떤 불쾌함이나 두려움도 없을 것이다. 

작가는 비둘기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비둘기에 대한 어떠한 연민도 없다. 그렇

다면 애도의 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주변에 있는 움직이는 비둘기조차 아무런 관심도 없이 단지 자신의 움

직임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을 정도로 전반적인 분위기는 냉소적이다. 또한, 은유나 상징도 없다. 비둘기

를 통해 죽음을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죽음을 통해 비둘기를 표현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비둘기가 눈앞에

죽어있을 뿐이다. 작가의 관심은 연민도 아니고 은유도 아닌, 기억에 있는 것 같다. 기억의 불명확함을 상

징하듯이 작가의 유년기 기억은 거리에 죽어있는 비둘기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섞고, 괘종시계와 살아

있는 비둘기를 섞는다. 무대 위에서는 바닐라향의 달콤함이 바닥의 지저분함과 섞이고, 기계음의 불쾌함

이 움직이는 비둘기가 갖는 경쾌함과 섞인다. 그리고 바닐라 향과 반복적인 기계음은 우리를 스스로의 유

년기의 기억에 섞고 있었다. 박순영・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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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와 테마

중국현대미술 특별展

우울한 블랙홀, 그 자장속으로

좌담｜중국미술의 현주소와 ..

전시리뷰

December 2005

City_net Asia 김영재 김혜련

이열 박석원 백순실 한진만

박찬경 야요이 쿠사마 박병춘

김황록 한지선 송명진 프로

망제 이용석 전범주 배종헌

이정화 황순일

contents 2005.12. review| City_net Asia展

젊은 미술을 활발히 선도하는 서울시립미술관은 2003년에 이어 올해 제2회 〈시티 _넷 아시아(City_net
Asia)전〉을 열었다. 아시아가 21세기 문화예술의 첨단 생산기점으로 주목받는 시점에 한국(서울시립미

술관)과 일본(오사카 국립국제미술관), 중국(상하이 두어룬 현대미술관)과 타이완(MOCA 타이페이) 4개

도시의 문화예술 이슈를 교차시키는 네트워크 현장이다. 

이들의 도시적 사회문화 이슈에 참여하면서 관객들은 소통뿐만 아니라 민감한 차이를 경험했을 것이다.
지면상 작가들을 모두 돌아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지만 각국의 이슈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몇몇 작품을

통해 이 네트워킹이 드러내려는 지점을 공유해 보자. 

상하이 상하이의 큐레이터 구첸칭(顧振淸)은 “현재를 평가한다는 것은 미래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과거에 공산주의 구현을 위대한 이상으로 삼았던 중국 대륙에서도 상하이는 최근 경이로운 삶의

변화를 경험했다. 그러나 글로벌 도시화의 실현과 동시에 대다수 중국인은 이념과 문화 충돌의 엄청난 중

압감 속에서 살고 있다. 참여 작가들은 그러한 현상을 ‘이원적 미래’라는 주제로 표현했다. 지앙 지는 유방

암 수술로 양쪽 가슴을 도려낸 채 발레 포즈를 취하고 있는 여인과 게이 무용수의 인공 유방을 대비시킴으

로써 여성성과 트랜스젠더의 문제를 제시한다. 한편 송 타오(宋濤)는 다큐멘터리 필름에서 일상의 잡다한

수다들과 순간의 싸늘한 침묵을 대비시켜 현대의 젊은 중국인들이 품고 있는 불연속성과 미래의 불확실

성을 말한다. 이렇듯 아슬아슬한 문화 문명적 정체성을 신중하게 경고하는 것은 “계란 쌓기는 결국 위험

하게 끝난다”는 중국 속담을 떠올리게 하는 웬 페이윤(翁培竣)의 계란으로 만든 도시 모형 작업이다. 

오사카 이페머러(Ephemera)는 하루살이처럼 아주 단명한 것, 퀄리아(Qualia)는 물리적 용어로는 말할 수

없는 주관적 ‘감각질’이다. 즉 오사카는 하루살이처럼 짧은 생명의 순간 속에서 물리적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미세한 감각질의 문제를 제시한다. 구니타니 다카시(國谷隆志)는 유리관 큐브에 매 순간 호흡을

불어넣어 보이지 않는 숨결을 여러 가시적 형태로 탄생시키고, “침묵은 말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고 말하

는 이케다 게이코(池田啓子)는 형형하게 빛나는 형광화면이 전시장의 불이 꺼지는 동시에 침묵 속으로 사

라지게 했다. 한편 미야나가 아이코(宮永愛子)는 박스 속에서 주인들의 정보를 적은 꼬리표를 단 채 놓여

있는 나프탈렌 신발들이 매 순간 천천히 기화되어 사라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덧없음을 드러낸다. “우
리는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고갱의 유명한 말을 인용한 오사카의

큐레이터 나카이 야스유키(中井康之)는 짧은 하이쿠(俳句) 시로 무한한 우주를 내포하는 일본 문화 속에

서 이페머러(Ephemera)의 퀄리아(Qualia)로 삶을 바라보는 것일까. 

타이페이 타이완의 중국 편입 문제와 같은 급박한 정치적 현실에서 타이완이 내놓은 주제는 ‘느림 예찬’이
다. 타이페이의 큐레이터 시에 수첸(謝素貞)은 현대미술에서 이제 진부한 관심사가 되어 버린 ‘느림’이 단

순히 물리적 속도의 문제가 아니며 정신없이 빠르게 돌아가는 세계에 역설적으로 던지는 ‘사고(思考)의
느림’임을 말한다. 동시대미술과 대중문화에 휩쓸려 가지 않는 ‘느린’ 타이페이 작가들로 자신들을 돌아보

는 것이다. 손으로 만든 인형들을 설치하여 손으로 돌리게 되어 있는 창 젱화(張耿華)의 작품에서부터 전

시의 최고령 작가(1926년 생)로 회화에서 시를 읊는 예 시치앙(葉世强)의 고전성, 느리게 부풀었다가 되

돌아가는 벽면을 보여주는 타오 야룬(陶亞倫)에 이르기까지 ‘느림’은 계속된다. 

서울 아이콘(Icon)은 역사의 각 시대마다 상징성을 갖는다. 아시아의 대도시 서울의 젊음을 말해 주는 아

이콘은 무엇인가? 큐레이터 이은주는 그것을 실체가 없는 팬텀(Phantom)으로 본다. 세계 미술시장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두드러지는 것 같지만 사실상 뿌리 없이 공허한 우리의 팬텀 현상에 주목한 것이며 작가

들은 문화적 아이콘으로 젊음의 방황과 고민을 통한 정체성 문제를 내놓고 있다. 한진수는 〈공중(The
Public)〉에서 획일화한 수많은 로봇 인간 형상을 정렬시키고, 김윤호는 〈지루한 풍경〉에서 OOO아가

씨를 선발하는 ‘속이 뻔한’ 특산물 축제 광경들을 찍어 현상 안팎의 괴리를 보여준다. 한편 이한수는 하이

브리드(Hybrid) 잡종성으로 동서양의 문화충돌 속에서 돌연변이가 되어 버린 아이콘으로 우리 자신을 말

하며, 박준범은 미다스(Midas)의 손으로 고층 건물을 짓고 간판들을 붙이며 서울의 끔찍한(?) 간판문화의

허상을 아이콘화한다. 조선시대 안견의 〈몽유도원도〉의 아우라는 사라진 채 컴퓨터 픽셀(pixel)들로 전

환된 이중근의 작품을 밟으면서, 휴지통과 커피 잔에 빠진 최수앙의 인간 형상들을 보고 묻는다. 우리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시티 넷 아시아 현재와 미래의 기로에 서 있는 젊음으로(상하이), 끝도 없이 확장되는 우주에 대한 인식

속에서 미립자만큼이나 작은 존재들의 감각질을 느끼고(오사카), 초고속 문명시대에 역설적으로 느림을

예찬하며(타이페이), 공허한 현대의 아이콘을 직시한다(서울). 아시아의 4개 도시가 미술의 네트워크를





Sculptur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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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work Created During Residency

Artwork Created Prior to Residency

Jinsu Han

September-October 2009

About the Artist
Jinsu Han is a multimedia artist from Seoul, Korea. He received his BFA and MFA
from Hongik Univesity, Seoul, Korea and also earned his another MFA in sculpture
and A Edward L. Ryerson Fellowship at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in 2007. Exploring poetic potentialities of routine days, Jinsu Han’s practices give
the space a meditative narrative about memories involved with educations and
cultures. He exhibited his works at numberous galleries and museums in Korea
incloud six solo shows, and selected for the memorial outdoor sculpture in The
2005 World Exposition, Aichi, Japan. He recently attended the artist-in-residency
of triangle Art Association, NY i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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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cy Open Studios 2009
APRIL 15,  2009

in EVENTS , RESIDENCY

TRIANGLE OPEN STUDIOS

Took place on Saturday and Sunday, April 4th and 5th, 2009, 2-7pm.

Triangle Arts Association was pleased to present our 2009 artists in residence:
Jinsu Han, Ralf Ziervogel, and Florian and Michael Quisterbert. Residents are a
rigorously selected group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artists who come
together to stimulate, challenge and nourish their art. In this atmosphere,
artists find the courage to question old habits, explore new possibilities and
grow in their practice.

Jinsu Han

Jinsu Han’s most recent site-conditioned installations build up scenes of a
natural phenomenon created by childish materials and the countless actions of
simple machines. Because the processes are gradual and sensitive to the
environment and its effects such as gravity, humidity and air current, the results
are not only inevitable, but also accidental. They are in between certainness
and uncertainness, and they grow and adapt to their own place and time
coincidently. Through this, Han is dealing with the meditations in our lives and
providing generous and fundamental metaphors for our commonness.

Triangle Arts Association is a not-for-profit arts organization
whose mission is to support emerging and mid-career international
and national visual artists, encouraging dialogue and experimentation
through workshops, residencies and exhibition opportunities.

F I N D  U S  O N L I N E

F E A T U R E D  P O S T S

Maggie Madden (‘08), “Fading
not Ending”, Roscommon Art
Centre

Francine Tint (‘86), Hampton’s
Art Fair, Tria Gallery

Ann Gollifer (‘08), “What am I
doing here? Ke dirang ha?”,
Bicha Gallery & Shop

Kai Schiemenz, “The Knot”

‘Lush Life’, An Exhibition in Nine
Chapters

R E C E N T  C O M M E N T S

misa kouassi on 2010 Thupelo
Workshop – “INTERVENTIONS”

Heejung Cho on Heejung Cho
(‘06), “Colored Glasses”, The Da
Gallery

March 29, 2010: Emerging
Artists at New York’s Newest
Gallery « Decor Arts Now on
Heejung Cho (‘06), “Colored
Glasses”, The Da Gallery

Pauline Roony Yeargans on
Heejung Cho (‘06), “Colored
Glasses”, The Da Gallery

Fall 2010 Workshop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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