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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years after I first joined ACCESS as a reporter, I am 
now writing this letter as the Editor-in-Chief. Although I 
desired this position, I was quite flustered when I had to 
manage the entire magazine production process remotely 
due to COVID-19. The procedure itself was indeed a 
venture; we strived to find ways to achieve an improved 
quality of articles through numerous emails and Zoom 
meetings within ACCESS and with the interviewees.

Despite all those physical limitations, ACCESS has 
attempted more changes than ever this year. The most 
conspicuous one would be our decision to include Korean 
in all of our articles. Bearing the risk of investing more 
time and effort in the writing and design of the magazine, 
we readily made this decision to cater to our Korean 
readers who have difficulty comprehending our articles 
in English. We have also launched a new Cultural Trends 
& Inspiration section of the magazine, where free forms 
of texts and visual resources are included. Here, not only 
do we provide our critiques of socio-economic issues in 
South Korea, but we also included Artist’s Pick section to 
introduce the interviewees’ artistic tastes and inspirations. 

We chose the theme with a distinct intention in this time 
of change for the magazine, and there were new challenges 
not merely in the artists’ works but also in the process 
and outcome of our magazine production. I hope our 
message touches all of our readers until the very last page.

처음 리포터로 ACCESS에 합류한 지 햇수로 3년이 지난 지금, 

편집장으로 이 글을 쓰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언젠가 이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잡지 제작 전 과정을 비대면 방식으로 관리하게 

되면서 당황스러운 적도 많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모든 과정 

그 자체가 모험이었습니다. 이전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기사를 

수록하기 위해서 잡지 멤버들, 인터뷰이들과 무수히 많은 

이메일을 주고받아야 했고 Zoom 미팅이라는 낯선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물리적 어려움 속에서도, ACCESS는 올해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모든 기사에 

수록된 한국어 기사일 것입니다. 저희는 영어로 된 기사를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 독자들까지 만족시키기 위해 기사 작성과 디자인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부담을 무릅쓰고 도전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Cultural Trends & Inspiration

이라는 코너를 신설, 자유로운 형태의 기사와 시각 콘텐츠를 수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저희만의 관점을 제공함과 더불어 인터뷰이들의 예술적 

취향과 영감을 소개하는 Artist’s Pick 섹션을 기획했습니다.

 

잡지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시점에 명백한 의도를 갖고 

이번 호의 주제를 선택했고, 결과적으로 예술 작품뿐 아니라 

ACCESS의 제작 과정과 최종 결과물에서도 새로운 도전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메시지가 맨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독자 여러분께 닿기를 바랍니다.

EDITOR’S LETTER

Best Regards,

Hyun Da 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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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TURE

What keeps art moving, even during radical 
societal changes? We pondered the quintessential 

value of sustainability in art and culture, concluding 
that it is the spirit of challenge from artists who mull 

over and struggle to present genuine and original ideas 
in the existing market. With 13 interviewees sharing 
stories of their artwork and their lives, this issue of 

ACCESS will entertain you with artists who 
venture as they carve out their own paths.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급진적인 사회 변화 속에서도 예술이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은 무엇인가? 저희는 예술과 문화 속 지속가능성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고, 결국 “기존의 시장에서 

독창적인 결과물을 제시하기 위해 고심하는 예술가들의 도전정신” 

이라는 저희만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13명의 인터뷰이들이 자신만의 

예술작품과 삶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가운데, 이번 ACCESS 호는 

이렇게 자신의 길을 개척하면서 모험을 하는 예술가들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  A C C E S S  -

AROUND THE CULTURE
HYUN DA YU
SOO HYUN HWANG 
YURI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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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UND THE CULTURE AROUND THE CULTURE

b y .  H Y U N  D A  Y U

We definitely cannot explain this year, 2020, without 
COVID-19. The “no contact” lifestyle that the pandemic 
has brought rapidly settled in our society. Everyone 
had to face unexampled situations in their homes and 
workplaces, confronting instances in which conventional 
methods no longer resolved their problems. While some 
barely adjusted to the new norms and tools, others reacted 
with quick wit, even recognizing it as an opportunity to 
subvert the status quo. 

Just like people with that agile attitude in this no-contact 
society, this issue of ACCESS focuses on artists, events, 
and places that utilize the existent system as a stepping 
stone for change. This is what we adduce as the meaning 
of “venture” in sustaining our art and culture. To venture 
is not just to bring something completely out of nowhere 
but to bring it out based on what we currently hold as a 
record of our society’s past and the present. 

Fecund opinions from our interviewees helped us 
delve deeply into this idea of venture, even expanding 
it into various fields within art and culture. We have 
artist Hyunjung Kim drawing traditional Korean art of 
modern society, and the Italian brand ID.EIGHT creating 
sustainable fashion items from food waste such as apple 
skins. Pop culture is not an exception here, with the 
successful commencement of “CONNECT, BTS,” or the 
project in which BTS collaborated with contemporary 
artists whose artworks correspond to the artistic values 
that BTS pursues. We also received inspiration from 
regional areas such as the Gyeongju Namsan Mountain, 
where traditional temples coexist with modern streets 
and city life. Such a wide range of interviewees all share 
the idea of venturing to bring insights to people. With 
the new issue of ACCESS, we hope that you find your 
definition of venture and sustainability by the end of the 
magazine.

“Venture, the Agility of Societal Changes”

“To venture is not just to bring something completely out of nowhere, 
but to bring it out based on what we currently hold as a record of our society’s past and the present.”

코로나19를 빼놓고 2020년 한 해를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전염병의 유행이 몰고 온 ‘비접촉식’ 생활양식이 우리 사회에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가정과 직장에서 

전례 없는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었고, 전통적인 방법들이 새로 

생겨난 문제 앞에 무력해지는 순간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시대의 

변화로 새롭게 생겨난 규범과 도구들에 간신히 적응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회적 변화에 재빠르게 대응하고 심지어 그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인식한 사람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이번 ACCESS 호에서는 비접촉 사회에서 순발력 있는 태도로 

대응하는 사람들처럼, 현존 시스템을 변화의 디딤돌로 활용하는 

아티스트, 이벤트, 장소 등에 주목했습니다. 이들을 통해 저희가 

생각하는 한국의 예술과 문화 속 “Venture”의 의미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Venture는 아무런 근본 없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시도를 

망라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들과의 다양한 의견 교류를 통해, 저희는 이 Venture

에 대한 저희만의 해석을 예술과 문화 내 다양한 분야로 

확장시켰습니다. 김현정 작가는 현대의 모습을 동양화로 그리고, 

이동선 디자이너의 ID.EIGHT은 사과 껍질 등 음식물 쓰레기로 

지속 가능한 패션 아이템을 만듭니다. 대중문화도 예외는 

아닙니다. BTS가 자신들이 추구하는 예술적 가치에 부합하는 

예술작품으로 현대 아티스트들과 협업한 ‘CONNECT, BTS’ 등의 

사례도 존재합니다.  심지어 사람이 아닌 대상에게도 Venture

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주 남산 지역이 현대화의 흐름에 맞춰 

전통사찰과 현대적인 거리 문화가 공존하도록 새로운 모험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종류를 불문하고, 저희 ACCESS가 찾은 

인터뷰이들은 모두 사람들에게 통찰력을 가져다주기 위한 새로운 

시도와 모험에 대한 생각을 공유합니다. ACCESS 이번 호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때에는 Venture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독자 

여러분만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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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UND THE CULTURE

b y .  S O O  H Y U N  H W A N G  &  H Y U N  D A  Y U

“Our New Normal”

“This post-corona reality may be our new normal for a long time to come, 
but that doesn’t mean we can’t take it head on with everything we have.”

AROUND THE CULTURE

At the start of the year, I made an offhand comment about 
2020 to some friends: “It can’t be worse than 2019, right? 
It has to be better, it’s a new decade; we’re getting a fresh 
start”. The beginning of 2020 was marked by a global 
pandemic that is, to this date, an ongoing reality. As a 
community, the world has not seen anything like this, 
perhaps since the last century, or even at all. No country 
has been completely safe from COVID-19, and while we 
are fortunately seeing great improvements as life slowly 
begins to return to a pre-pandemic place, COVID-19 is 
not entirely gone. Together we saw our lives transform, 
daily routines disrupted, fear and anxiety take the place 
of optimism and hope. But we did not falter, and we did 
not break. In self-quarantining, we discovered fulfilling 
new ways to spend time alone and with loved ones; by 
adopting masks, we rediscovered our connections with 
the people around us and a shared sense of responsibility; 
in confronting this sickness we discovered our power. 

In this issue of ACCESS we examined what it means to 
stay sustainable in this new reality. With Kathleen Kye 
and her brand’s new collection, we saw a willingness to 
engage youth and answer difficult questions. At Gyeongju 
Namsan, we realized how precious our past is, and how 
we might connect with tradition and culture. Looking 
back at Parasite’s 2020 Oscar win, we saw a glimmer 
of hope for the Korean film industry and a Hollywood 
that slowly but surely is beginning to acknowledge the 
talent and passion that foreign creators deserve. ACCESS 
7-2 looks at the past and the present, looks towards 
the future, and examines the responsibility we have in 
forging connections, standing up for others, and tending 
to our neighbors. 

More than anything, we took time to reevaluate and 
regroup ourselves. With COVID-19, we felt more 
isolated and alone than ever, but at the same time we saw 
the incredible strength and compassion of advocates, 
healthcare workers, and the courage and resilience of 
everyday people as they adjust to hardship but push 
forward nonetheless. This post-corona reality may be 
our new normal for a long time to come, but that doesn’t 
mean we can’t take it head on with everything we have. 

연초 친구들에게 2020년에 대해 “2019년보다 더 나쁠 수는 없지? 

더 나아져야 한다. 새로운 10년이다.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2020년은 전염병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막을 열었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공동체로서 

세계는 지난 세기 이후, 어쩌면 그보다 더 앞선 시대 이후로 한 

번도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 어떤 나라도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사회가 팬데믹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려는 노력과 발전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변화하고, 일상이 흐트러지고, 두려움과 불안이 낙관과 희망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깨지지도 않았습니다. 자가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혼자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족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발견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과 공동의 책임감을 재발견했고 이 질병에 맞서는 ‘우리’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호 ACCESS에서는 이 새로운 현실에서 지속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고찰했습니다. 계한희 

디자이너와 브랜드 KYE의 새로운 컬렉션을 통해 우리는 젊은 

세대의 정서를 대변하고 그들과 기꺼이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았습니다. 경주 남산에서의 경험을 통해서는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소중한지, 전통과 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기생충’의 2020년 오스카 수상을 돌아보면서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외국 창작자들의 재능과 열정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발견했고 한국 영화산업과 할리우드에 대한 작은 희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ACCESS 7-2호는 과거와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을 응원하며 이웃을 

돌보는 우리의 책임, 그 무게를 새롭게 느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시간을 들여 자신을 재평가하고 재정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고립되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지만, 

동시에 응원을 아끼지 않는 주변 사람들, 의료계 종사자들의 

놀라운 힘 그리고 어려움에 적응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용기와 회복력을 발견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현실이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뉴 노멀”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 우리가 

얻은 것들을 지키면서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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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UND THE CULTURE

b y .  Y U R I  K I M

“There’s no Planet B ”

“…we can hardly refute the idea that our presence and activity has exhausted this planet.”

AROUND THE CULTURE

It is unusual to witness one single issue that is covered 
globally and consistently for months. Regardless of field, 
no media outlet or magazine failed to cover the issue of 
COVID-19. I doubt whether it is necessary for ACCESS 
Magazine to do so, but it is inevitable to face this issue, 
because none has ever changed our lives as it has. Some 
said this pandemic situation would return, although it 
seems to have been extinguished for a while, and even 
this was the consequence of us maltreating nature. While 
humans stopped production activity due to lockdown, 
waste generation and CO2 have been significantly 
decreased. The silhouettes of the skyscrapers in cities, 
previously clouded over by heavy smog, are finallly 
visible. We can hardly refute the idea that our presence 
and activity have exhausted this planet. Therefore, we are 
preparing to confront the age of post-corona in our own 
situation, and with our own perspective.

In this volume, we can witness how this pandemic 
has changed ways of enjoying art and culture. As the 
word ‘untact’, which means without contact, became a 
trend recently, the fashion brand ID.EIGHT endeavors 
to establish an online brand identity using eco-
friendly packaging and shipping methods. Through 
an in-depth report on Namsan at Gyeongju, ACCESS 
Magazine will seek means of coexistence, considering 
sustainable tourism that every generation can enjoy. 
DRAWING WORKS, an architectural studio evoking the 
environment, shares ideas of sustainable architecture and 
urban culture.

The crisis of the Earth results in generational inequality. 
The first recognition of climate change occurred about 
30 years ago, and continued at express speed. We all are 
responsible for the activism of young student like Greta 
Thunberg. We need more action, even if miniscule.

전 세계에서 하나의 바이러스가 이토록 오래 이슈가 된 적이 

있었던가요? 어떤 분야든 간에, 지난 몇 달 동안 미증유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다루지 않은 매체가 없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ACCESS에서까지 이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2020년을 이 사태를 빼놓고 설명할 수는 없기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누군가는 이 바이러스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다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며 이 사태는 우리가 지구를 

함부로 대한 것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유럽과 미국의 봉쇄 

기간 동안 쾌청해진 대기와 줄어든 폐기물 배출량을 보면 그것이 

완전히 틀린 주장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활동이 지구를 고갈시키고 있었으며 해악을 입히고 있었다는 주장 

앞에서는 괜히 씁쓸해집니다. 개인의 해석이 어찌 되었든,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각자 준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 팬데믹이 우리가 예술을 향유하는 방식에 

가져온 변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비대면이 트렌드가 된 지금 시대에 패션 브랜드 ID.EIGHT

는 친환경 포장재, 운송 방식 등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브랜드로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주 남산에 대한 리포터의 깊은 

고찰을 통해서는 지속가능한 관광 산업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자 

하였으며 드로잉웍스와의 인터뷰는 지속가능한 건축과 도시 

문화에 대한 성찰을 제공합니다. 

누군가 지구의 위기는 세대 간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말했던가요. 

30년 전 처음으로 인식된 기후 변화의 위기는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바로 지금, 우리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를 학교 밖으로 뛰쳐나오게 만든 것은 여태껏 

지구를 착취해온 우리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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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JUNG KIM
KATHLEEN KYE
JIWON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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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ter
www.kimhyunjung.kr

2012 Graduated B.A in Oriental Paint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2014 [The 2nd SINGAPORE BANK ART FAIR 2014], Singapore, Singapore
2015 Graduate M.A in Oriental Paint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2016 [Pop-up], Time Square, New York, USA
2017 Forbes 30 under 30 in Asia
2018 [Woori card lauched new card] Gana Insa Art gallery, Seoul, Korea
2019 Ph.D course in Oriental Paint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Awarded for 2019 Creative Innovation Awards in Korea, Korea Press Association, and Allied Press HQ
         [The 8th Beijing Biennale_Korean Special Warfare] Beijing National Museum of Art, Beijing, China 
         [Ecole Seoul & Paris] Galerie 89, Paris, France

Hyunjung Kim

“Young Female Artist
 Who Regards her Artworks as her Children”

HYUNJUNG 
KIM

“Nothing ventured, nothing gained” is a perfect saying for 
a young Korean artist, Hyunjung Kim. She is well known 
for her whimsical paintings in traditional Korean style, 
depicting various postures of a woman in the elegant 
traditional Korean dress called a ‘hanbok,’ engaged in 
modern activities we commonly do these days. What is 
more, on top of Korean painting, she displays various 
methods of artwork such as photography, mixed media, 
3-D printing, and more.

“용감하지 못하면 얻는 것도 없다”는 한국의 젊은 예술가 김현정에게 

더할 나위 없이 어울리는 말이다. 그녀는 한국화를 기반으로 한복을 

입은 여성이 우리에게 익숙한 현대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장면을 

기발하고 재치 있게 그리는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때로는 수묵화 

외에 사진, 혼합 매체, 3D 프린팅 등 다양한 작업 방법을 선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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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Y U N J U N G  K I M

b y .  H Y E S O O  C H U N G

Your artworks are mainly done in “Soomuk-damchae”, one of 
the types of Korean painting. What is your unique method of 
creating your work?  Is there any new material or method you 
want to use in the future other than Korean Painting? 

I mainly use “Soomuk-damchae” with ‘paper collage’ 
technique. To crisp the texture of ‘hanbok’, I dye thin ‘hanji’, 
the Korean paper, and paste it on the drawing. I start off 
painting layers of faint colors repeatedly, and put layers of 
‘hanji’, resultantly revealing the vividness in color and real 
textures of ‘hanbok’. This delicacy in my painting comes from 
this multi-process to give depth to the figure. Furthermore, 
I would like to approach Korean painting using AR and 
VR as the materials as I proceed into the future. And I 
want to actively carry out “social drawing” using collective 
intelligence that I have been steadily working on.

김현정 작가님은 주로 한국화의 기법인 수묵담채를 사용하여 

작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업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국화 이외에 향후 새롭게 사용하고 싶은 재료나 작업방식이 

있을까요?

저는 주로 ‘콜라주’ 기법을 사용한 수묵 담채화를 그리는데 

바스락거리는 한복의 재질을 표현하기 위해 얇은 한지를 염색해 

도면에 붙입니다. 옅은 물감을 그림에 여러 번 쌓아 올려 원하는 

짙은 색을 만들고, 한지를 여러 층 콜라주 하여 생동감 있는 질감을 

표현합니다. 제 그림에 담긴 독특하고 섬세한 분위기는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AR, VR을 

활용하여 동양화를 그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진행해왔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한 “소셜드로잉”을 적극 활용해 작업해보고 

싶습니다.

BELOW
Hyunjung Kim, Language of the 21st 

: The standard practice of unemployment (2017)

PAGE 14
Hyunjung Kim, Marriage : Transformer (2019)

ABOVE
Hyunjung Kim, 21st Century the New Custom Painting 

: Scenery of New Yea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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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social drawing”? I know that you are an active user 
of social media. Is “social drawing” related to the social media 
you utilize? 

Yes, I utilize social media as my online gallery to reach 
a broader spectator and connect myself with them to 
communicate. I created my new genre of art called ‘social 
drawing’, which is a method of me and the public in social 
media, sharing our thoughts and ideas of art and collectively 
doing the artworks online. This ‘social drawing’ is a new 
venture for me and I find it affirmative for myself to be a 
better artist and do better artworks. I have completed some 
of my artworks by applying the audience’s opinions and 
experiences, which helped me break away from the artist’s 
one-sided perception.

What is so interesting about your work is that even though 
you stick to traditional painting techniques, you are able to 
capture the state-of-mind of young Koreans. How would you 
explain the popularity of your artworks? 

I fascinate young Koreans by delineating aspects of their 
everyday life. My previous artworks show a woman, which 
is me, in ‘hanbok’ sitting on the floor voraciously eating 
instant noodles, texting with my phone, and even playing 
pool. ‘Hanbok’ and traditional Korean painting might 
seem staid and out-of-date, but I try to render my story 
attractively and tactfully. 

You emphasized that ‘the artist should have a management 
mindset’ and that ‘the artist should be a single establisher’. 
What is the specific management mindset that you pursue?

To compare, companies don’t market their products in a 
uniform format. They have different marketing methods for 
their products respectively. Just like the company, I think it 
is important for the artist to find the right way for each of 
the artworks to be marketed, not in a uniform way. Online, 
I have been actively using the social network to promote 
my work, and offline, I have been trying various ways to 
make my exhibition more memorable for the spectators. 
Making various attempts to advertise the work is important; 
however,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comes 
before promoting is the artwork itself.  

‘소셜드로잉’은 무엇인가요? 작가님은 SNS의 적극 이용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셜드로잉은’ 작가님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와 관련 

있나요?

네, 저는 주로 소셜미디어를 저의 온라인 갤러리로 활용하면서 많은 

관객을 불러오는 등 대중과 부단히 소통하려고 합니다. 그 적극적인 

SNS 활용의 일환으로 ‘소셜드로잉’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 

냈습니다. 소셜 드로잉은 예술가와 대중이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집단적으로 작품을 완성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술 작품이 

탄생하는 것을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소셜 드로잉을 통해 저는 작가 

한 명의 일방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서 벗어나 SNS 활동을 

통해 관객들의 의견이나 경험, 관점 등이 더해진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작가님은 전통적인 그림 기법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작업 내용은 

요즘 한국 젊은이들의 일상을 보여준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작가님 

작품이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젊은 한국인 일상의 한 측면을 묘사함으로써 그들을 매료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작품에는 한복 차림의 여성이 등장하여 

바닥에 앉아서 라면을 먹고,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심지어 

당구를 치기도 합니다. 한복과 수묵화가 자칫 진부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매력적이고 섬세하게 

작품을 그려내려고 합니다.

김현정 작가님은 ‘작가의 경영 마인드’를 중요시하고 ‘작가는              

1인 창업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작가님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경영 마인드는 무엇인가요?

기업이 획일화된 형식으로 마케팅을 하지 않고 그 기업과 제품에 맞춰 

채널과 마케팅방법을 달리하는 것처럼 저도 획일화된 방법이 아닌, 

각 작업에 맞는 방법을 찾기 위해 시도해왔습니다. 온라인상으로는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오프라인상으로는 관람객들의 기억에 

남는 전시를 만들고자 최선을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작품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품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TO THE RIGHT
Hyunjung Kim, Marriage : A Bride Lesso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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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is, we may acknowledge that the driving force 
behind Hyunjung Kim’s work comes from self-confidence 
and passion. She knows what she has to do to make herself 
and her artworks appealing to the crowd. The artist’s goal is 
to make more works and do exhibitions that will make more 
people happy, so she is readily attempting new techniques 
and changes in her art. We anticipate that her venturesome 
artworks will leap forward, sustaining and disseminating 
Korean art. 

이를 통해 김현정이 작품을 하는 원동력은 자신감과 열정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을 어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이 자기한테 잘 맞는지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이 화가의 목표는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예술작품과 전시회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를 위해 그녀는 

기꺼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는 

그녀의 실험적인 예술작품이 한국 예술을 지속하며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BELOW
 Hyunjung Kim, 

Marriage : Heaven and Earth(S) (2019)

CREATIVE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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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hion Designer
www.kye-official.com

2009 Central Saint Martins School of Art and Design - MA
2011 Central Saint Martins School of Art and Design - BA
          Sponsored by Vauxhall London Fashion Scout
          Sponsored by Seoul Fashion Center
          Launched KYE (Brand)
2012 International Fashion Showcase BFC - The Emerging Talent Award
2013 Council of Fashion Designers of Korea - New Fashion Designer Award
2014 LVMH Prize for Young Fashion Designers - Semi Finalist 30
2016 Launched EYEYE (Brand)
          Fashion Asia 2016 Hong Kong (HKDC) - 10 Asian Designers to Watch
2017 Woolmark Prize Asia
2019 Forbes Korea - 2030 Power Leader

Kathleen Kye

“Style of A New Generation, 
  The Untamable KYE”

KATHLEEN
KYE

Kathleen Kye is a fashion designer, popular around the 
globe with her unique themes and design styles. She is an 
icon of challenge with experiences such as: trying a fashion 
survival TV show; launching her first brand, KYE, right 
after graduate school; again launching her second brand, 
EYEYE, later; collaborating across various fields including 
beauty and fashion; and transforming into both an author 
and a Youtuber. For this issue, ACCESS met Kathleen Kye 
and talked about her ventures, her brand KYE, and the 
possible directions of sustainable fashion.

계한희는 한국의 패션 디자이너로, 세인트 마틴스 최연소 입학과 

졸업의 타이틀을 가졌으며 개성적이고 통통 튀는 디자인을 통해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패션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연, 

브랜드 KYE와 세컨 브랜드 EYEYE 론칭, 뷰티∙식품 등 다양한 

분야와의 콜라보레이션, 작가와 유튜버 도전에 이르기까지 패션 내, 

외적으로 끊임없는 모험을 해온 도전적인 아티스트이다. ACCESS 

7-2호에서는 계한희와의 대화를 통해, KYE와 계한희만의 도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패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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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AT H L E E N  K Y E

In previous interview, you’ve said you would like KYE to grow 
as an iconic and unique brand, showing incomparable style 
and identity. How would you explain this KYE identity, and 
what is your own style expressed in the brand?

Named after my English last name, KYE is a brand that 
expresses myself, designer Kathleen Kye, rather than merely 
following trends. What is in KYE’s designs are the ideas 
and concerns I have, the social issues I am concerned with, 
and even the stories of my friends. Through fashion I show 
them with wit and humor, and that makes KYE distinct and 
unique, incomparable with other fashion brands.

You are renowned as an adventurous designer, representing 
the sentiments of a young generation. How do you feel about 
this? If there is a concrete idea of the ‘sentiments of a younger 
generation’ that you want to express, what would that look 
like?

I believe there are no bounds to “the sentiments of a younger 
generation” I can express. Younger people fail and suffer, 
repeatedly and endlessly. However, in failure they grow 
strong. They start to work for their dreams, meet various 
limitations, and form their own sentiments. They are under 
many social rules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but at 
the same time, freely express themselves. That is the young 
generation I see, including myself. That is why I think their 
sentiments can be infinite.

먼저 디자이너님의 이름을 딴 브랜드 KYE(카이)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이전의 한 인터뷰에서, 디자이너님께서는 KYE

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이코닉한, “카이스러운” 브랜드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신 바 있는데요. KYE 브랜드만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브랜드에 깃든 계한희 디자이너님만의 색깔은 

무엇인가요?

제 영문 성을 따서 지은 브랜드 이름 그리고 손가락으로 형상화한 

로고에서 알 수 있듯이, KYE는 핸드 워크와 드로잉을 좋아하는 

저 계한희만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제 생각과 고민을 패션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디자인 당시에 제가 관심 있는 사회적 이슈, 제 지인들의 이야기, 제가 

겪고 있는 이상과 현실 사이 괴리감에서 오는 궁금증 등을 대중들과 

나누고, 패션을 통해 그런 것들을 보다 유쾌하고 위트 있게 드러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카이스러운” 차별성으로 돋보이게 되었고, 그렇게 

브랜드 아이덴티티도 더 확고하게 굳어진 것 같습니다.

계한희 디자이너님께서는 젊은 세대의 정서를 잘 대변하는, 도전적인 

디자이너로 잘 알려져 있으십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디자이너님께서 생각하시고 담고 싶으신 젊은 세대의 

정서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그런 키워드가 붙게 된 결정적인 컬렉션은, 청년 실업과 치유에 대한 

컨셉으로 디자인했던 KYE 13SS와 13FW 시즌인 것 같아요. 핸드 

드로잉으로 패턴 개발도 하고 다양한 쇼 피스도 제작해서, 컬렉션 

준비과정이 참 재미있었어요. 게다가 결과물로도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대중과 언론에 스토리 있는 컬렉션 브랜드라는 임팩트를 

남기게 된 것 같습니다. 표현하고자 했던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셔서 만족스러웠습니다.

b y .  J O O H Y U N  L E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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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는 실패를 무한히 반복하는 세대잖아요, 그래서 깨지고 

또 아물면서 단단해지죠. 젊은 세대는 꿈꿔온 것들을 시작하는 

단계로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변수와 대응하면서 또 다른 

세대 정서를 형성하죠. 그러한 여러 사회적 규칙과 조건에 억압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한 세대가 바로 젊은 

세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들을 그리고 저를 대변하고 

표현할 수 있는 “젋은 세대의 정서”는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it was since the KYE 2013 SS and the 2013 FW 
collections that I’ve been called by such a nickname. Under 
the concepts of youth unemployment and healing, I’ve 
designed hand-drawn patterns and various showpieces for 
those collections. Their preparation was true pleasure to 
me. Fortunately, the press and audiences understood my 
design objectives and loved them very much, so I was happy 
about the results as well.

BELOW
KYE 20SS Look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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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you’ve mentioned briefly, themes of your previous 
collections included youth unemployment, violence, military, 
and even the division of Korea. These are contemporary 
Korean issues and social symptoms which could be interpreted 
as dark and serious. Conversely, your designs to express those 
themes seem to be far from darkness, with pop colors and bold 
patterns. Why is this?

Themes I’m interested in and think about a lot of are, 
yes, dark and serious. However, in fashion I love wit and 
humor. I enjoy finding ironic humor from negative motives 
or directly adding witty points to collection pieces. In that 
way I believe my collection pieces are transformed into new 
fashion that can carry new messages.

In the KYE 2020 SS collection, I found vivid colors, bold 
yet refined silhouettes, and mixed usage of textures fun and 
interesting. Would you explain the messages and the design 
points of this collection?

Under the keyword ‘UNTAMABLE”, the KYE 2020 SS 
collection suggests KYE’s own definitions of contemporary 
Western-inspired casual chic looks. Through the collection 
I wanted to break free and express freedom, out of the 
social rules, formal norms, religions, races, genders, and 
ages. Rather than trapping ourselves in those invisible 
frameworks, KYE refuses, representing the people of today, 
the wild beings who are not tamed by common sense and 
standards. To show the Untamable, we’ve presented various 
tones and layered fabrics of animal prints, overstated 
silhouettes, and vibrant moods of color palettes. 

이전의 컬렉션을 보면, 청년 실업뿐만 아니라 폭력, 군대, 남북분단 

등 다양한 동시대 이슈와 한국사회 현상을 주제로 잡으신 게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반해, 그 주제를 풀어낸 패션은 통통 튀는 

색감과 디자인 등 그렇게 어두워 보이지만은 않는데, 이에 관해 

이야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생각하는 것들과 관심 있는 이슈들은 주로 어두운 주제이지만, 

그것을 풀어내는 패션에 있어서는 위트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것들을 

선호합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모티프에서 역설적인 유머를 

찾아내거나, 제가 직접 위트 있는 포인트를 주어 새로운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 때 작업에 흥미를 느낍니다.

KYE의 2020 SS 컬렉션을 보았는데, 과감한 프린팅과 색채, 그리고 

깔끔하면서도 재치 있는 실루엣에서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컬렉션의 디자인 포인트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이번 2020 SS 컬렉션은 ‘UNTAMABLE’ 즉 ‘길들여지지 않는’ 이라는 

키워드 아래, KYE 만의 시원하고 밸런스 있는 컨템포러리-웨스턴 

스타일 룩을 제시합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을 가두고 있는 사회적 

규칙, 정형화된 규범, 종교, 인종, 성별, 나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틀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이처럼 길들여지지 

않는 자유로운 느낌, 새로운 야생성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레오파드 패턴 패브릭, 호랑이 패턴 드로잉을 통한 나염 등을 

이용했습니다.

CREATIVE CULTURE

TO THE LEFT
KYE 20SS SFW Collection Run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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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theme of ACCESS Magazine is “sustainability.” In 
your definition, what is sustainable fashion? If there is a key 
to it, what would it be?

I’ve always thought that creativity is the most important 
in fashion, and that I have a responsibility as a designer 
to suggest new trends. As there are so many brands 
and designers, I tried hard to venture and find a balance 
between the artistic and the commercial, expressing unique 
yet meaningful colors. However, showing collections every 
season, I have started to question what a meaningful fashion 
really is. At times I was distressed, thinking that the clothes 
I make eventually support environmental issues. At times 
I felt bad about the reality that ‘sustainability’ in fashion is 
often sorted as a marketing strategy. Although I try to carry 
out what I can do in my daily life, in the fashion industry, 
it still is a problem to think about what sustainability can 
be. For now, therefore, I try to make clothes that are more 
meaningful, more valuable, and more wearable, as I believe 
that is the sustainable fashion I can do, here as a designer. 
As a fashion brand, I think our important job is to raise 
awareness about sustainability and various issues.

Kathleen Kye keeps challenging for sustainability, expressing 
her messages to the world in unique styles. As a designer 
and as a person, Kye says that her adventure will be infinite. 
Challenges may come, but she has never given up on 
establishing her own objectives. She gives it a try whenever 
there’s motivation and appreciates various collaborations 
and experiences. Even now, in the crisis of COVID-19, Kye 
found a way to break though rather than giving up. Instead 
of real runways, she is actively utilizing online runway 
systems and is preparing for different solutions. Kathleen 
Kye got her title as representative of the sentiment of the 
young generation, because KYE herself, is an untamable 
designer with infinite possibilities, refusing today’s rules 
and growing from repeated failures. 

저희 ACCESS 매거진의 큰 주제는 “지속가능성”입니다. 

지속가능성에는 환경이슈, 패션 업계의 지속 등 다양한 측면이 

있겠지만, 디자이너님께서는 “지속가능한 패션”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패션 디자이너로서 매 시즌 컬렉션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기고 창의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또한 브랜드와 디자이너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중에서 돋보이려면 디자인과 예술성, 상업성을 잘 결합할 줄 아는 

디자이너가 되어야 한다고도 생각해서 많이 노력해왔죠. 그렇지만 

점점 성숙해질수록, 문득 정말 의미 있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만드는 옷들이 결국 다 환경오염에만 보탬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개인으로서는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실천하려 하고 있지만, 패션의 세계에서 지속가능성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숙제인 것 같아요. 당장은 이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이 

마케팅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사실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벌을 만들어도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고, 더 

잘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현재 

디자이너로서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패션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또한, 패션 브랜드로서 대중에게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서서히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YE 계한희는 세상에 대한 도전적인 메시지를 통통 튀는 디자인을 

통해 풀어나가며, 끝없는 고민으로 지속가능성을 향해 나아간다. 

디자이너 그리고 인간 계한희로서 앞으로의 도전을 묻는 질문에, 

그는 “모험은 끝이 없을 것 같다”고 말한다. 동기부여가 되면 무조건 

시도하고, 여러 방면의 협업과 경험을 감사하며 즐긴다는 계한희. 

물론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그는 그럴 때마다 낙담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정진하며 새롭고 개성적인 KYE만의 스타일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에도, 그는 런웨이와 

전시를 포기하는 대신에 비대면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계한희가 젊은 세대의 정서를 

대변한다는 타이틀을 얻은 것은, 어쩌면 그 스스로 반복된 실패를 

딛고 더욱 단단하게 나아가고, 억압된 틀을 깨며 자유롭게 표현하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이 아닐까.

CREATIVE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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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ator Cellist
www.artcomplex.co.kr

2016 Established ARTCOMPLEX artentertainment
2017 <Conservatoire de Versailles Perfectionnement> -  prix spécialle
          KOWIN FRANCE Art Direct
          france paris OECD BBM lecture concert
2018 National concert tour in Korea 
         HAF Gyeongju International Residency Art Festa 2018 artist
2019 Anyang Public Art Project (APAP) Opening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lecture concert
          Central Personnel Agency in Korea lecture concert
2020 Monthly Concert Contract with CJ CGV 

Jiwon Yoon

“Fusion of all Kinds of Art”

JIWON
YOON

Jiwon Yoon, the only curator cellist in the world, pursues 
new attempts to integrate the fine arts, classical music, and 
exposition into a unique show as an exploratory window 
to knowledge and experience. Her own production 
agency ARTCOMPLEX, her YouTube channel ARTMIC, 
and her unique ‘Lecture Concert’ are the products of her 
endeavors. ACCESS interviewed curator and cellist Jiwon 
Yoon, who strives to reach out to the audience with the 
enlightenment of art.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큐레이터 첼리스트인 윤지원은 음악과 미

술, 해설을 통합하는 새롭고 융합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1인 공연 

기획사 아트콤플렉스(ARTCOMPLEX), 예술 유튜브 채널 ‘아트믹

(ARTMIC)’ 등 다양한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렉쳐콘서트’

라는 새로운 융합 프로그램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윤지원 첼리

스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본

인이 느껴온 음악과 미술의 통합이 주는 감동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

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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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y .  Y U N A  L E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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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present a unique form of performance called the ‘Lecture 
Concert’. How did you invent ‘Lecture Concert’ and what is 
the intended purpose?

As a professional cellist, it was clear to me that I would 
have my show take the form of performances. The 
‘Lecture Concert’ could be seen as an evolved form of the 
conventional concert with commentary. It began as a small 
salon concert in Paris, with my commentary and referent 
visual sources in addition. My concert’s title is ‘Easiest Art in 
the World’ which implies not that art is actually the easiest 
subject, but rather my ambition to deliver my lectures of 
art in the easiest and clearest way possible. When I studied 
art and music history, the greatest hardship was overcoming 
the unfamiliar vocabulary and difficult sentences. I thought 
simple and clear explanations are crucial for more people 
to learn and enjoy art, and thus I strived for a performance 
that could be a stepping stone into the world of art.

As the world’s only curator cellist, is there a reason you have 
invented and chosen this particular profession?

I actually spent most of my childhood pursuing my dream 
as an artist, but ultimately became a cellist as it was more 
appealing to me. However, my attachment to art led to 
studying art history, which later became the impetus for my 
career. I was extremely passionate about art history while 
I studied in Paris, and at that period, everything around 
me was art. The most memorable experience was at the 
Chartres Cathedral, as it was truly beyond space and time. 
Hearing the Gregorian chant within the cathedral took 
me back to medieval times, filling my senses with vivid 
imagery of believers marching within the gothic cathedral 
with brightly lit torches. Such experience would have not 
been possible if not for the art and music stimulating visual 
and auditory senses, and the theories and information 
that encompass them. I wanted to share such intense 
impressions with others, thus craving for a profession that 
would incorporate both music and art. Although I knew 
about the existence of curators, I thought it was not enough 
for a proper fusion between art and music. Therefore, I 
invented the job of ‘curator cellist’.

윤지원님은 ‘렉쳐콘서트’라는 새로운 형식의 공연을 진행하고 계십

니다. 렉쳐콘서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 기획 의도와 연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연주자였기 때문에 미술과 음악을 어떻게 전달할

까 고민하다가 자연스럽게 공연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기존

에 해설이 있는 음악회가 있었잖아요? 사실 그것이 진화형이라고 보

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파리에서의 소규모 살롱 음악회에서 저의 해

설과 미술작품 소개가 곁들여진 것이 공연의 시초였습니다. 제 공연

의 타이틀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예술’ 인데요. 세상에서 예술이 가

장 쉽다는 말이 아니라 예술을 세상에서 가장 쉽게 전달하자는 의도

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미술사나 음악사를 공부할 때 전문적인 용어

와 문장이 어려워서 글을 읽는 데 어려움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람

들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하려면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술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연을 만

들고자 하게 된 거죠. 

윤지원님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유일무이한 큐레이터 첼리

스트이십니다.  이러한 직업을 발명하고 선택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어릴 적에는 화가가 되고 싶어 오랜 기간 그림을 배우기도 했는데 첼

로가 적성에 잘 맞고 워낙 매력적이어서 결국 첼로를 전공하게 되었

어요. 어른이 되어 남은 미술에 대한 미련이 미술사를 공부로 이어졌

는데, 그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파리에 유학을 간 당시는 제

가 열정적으로 미술사 공부를 하던 시기였는데, 온 세상이 예술로 보

이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중세 건축물인 사르트르 성

당에서 중세의 음악인 그레고리안 찬트를 듣는데 그때 시공간을 초

월하는 경험을 했어요. 눈을 감고 음악을 듣다가 한참 후에 눈을 떴을 

때 고딕의 보고라 할 수 있는 샤르트르 대성당 내부가 눈에 보였고 그

땐 정말 중세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중세시대에 교인들

이 횃불을 들고 성당 안을 맴도는 그런 상상들이 눈앞에 가득했어요. 

귀로 듣는 음악과 시각적인 미술이 함께해야 하며 또 그것의 이론적 

지식 없이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죠. 이러한 감동을 다른 사람들에

게도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음악과 미술을 같

이 하는 직업을 하고 싶었어요. 큐레이터라는 직업의 존재를 알게 되

었지만, 음악과 미술을 완벽하게 융합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래서 제가 큐레이터 첼리스트라는 직업을 새로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TO THE RIGHT
PAGE 35

Jiwon Yoon’s Performances
and Lecture Conc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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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원님께서는 음악, 미술, 해설을 통합하여 대중이 예술을 풍부하

게 감상할 수 있도록 융합적인 시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한 다

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있

으신가요?

궁극적으로는 인사이트, 즉 저만의 메시지예요. 저의 메시지가 없는 

공연은 만들지 말자고 생각하면서 만들어요. 지식만 전달하는 것은 

인터넷에 검색하는 것이 훨씬 많은 양의 정확한 자료들을 접할 수 있

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중요하

게 생각해요. 기획할 때 주제에 대해서 제가 무엇을 느끼는지 어떤 영

향을 받는지를 중요하게 관찰하는데요. 제가 음악가이자 미술을 아는 

사람으로서 작품을 보고 어떤 것을 느끼는지 또 어떤 연결고리들을 

발견하는지 저라는 통로 자체가 저의 특이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느낌을 삶과 연결되는 메시지

로 전하려고 노력해요. 전문적인 영역을 어떻게 삶 속에 연결하는가

에 더 중점을 두고 있어요.

향후 계획 중이거나 기획하고 싶으신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조선회화를 주제로 기획을 해보고 싶어요. 유럽에서 생활하면서 다

양한 나라를 여행을 다니면서 눈에 들어온 것은 결국 그 나라의 전통

이었어요. 전통적인 것은 그 나라에서 가장 제대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 예전에는 잘 보지 않던 한옥, 궁, 이런 것들

에 관심을 뒀어요. 오직 한국에서만 보고 느낄 수 있으니까요. 특히 조

선회화에 재미있는 내용이 매우 많은데 한국 임에도 불구하고 관람할 

수 있는 작품의 수가 현저히 적었어요. 그것에 대한 인식조차 못 하

고 있었어요. 관심이 너무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너무 서양 예술 쪽으

로 치우쳐 있으니까 조선회화를 좀더 재미있게 콘텐츠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기본적인 기획은 이미 짜 놓았는데 언제 실현이 될지는 모르

겠어요. 맵핑과 같은 그래픽 기술과 좀 다양한 악기 구성으로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조금 더 덧붙이자면 제가 파리에 있을 때 한인 신문

에 한국 고전 작품들이 전시되었다는 광고를 보고 아시아 전시를 간 

적이 있었는데 한국관에는 불상 몇 가지가 전부였어요. 다른 아시아

전시관에 비해 너무 작은 규모였죠. 너무 행정적인 전시였달까요. 오

르세, 루브르 박물관에도 중국, 일본회화가 전시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한국 작품은 전시된 적이 없어요. 그 부분이 항상 아쉬웠어

요. 우리나라의 고전 회화나 도기들도 훌륭한 작품들이 많은데 세계

에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사람들조차 관심이 적어서 

우선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한국 고전에 관심을 두게 만들고자 

하는 기획 의도가 있어요.

You seem to integrate music, art, and commentaries to 
provide art in richness to the public. Is there a principle or 
element that you take into consideration when planning such 
diverse programs?

Ultimately, it is my unique insight. I would not create any 
performance without my own message. As for transferring 
information, searching online would be a more abundant 
and accurate source. I believe a message that only I can 
convey and deliver is the most important. I closely inspect 
what I feel and how I am influenced by the subject and 
try to connect it with a message related to everyday life. I 
concentrate on how to connect the professional information 
to the audience’s lives. 

What are your plans for future programs? What do you aspire 
to plan?

I wish to design a new program with the subject of paintings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What I learned in my vast 
experience of traveling abroad in Europe was that you 
gradually find interest in your own culture and art. After 
returning to Korea, I was most intrigued with the artifacts 
that could be found only in Korea. It is quite unfortunate 
that we have such small numbers of works available 
because even in Korea most art content is biased towards 
Western art. I want to make a fresh, fun approach to the 
Joseon Dynasty paintings to make it into an entertaining 
experience. Graphic technologies like mapping and diverse 
instruments are expected to be used in this program. There 
are so many magnificent works of art in Korea, yet even 
we Koreans are mostly not knowledgable about our own 
heritage. I wish my plans could help Koreans to have more 
interest in Korean classic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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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원님께서는 1인 공연 기획사 아트콤플렉스(ARTCOMPLEX)를 

설립하여 클래식과 조형예술 융합공연을 하셨습니다. 아트콤플렉스

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아트콤플렉스가 추구하는 가치는 조금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이에요. 

우리의 일상을 예술적으로 향유하는 것을 통한, 사유하는 가치 있는 

삶이죠. 이를 위해 대중에게 쉽고 거리감 없이 클래식 예술을 전달하

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클래식의 대중화라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 가

요를 클래식 악기로 연주하는 부류의 공연들은 클래식 예술의 본질

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중음악이죠. 저는 대중의 클래

식화를 만들고 싶어요. 대중과 클래식 예술에 틈을 좁히기 위해서는 

대중화되어야 할 것은 클래식이 아니라 그것을 전달하는 매개체예

요. 바로 저 같은 사람들 또는 그것을 전달하는 형식들이 대중화되어

야 하죠.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고 있는 드레스 턱시도 입은 연주자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예

술을 이야기하는 채널  ‘아트믹(ARTMIC)’ 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새로운 시도로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본인이 

느끼는 음악과 미술의 통합이 주는 감흥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노

력하신다는 점에서 이번 호 소주제 ‘Venture’와 들어맞는다고 생각

했습니다. 큐레이터 첼리스트로 활동하시면서 모험적이라고 생각하

신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매 순간이 모험이라고 생각해요. 일을 맡기시는 분들도 좀 저의 

모험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새로운 것을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안

양 APAP 공연 때는 안양의 극락정토를 표현하기 위해 첼로와 비트박

스, 디제잉, 현대무용을 콜라보했죠. 매번 존재하지 않는 조합의 공연

을 시도하기 때문에 기획과정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전혀 예측이 

안 돼요. 이전에 없던 구성으로 기획을 해본다는 것이 모험인 것 같습

니다. 또한 다양한 장르의 경험을 연결하는 콘텐츠를 제공하여 그것

을 삶 속에 인문학적 관점으로 녹여 내길 바라는데요. 그것을 위해 우

리의 삶 속에 가장 친근하고 가까운 주제와 콜라보를 하려고 하고, 주

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최근 레스토

랑과 협업하여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소재인 요리를 활용한 콘서트

를 기획했어요. 코스 렉쳐콘서트를 감상하고, 프랑스 음식으로 구성

된 코스를 입으로 맛보는, 요리를 음악과 미술로 풀어내는 공연이에

요. 요리재료부터 플레이팅까지 세심하게 기획했는데 아쉽게도 코로

나19 때문에 공연이 연기된 상태예요.

ARTCOMPLEX was founded as your own production agency, 
planning various performances that fuse various areas of art. 
What are ARTCOMPLEX’s values and future direction?

ARTCOMPLEX pursues a better, joyful life, which I believe 
is possible through enjoying our lives with value, mingled 
with art. For this, my goal is to efficiently deliver classical art 
to the public. While the term ‘popularization of classical art’ 
is becoming prevalent, simply performing popular music 
with an orchestra contains no essence of classical art, and I 
do not consider such performances classical. What I intend 
is ‘classicizing’ the public. To narrow the gap between the 
public audience and classical art, the element that needs 
popularizing is not the art itself, but its medium. The 
medium or people like me who introduce art should to be 
popularized for greater influence. This is why I am currently 
running ARTMIC, the YouTube channel for communicating 
art, where I discard conventional stereotypes of a classical 
music performer to further connect with the audience. 

The way you strive to spread the thrill from the collaboration 
of art and music with sincere attempts when planning 
your performances aligns well with our magazine’s theme, 
“Venture.” As you have invented many new ways of 
performing and curating art, could you explain an experience 
that felt especially challenging and adventurous?

I actually think every moment is an adventure. My 
collaborators also acknowledge my venture and always 
expect something new. The APAP show at Anyang was 
centered around the collaboration of traditional cello 
performance, beatboxing, DJ-ing, and modern dance 
to illustrate the paradise of Anyang. Because I always 
try collaborations of various fields that have never been 
attempted before, the outcome is unexpected. I feel 
planning an unprecedented composition is a venture in 
itself. Also, I connect experiences from various fields in 
life with a humanistic interpretation, and therefore try new 
collaboration with little limitation. Recently, I planned a 
concert integrating culinary arts, one of the most familiar 
subjects to all audiences. By collaborating with a restaurant, 
the audiences experience a Lecture Concert accompanied 
with a French-course meal, ultimately explaining the food 
with music and fine arts. The planning was in process with 
much consideration from the ingredients to plating, but is 
currently postponed due to the COVID-19 situation. 

CREATIVE CULTURE

윤지원 첼리스트는 예술을 통한 인문학적 사유를 추구한다. 고도로 

기술화되어 가는 시대에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인문학적 사유가 중

요한데, 예술은 사유하기에 가장 좋은 창조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이에 따라 예술을 통한 다양한 사유를 위해 통합적인 예술 분야를 

구축하려고 노력한다. 관객들에게 일상을 예술로 사유할 수 있는 경

험을 제공하고 나아가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도 영향을 미치길 바

라며 그는 오늘도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Curator and cellist Jiwon Yoon seeks the rediscovery of 
humanities through art. The field of liberal arts is vital for a 
humane life in this technologized society, and art is the best 
creation to pursue such thinking. She strives to construct 
an integrated art field for audiences to experience art in 
their daily lives. She hopes her endeavors provide a positive 
impact and a new perspective for everyone.

BELOW
Jiwon Yoon’s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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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PACE, JUST A PLACE: HETEROTOPIA
ENSEMBLE AT HANNAM 2ND
WOLMYEONG: THE SONG THAT BROUGHT BACK THE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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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PACE, JUST A PLACE: 
HETEROTOPIA

“Disordered but Desirable Future”

b y .  Y O O J E O N G  K I M

Curated by Myriam Ben Salah, the exhibition visualizes 
the inclusive, alternative, and thereby desirable future 
represented by 15 different heterotopias. Heterotopia is 
a philosophical term originally coined by the renowned 
philosopher Michel Foucault. While utopia is an unreal 
space that has been widely used to project one’s ideal society, 
heterotopia is a space that exists in our reality, visualizing our 
unachieved fantaies and pursuits in our society. Following 
the principles of heterotopic worlds established by Foucault, 
<No Space, Just a Place: Heterotopia> exhibits different and 
incompatible ideals through presenting audiences with 
juxtaposition of the 15 different exhibitions.
 

Entering into the museum, the first desirable future, 
<IDA, IDA, IDA!>, designed by Olivia Erlanger, reveals its 
unique figure. In the unmanned laundromat, monstrously-
shaped mermaids are in the laundry machine without any 
indication whether the tails are coming out or going into 
the machine. As the combination of the mermaids and the 
realistic space of the laundromat maximizes the surrealistic 
mood of the space, the implications of the setting surely 
arouse the viewers’ curiosity. For Olivia Erlanger, a public 
laundromat is a location where all the races and socio-
economic classes may have a chat waiting for their laundry. 
<IDA, IDA, IDA!> suggests the democratized environment 
where members of society can intermingle as an alternative 
society that actively produces and consumes the gendered 
fantasy.

세계적인 큐레이터 미리암 벤 살라가 큐레이팅 한 전시 <이 공간, 

그 장소: 헤테로토피아>는 15가지 다른 헤테로피아를 전시한다. 

헤테로토피아는 저명한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로부터 고안된 

개념으로 유토피아가 현실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세계를 

투영하는 가상의 공간이라면 헤테로토피아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상향을 투영하면서도, 실재하는 공간이다.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에서 일상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닌 박물관 또는 놀이공원과 같은 

한시적이고 현실도피적이기도 한 공간으로 대중들이 이루지 못한 

환상의 공간을 가시화한다. <이 공간, 그 장소: 헤테로토피아>는 미셸 

푸코의 사유관을 기반으로, 15가지의 서로 다른 이상을 전시하고 

있다. 각각의 이상은 서울의 10가지 독립예술공간과 5명의 예술가가 

표현한 저마다의 이상을 담은 설치미술로 구성되어 있다.

대림미술관에 들어가면 첫 번째 이상, 올리비아 에르랭어의 <IDA, 

IDA, IDA!>가 모습을 드러낸다. 보자마자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어공주의 꼬리가 아닌 굵고 징그러운 형상의 인어 꼬리가 

무인 세탁소를 배경으로 한 세탁기들에 들어가 있다. 세탁소와 같이 

극히 현실적인 장소적 배경에 인어의 꼬리와 같은 판타지적인 요소를 

매치하여 초현실주의적 분위기를 극대화한다. 동시에 대중들이 

동화로부터 가지게 된 인어에 대한 고정관념과 환상을 지워낸 인어의 

꼬리를 보여줌으로써 낯설고, 기묘하다는 인상을 안겨준다. 관객으로 

하여금 무인 세탁소 내에 비치된 의자에 앉아 곰곰이 생각을 하게 

하는 그의 작품은 인어에 자연스럽게 부여된 히스테리 여성의 

이미지라는 고리를 끊어내려 하고 있고, 사람들이 인종, 경제적 계층,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세탁물을 기다리며 일상적 대화를 나누곤 

하는 무인 세탁소를 배경으로 설정해 작가가 꿈꾸는 민주적 환경을 

그려내고 있다.

On the way to tour the other alternative spaces, the walls 
surrounding the staircase were fully covered by a series of 
books featuring the history of the Korean queer community. 
<QueerArch>, the space that consisting of 1,700 covers of 
books and magazines, led the audience to the archive they 
had never voluntarily experienced or encountered before, 
commemorating and consoling the memories of queer 
lives that were deleted by the mainstream history of Korea.

다른 이상을 그려낸 대안적인 공간들을 만나보기 위해 이동하려 

계단 앞에 서자, 또 한 번 낯선 공간이 펼쳐졌다. 위층으로 올라가는 

층계의 벽면에는 한국의 퀴어 공동체의 역사를 다룬 매거진과 

책들의 표지로 도배되어 있었다. 그 공간의 이름은 <QueerArch>로, 

자발적으로 혹은 서점의 큐레이팅을 통한 우연으로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약 1,700가지의 책과 매거진으로 관람객을 둘러싼다. 이로써 

다음 대안적 공간을 만나보기 이전까지, 사회적으로 비가시적인 

기억과 역사를 대중들에게 드러내 대한민국의 주류 역사로부터 

삭제된 이들의 기억을 달래고 기념하고 있다.

TO THE RIGHT
<Lunar Real Estate> of Post Territory Ujeong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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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ing into the second exhibition hall, various 
independent art spaces were closely arranged. Among 
them, <Lunar Real Estate> of Post Territory Ujeongguk 
presented a virtual reality experience in which the visitors 
could  explore the moon. Coming out of the darkroom, the 
documentation of the mock auction on the ownership of 
the lunar estate drew people’s attention. Whereas the quote 
and the virtual reality experience arouse one’s skepticism 
of whether one could ever tour the moon, the document 
that proves the ownership of the lunar estate challenges 
their stereotype. By juxtaposition of the two, <Lunar Real 
Estate> suggests a desirable future where everyone could 
own the real estate.

Moving into the other exhibition halls, several 
unconventional artworks such as <Perfect Skin> were 
displayed. The work mixed and matched various textures 
and materials to portray the paradise which is normally 
depicted in the form of conventional fine art. Through the 
works that intentionally deviate from art conventions, the 
painter Jun Hyerim presents a paradise of the artists where 
no rules such as genre, material, and use of space restrict 
them anymore, at least in her heterotopia.

Toward the end of the exhibition, audiences were guided 
into the wide and dark room where the visual production 
called <Party on the CAPS> was played on the ceiling, 
featuring the life of the future diaspora who are captured in 
the island called CAPS. Despite their oppressed situation, 
their lives on CAPS are portrayed like a festival of various 
genders, nationalities, and ages. Through <Party on the 
CAPS>, Meriem Bennani tries to satirically problematize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displacement that the 
diasporas go through during the illegal alienation, and 
suggests a desirable future where the issue of liminality of 
identification is discussed in an open and responsible way. 

새롭게 등장한 전시관으로 입장하자 다양한 독립예술공간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그 중 탈영역우정국의 <Lunar Real 

Estate>는 관람객들로 하여금 암실에서 달을 탐험해보는 가상현실 

체험을 제공하고 있었다. VR 가상현실 헤드셋을 통해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한 번도 현실화된 적이 없는 달나라로의 여정을 경험하게 

하여 그들의 환상과 현실 간의 경계를 흐려 놓는다. 암실에서 나오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꿈입니다.”라는 마틴루터킹의 인용구를 패러디한 문구와 달나라의 

부동산에 대해 실시된 경매의 기록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끈다. 

인용구와 경매 증서를 통해 <Lunar Real Estate>는 간절히 바라지만 

이룰 수 없었던 부동산 소유의 꿈을 경매를 통한 달나라 토지 소유로 

실현시키고 있다. 둘의 병렬적 배치는 현대인이 소유하지 못하는 

것과 소유할 수 있는 것 간의 경계를 허물고, 주거 공간을 소유하지 

못하는 그들의 좌절된 이상을 일으키는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다른 전시 공간으로 이동하자 우리가 흔히 갤러리나 미술관에서 

볼 수 없는 비관습적인 형태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 중 한 

작품은 전혜림 작가의 <Perfect Skin>이라는 작품으로, 무더운 

여름날 떠올릴 만한 시원한 색감의 지상낙원을 묘사하고 있었다. 

작품을 더욱 가까이서 감상하다 보면 의도적으로 특정 장르, 또는 

재료 활용 방법에 얽매이지 않은 채 랜덤하고 자유로운 질감과 

형태의 지상낙원을 구현해내고 있었다. 이로써 전혜림 작가는 액자 

속의 회화를 닮아 있는 예술에 대한 고착화된 이미지에 얽매인 

관람객들을 일깨우고, 관습에 제약받지 않는 헤테로토피아를 

구성해 예술가들을 위한 현실도피적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전시 관람이 끝나갈 때 즈음 관람객들은 넓고 어두운 공간으로 

진입한다. 공간의 천장을 둘러싼 화면에는 <Party on the CAPS>

라는 순간이동이 가능해진 미래에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의 

경찰들로부터 붙잡혀 CAPS라는 섬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다. 그들의 삶은 억류된 상황 속에서도 서로 다른 

성별, 국적, 연령대의 축제와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 의아함을

자아낸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축제적 분위기 속의 체류자들은 

저마다 다른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다. <Party on the CAPS>를 

통하여 메리엠 베나니는 불법 체류기간 동안 디아스포라들이 겪는 

신체적, 심리적 분리 증상을 풍자적으로 문제시하며 그들의 모호한 

신원 문제가 개방적이고, 책임감 있게 논의되는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Going down the stairs surrounded by the walls with books 
and magazines, the exit of the heterotopic world, and at 
the same time the entrance of our reality, appears. Walking 
down through the side street of the museum, places that 
were surreal, odd, and unfamiliar fade out. Since <No 
Space, Just a Place: Heterotopia> questions the universal 
portrayal of utopia by bringing forward the places that have 
been in shadow, it leaves the complex feelings, as if one had 
gone through the bizarre and unpleasant experience of one’s 
taste continuously being negated. 

Presenting such experience might have been adventurous 
attempt from the perspective of Daelim Museum of Art and 
the sponsoring brand of the exhibition, GUCCI. However, by 
bringing the dusty section of our society out into a museum 
located in the main district of Seoul, the exhibition lifts 
the geographical and philosophical boundary between the 
center and peripheral art spaces that have restricted people 
from being fused, thereby demonstrating a sustainable way 
of being together. 

전시 관람이 끝난 후 다시 한번 익숙지 않은 표지들의 목록을 지나면 

헤테로토피아의 출구인 동시에 현실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입구가 

등장한다. 미술관 측면의 골목길을 따라 걸으면 낯설고 기이했던 

공간들의 모습이 서서히 희미해지는 것 같지만 <이 공간, 그 장소: 

헤테로토피아>라는 하나의 전시를 감상했음에도 불구하고 15가지의 

상이한 전시를 본듯한 복잡한 기분을 떨칠 수 없다.

이렇듯 <이 공간, 그 장소: 헤테로토피아>는 대림미술관의 이전 

전시와는 다르게 재미있고 산뜻한 경험보다는 관람객들로 하여금 

자신이 간직해온 취향과 이상세계에 대해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유도하는 어색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는 관람객들로 하여금 77

억의 인구가 진정으로 어울리며 권리를 보장받는 바람직한 미래란 

가늠할 수 없는 다양성에 낯설기도 하고, 다소 난잡한 인상을 

남긴다는 것을 보임과 동시에 공동체의 이상세계는 획일화될 수 

없음을 보인다. 대중들의 입맛에 딱 맞는 경험 대신 기묘하고 난잡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대림미술관과 전시를 후원한 세계적인 패션 

기업 구찌에게 모험적 시도였을 것이다. 하지만 서울의 대표 번화가 

종로구에 대중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독립 예술 공간들을 꺼내어 

전시함으로써 그들의 용기 있는 도전은 중심부와 주변부에 위치한 

예술 공간 간의 지리적, 철학적 경계를 허물고 문화예술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TO THE RIGHT

Matine Syms, Hapjungjigu (2018-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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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EMBLE AT HANNAM 2ND
“Artists’ Reunion in the Time of Covid-19”

b y .  Y U N A  S O N G

EVENTS  

The impact of COVID-19 on galleries is a tragedy. Due to 
the pandemic, Art Central Hong Kong, a huge art fair that 
unites art lovers from all of Asia and around the world, has 
announced its cancellation. Gallery Joeun decided to open 
its doors to allow the artists who expected to participate 
in  Art Central to show their work and make a profit. In 
addition, they keep venturing on young artists who have 
not had many chances to exhibit their work.

Under the name ‘Ensemble at Hannam 2nd’, Gallery Joeun 
showcased about 40 artworks from masters as well as rising 
artists including Jimin Chae, Sang Yoon Yoon, and Se-
Yeol Oh. Hannam-Dong is an area deeply interested in art 
culture, including various cultural facilities and art galleries, 
which made it a perfect location of the exhibition.  Through 
this ensemble of artworks gathered in Hannam-dong, 
Gallery Joeun intended to display an ensemble of paintings 
inside the gallery to replace the huge international art fair.

Artist Seyeol Oh, a painter who gets love calls from all over 
the world, was one of the artists anticipating Art Central 
Hong Kong. Born in 1945, he has gone through Korea’s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and therefore captures 
Korea’s experiences and sorrows. The main features of his 
work include numbers and various objects. At first glance, it 
is hard to tell the artist’s age, as the numbers are sometimes 
like a child’s scribble, but sometimes like a masterpiece 
having a profound aura. The familiar objects in between the 
numbers are collages of discarded waste on the street, which 
eventually led the name of the work to be ‘untitled.’ It is a 
device that helps the audience appreciate the pureness of an 
undefined piece. 

Now is when the art field, including galleries, should 
rethink their operations and venture new initiatives. As 
there are many non-face-to-face transactions taking place 
in various fields, the gallery needs to think of creative ways 
to approach the audience both online and offline. As an 
example, Gallery Joeun is showing great artworks through 
social media (Instagram, Facebook, and its website) for 
virtual visitors, but they are also continuously introducing 
new artists through the collaboration with ARTSY Hong 
Kong. Through ‘Ensemble at Hannam 2nd’, the gallery 
practiced its own form of sustainability. By introducing 
talented Korean artists to domestic and foreign art lovers 
and good international artists’ works to local art lovers, 
the exhibition served as a stepping stone for artists and art 
lovers from all over the world.

코로나19가 갤러리에 끼치는 영향은 비극과도 같다. 팬데믹 사태로 

인해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지의 미술 애호가들이 모이는 ‘아트 

센트럴 홍콩 2020’이 취소되었다. 이제는 갤러리를 포함한 예술 

업계가 운영 시스템을 재고하고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 거래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갤러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관객에게 접근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이 중요해졌다. 갤러리 조은은 소셜 미디어(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훌륭한 작품들을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홍콩의 ARTSY와의 협업을 통하여 신진 작가들을 꾸준히 

소개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갤러리 조은은 이번 아트 센트럴 2020에 참가 예정이었던 작가들의 

작품을 한곳에 모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수익 

창출에도 도움을 주었다. ‘Ensemble at Hannam 2nd’라는 이름으로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가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신진 작가들의 

작품 40여 개를 선보인다. 전시장에서 벌어지는 회화의 ‘앙상블’을 

통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우울감을 해소하도록 돕고자 한다.

1945년생 오세열 화백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모두 겪으면서 그 경험과 

애환을 화폭에 담아내는 작가이며 숫자와 다양한 오브제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처음 봤을 때는 아이의 낙서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대가의 깊은 아우라가 느껴지는 것이 작가의 나이대를 

쉽게 유추해내지 못하게 만든다. 숫자로 가득 채워진 화면 중간중간 

낯익은 오브제는 작가가 길가에 버려진 폐품을 모아 콜라주 형식으로 

작업한 것으로 작품 제목을 untitled(무제)로 지은 이유이기도 하다. 

정의를 내리지 않음으로 관객들이 더욱 순수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인 것이다. 캔버스 위에 여러 번 색을 칠하는 방식은 

꽤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농부가 밭을 갈듯 작가는 ‘노동의 맛’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화면의 밀도와 깊이를 살렸다.

갤러리 조은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확실하다. 재능 있는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해외 미술 애호가에게 소개하는 것과 해외의 좋은 

작품을 한국의 미술 애호가에게 소개하는 것. 다시 말해, 세계 각국의 

작가와 미술 애호가들의 징검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예술 업계의 지속 

가능성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다.

ABOVE
Seyeol Oh, Untitled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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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MYEONG: THE SONG THAT 
BROUGHT BACK THE MOON

“The Musical of the Original ‘Hallyu’ (Korean Wave)”

b y .  Y U N A  L E E

What if there was an audition program in the Silla Dynasty? 
<Wolmyeong: The song that brought back the moon> is the 
first original musical by Gyeongju Jungdong theater. The 
musical is a vibrant and modern re-creation from the story 
of Wolmyeongsa(월명사) from the famous Samguk yusa          
(삼국유사), which is a collection of legends, folktales, and 
historical accounts of Silla. The main synopsis incorporates 
the ancient original story with a clever twist, which is ‘Silla’s 
native song audition’. The musical, which runs from May 
12th to November 28th, captivates the audience with its 
creative interpretation of the history and culture of Silla.

<Wolmyeong> was planned as a local culture revitalization 
project of Jungdong theater. The musical’s direction is 
critically attentive to its goal of popularizing Silla’s history 
and culture. <Wolmyeong> first came to life from a creative 
spark of “What if ‘K-fever’ had existed in the past?” To 
resonate with the audience, the musical was planned to be 
centered on a topic familiar to contemporary viewers. As 
the original text and vocabulary of Silla’s native songs are 
not familiar to the public, there was a lot of consideration 
put into the re-interpretation to make it more accessible 
to the public without altering the original meaning. In 
a similar way, famous historical characters in Korean 
textbooks are selected to further familiarize the audience 
with the characters. The ‘Silla’s native song audition’ 
theme also helps to blend the historical elements into an 
intriguing, entertaining premise. Within the audition, folk 
songs remade in catchy, memorable versions are introduced, 
using various genres of modern music such as pop, opera, 
rock, hip-hop, and R&B.

신라 시대에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월명: 달을 부른 

노래>는 경주 정동극장이 선보이는 첫 창작 뮤지컬로, 경덕왕 시절 

하늘에 두 개의 해가 나타나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웠을 때 신라 승려 

월명사가 도솔가라는 노래를 부르자 괴변이 사라졌다는 삼국유사 

속 이야기에 “신라 향가 오디션”이라는 판타지적 상상력을 더해 

현대적으로 재치 있게 풀어낸 공연이다. 2020년 5월 12일부터 2020

년 11월 28까지 진행하는 이 공연은 100분간 신라 문화와 역사의 

창의적인 재해석으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뮤지컬 <월명>은 정동극장의 지역 문화 활성화 사업의 상설공연으로 

기획되었다. 신라의 문화 및 역사의 대중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월명>은 연출에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다. “신라 향가”라는 

원문의 내용과 어휘가 어렵다 보니 어떻게 하면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거듭했다고 한다. 그래서 향가 자체 원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가사로 재해석했고 

교과서에 등장할 정도로 유명하고 익숙한 인물을 등장시켰다. 거기에 

더해 “신라 향가 오디션”이라는 재치 있는 설정을 함으로써 어렵고 

무거운 역사적인 소재를 신선하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향가를 재해석하여 독특한 뮤지컬 넘버를 선보이는데, 음악 

표현에 있어 대중적이고 중독성 강한 음악으로 신라 향가가 관객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현대적 스타일의 가요, 오페라, 락, 힙합, R&B 

등의 다양한 장르를 사용했다.

EVENTS  

<Wolmyeong> strives further with unprecedented effort 
and adventurous presentation.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Silla and modern elements such as choreography, costumes, 
and stage settings are fused throughout the musical. The 
characters of Silla perform intense dancing inspired by 
modern idols at the front of the stage, reminding the 
audience of the ‘Superstar K’ audition program. Great 
consideration was given to granting the audience an 
opportunity to feel invested in Silla’s folk music, ancient 
Korean folk music, historical figures and tales through this 
musical.

<Wolmyeong> ultimately reminds us that the true Korean 
wave originated from the past, within our history. Finding 
the value of our history and translating it on stage has 
created a melting pot of our history and contemporary 
times. By weaving the modern elements into our traditions 
and folklore, <Wolmyeong> strives for a creative effort to 
sustain our historical treasures. 

뮤지컬 월명은 이외에도 파격적인 설정으로 모험적인 연출을 

시도한다. 시대에 “오디션”이라는 설정을 넣은 것뿐만 아니라, 신라 

시대의 배경과 현대적인 요소들을 융합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배경은 

신라 시대이지만 공연에 나오는 안무, 의상, 무대장치들은 다분히 

현대적이다. 신라시대 인물들은 오디션을 진행하면서 ‘슈퍼스타 K’

를 연상시키는 무대 구조물 앞에서 K-pop 아이돌을 연상시키는 

뛰어난 군무를 춘다. “<월명> 공연이 관람객들에게 신라 향가, 

고대가요, 역사적 인물, 역사적 이야기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더욱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썼습니다.” 현대적인 장치를 이용해 우리나라의 문화적 자산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는 연출가의 의도는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뮤지컬 <월명>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류열풍” 현상이 과거에서부터 

시작되었더라면 하는 흥미로운 발상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진정한 

한류는 우리 역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을지도 모른다. 역사 속 가치를 

찾아서 무대로 옮기는 작업을 통해 우리의 역사와 현대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뮤지컬 <월명>은 역사 속 자산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창조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TO THE RIGHT
PAGE 48-49

Photographs of <Wolm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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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NEUNGSAENG PARK 
CONNECT, BTS
GYEONGJU NAM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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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ter
B.F.A in Painting Art, Chungnam University, Korea
M.F.A in Painting Fine Arts, Chungnam University, Korea
D.F.A in Fine Art, Sungshin University, Korea

2010 Vertical Jump, Beijing 798 pickled Art UNITONE, China
2012/ 2013 Selected Artist, Call for Artist, Korea Cultural Center, Paris, France
2014 City wanderer, Gallery Lee, Berlin, Germany
2016 Fight, Dorossy Salon, Seoul, Korea
2018 Travelling through the seasons, THE SpaceStation Gallery, London

NEUNGSAENG PARK 
“City in Ink + Alpha” 

Known for portraying the panorama merging nature and city, Korean landscape painter Neungsaeng Park 
ventures to add his own new style to the traditional methods of painting. The settings of the paintings are not 
one location, but rather a combination of the artist’s experience after multiple visits to the settings.

자연과 도시가 융합된 파노라마를 그린 것으로 유명한 한국의 풍경화가 박능생 작가님은 전통적인 화법 외에도 자신만의 

새로운 스타일을 더하기 위해 모험을 합니다. 그림의 배경은 한 곳에 세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곳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경험들의 콜라주입니다.

b y .  H Y O U N J I  C H O I  &  H Y U N  D A  Y U

STORY

You have a BFA and MFA, both in Korean painting. How 
did you get interest in the field and what are some unique 
methods that you have developed? 

I started art with the suggestion from my high school teacher, 
and later started preparing for design school. In the process 
of preparing, I observed my father writing calligraphy with 
ink and a brush, and a sudden curiosity for Korean painting 
sparked in me. With my curiosity and the friendliness of 
ink as the medium, I decided that it was only rational that 
I major in Korean painting. In my undergraduate years I 
learned the basics and the meaning and value of Korean 
painting and developed my love for it. It was later during 
my graduate years when I got to do various experiments on 
my works. The most significant one was creating various 
material mixes by adding a small amount of soil powder to 
ink and acrylic. This became the base of my works today.

작가님은 한국화를 전공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국화를 공부하면서 찾은 독특한 

기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미술을 시작했고, 이후 디자인 스쿨에 

진학하기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잉크와 

붓으로 서예를 하시는 것을 보고, 갑자기 한국 그림에 대한 호기심이 

불붙었습니다. 한국화에 대한 저의 흥미와 재료로서 먹에 대한 

친근감을 바탕으로 ‘한국화’를 전공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했고, 

학부 시절 동양화의 기본과 의미, 가치를 배우고 그에 대한 애정을 

키워나갔습니다. 제 작품에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된 것은 대학원 

진학 이후입니다. 재료 실습을 하면서 소량의 토분, 홍, 묵, 아크릴 

등을 조금씩 사용했고, 실제로 그것이 오늘날 제 작품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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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n artist specializing in Korean Painting, it is unique that 
you merge cityscape and landscape. What is your inspiration 
behind the idea and how do you merge the two very different 
views? 

My youth was spent in nature, and I moved to the city when 
I became an adult. Therefore, I have experience in both 
environments. When I decide on a location and start the 
work, I get a rough sketch from the direct experience in 
the environment, and later on express the senses that I felt 
in the work that I make. To paint a panorama of Seoul, I 
climbed Buk-han Mountain for two years to get to know 
the city. The process and the view that I experienced were 
expressed in a panorama on a canvas.  The communication 
that I experienced with the people in the villages where I 
visited was added to the sensibility of the artwork. I call it 
‘incarnation of the place’. 

한국 회화 전공자로서 풍경 가운데 도시경관을 그리는 것은 

독특합니다. 이 아이디어의 이면에 있는 작가님의 영감은 무엇이며, 

매우 다른 두 관점을 어떻게 병합하고자 하나요?

어릴 때는 자연 속에 있었고, 성인이 된 이후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환경 모두에서 생활하면서 얻은 경험이 작품의            

‘장소성’으로 표현됩니다. 장소를 정한 후 작업을 시작하면 대략적인 

배경 스케치를 구상하고, 제가 만드는 작품에 그 장소에서 느낀 

감각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가령 서울의 전경을 그리기 위해, 저는 

그 도시를 알고자 2년 동안 북한산을 등반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마을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소통이 예술작품의 감성을 

더했고, 경험한 과정과 경치는 캔버스의 파노라마로 표현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육화된 장소성’이라고 부릅니다.

ABOVE
Neungsaeng Park, Banpodong 

(212x148cmx6ea, Korean Ink Mixed Media, 2016-2017)

Traditional Korean landscape paintings are mainly based on 
ink and brush techniques. However, you use a lot of different 
methods in your work. Is there a special reason that you use 
certain elements?

I started landscape painting using traditional media. 
However, as I transitioned from traditional landscape 
paintings to cityscapes, I experimented a lot on the materials 
that I used. A painting that was originally only drawn on 
paper with brush and ink got an addition of the use of soil 
powder to express the texture of the walls of the old and 
shabby houses. After I got great inspiration on colors from 
my trip to India, I started using primary colors such as red 
and green as the background to give a strong impression. To 
express the rough and dry image of the city, I used wooden 
sticks instead of using soft strokes with brushes, and the 
textures of old sign boards and walls were depicted by using 
oil pastel and acrylic. 

한국의 전통적인 산수화는 주로 잉크와 붓 기술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작가님은 작가님의 작품에서 다양한 매체를 사용합니다. 

작품을 그릴 매체를 다양하게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전통 산수 위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으나, 도시 풍경화로 

전환한 이후 사용한 재료에 대한 실험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 필, 묵으로 시작된 낡은 그림에 토분을 덧발라 낡고 허름한 

집의 벽 질감을 표현해 보기도 했고, 인도 여행에서 색에 영감을 

받고 빨간색, 초록색 등 원색을 배경으로 사용하여 강렬한 인상을 

남기려는 시도도 했습니다. 도시의 거칠고 건조한 이미지는 갈필과 

점으로 표현했고, 오일 파스텔과 아크릴을 사용하여 낡은 간판과 

벽의 질감을 그렸습니다.



ACCESS 56 ACCESS 57

Some of your works are not direct depictions of the landscape 
but seem surreal with overlapping time. How did you get 
inspiration for such works and how are they conceived?

My work displays a full-scale landscape in a visually 
reproduced panoramic format, excluding overly surrealistic 
and distorted images. In the world around us, the colorful 
parts of the objects  that we recognize create a series of 
associations for us with an unrepresented margin or 
abstract composition that focuses on image delivery. 
Depending on the  position of the objects I have sketched, 
the heterogeneous combination of the shapes captured from 
various points of view and the composition in which they 
are placed constitutes a unique visual language rather than 
directly reflecting the visible world. The images of cities that 
seem dwarfed compared to the huge nature, or the images 
of nature that surrounds a big city intertwine in the changes, 
and approach us mysteriously. Mystery encourages new 
relationships about the space surrounding it, whether it’s 
Mother Nature or a huge urban landscape. I walk through 
the place where I live, work, and walk through the scenes 
of everyday life and live among people. Impromptu records 
of anonymous relationships are made into works. After all, 
nature and cities coexist and circulate each other.

There are many works expressed in strong but simple primary 
colors. Why did you choose such strong colors in your work? 

The use of the colors is a natural phenomenon that has 
emerged in the process of venturing to seek differentiation 
from traditional landscape paintings. Painting in one 
certain tone conveys objects and visual experiences as if 
they were seen through a color filter. To see through filters is 
not to see the world as its original self but through a certain 
interpretation, so filters are tools that are used to look into or 
interpret a new world. Through the optical, psychological, 
and interpretive filters, it is my purpose to show the new 
ideal and story of modern landscape painting.

작가님의 작품 중 일부는 시간이 여러 번 겹쳐서 그려진 듯한 

초현실적인 작품도 보입니다. 그런 작품의 경우 어디에서 영감을 

받고, 어떻게 구상하는 건가요?

제 작품은 지나치게 초현실적이고 왜곡된 이미지를 배제한 채 

풍경도감처럼 파노라마 형식의 감각적인 풍경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변 속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들의 표상되지 않은 여백이나 추상적인 

구도로 이미지 전달과 함께 일련의 연상 작용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제가 본 물체의 사생한 위치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포착된 모양과 

배치의 이질적인 조합은 가시적인 세계를 직접 반영하기보다는 

독특한 시각적 언어를 구성해냅니다. 거대한 자연에 비해 왜소해 

보이는 도시의 모습, 대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의 모습이 변화 

속에서 뒤엉켜 우리에게 신비롭게 다가오는 겁니다. 신비로움은 

대자연이든 광활한 도시 풍경이든 그것을 둘러싼 공간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장려합니다. 제가 사는 곳을 거닐고, 발품을 팔고, 

일상의 풍경을 거닐며 사람들 틈에서 살면서 기록된 익명의 관계들이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자연과 도시는 그렇게 공존하고 

순환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하지만 단순한 원색으로 표현된 작품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강렬한 색으로 일을 채우는 것을 선택하셨나요?

색채의 사용은 전통 산수화와의 차별점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의 

결과입니다. 하나의 특정한 색상 톤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물체에 

대한 시각적 경험을 마치 컬러 필터를 통해 보는 것처럼 전달합니다. 

필터를 통해 보는 것은 세상을 원래의 자기 자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특정한 해석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세계를 새롭게 

들여다보거나 해석하게끔 필터라는 도구를 사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강렬한 색채를 통해 광학·심리·해석적인 필터의 효과를 

사용, 현대 조경화의 독창적인 이상과 스토리를 보여주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What kind of venture are you conducting? And how do you 
view sustainability in art?

My work covers various contents, including landscape and 
city scenery. My style is to set the base with the traditional 
method of brush and ink with an addition of a more 
free and individualized method. I personally use short, 
repetitive strokes and use the operation of the space based 
on methods of Western perspective. This is the result of 
seeking new ways of expression and modern interpretation 
of traditional materials. In other words, I try to find an 
expression of ink in a modern method. There are not many 
ways available to promote traditional Korean art. I hope 
more platforms like ACCESS will be created to further 
promote Korean art globally.

In Changwon, Park works as both a professor and an artist. 
He strives for newness in traditional Korean landscape 
painting and aspires for Korean art to be more well known 
and approachable to the public.

예술계에서 어떠한 모험(Venture)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예술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요?

제 작품은 풍경과 도시경관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을 다룹니다. 

표현 방식은 지필묵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을 기초로 하되, 보다 

자유롭고 개성 있게 그리는 것입니다. 더불어 짧고 반복적인 

붓터치를 사용하면서, 서양의 원근법과 투시를 바탕으로 공간감을 

시각화합니다. 이는 수묵이라는 전통 재료에 대한 새로운 표현방식과 

현대적 해석의 결과물입니다. 즉, 현대적인 방법으로 수묵의 느낌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한국의 고전 예술을 알릴 

방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잡지와 같은 플랫폼이 더 많이 만들어져서 

한국 예술을 더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이 다양화되면 좋겠습니다.

박능생 작가님은 창원에서 교수이자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 산수화를 위한 작가님의 노력만큼 한국 미술이 대중에게 

더 잘 알려지고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PAGE 53
Neungsaeng Park, Vertical Jump (Berlin)
(60x40cm, Korean Ink on Canvas, 2016)

TO THE RIGHT
Neungsaeng Park, Spain Toledo

(138x200cm, Korean Ink on Paper, Red Ink,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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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ngsaeng Park, Seoul City

(103x211cm, Korean Ink on Canvas, 2015)

STORY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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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did you select contemporary art as a medium for 
connecting different cities and audiences from all over the 
world?

Contemporary art has the power to connect different 
ideas across boundaries such as nationality, generation, 
and gender. It compresses philosophical, aesthetic, and 
scientific knowledge of a particular age into a kind of 
poetry and passes it down to future generations. However, 
contemporary art does not simply reflect the value of the 
time but it also goes against the tide and serves as a catalyst 
for the public to be tolerant towards the value of the 
peripherals of our society. In other words, contemporary art 
teaches us to think beyond the boundaries that distinguish 
the mainstream and non-mainstream, enabling us to 
view the peripheral part of our society. For these reasons, 
contemporary art surely is the best medium for conveying 
the philosophical values such as “positivity to diversity” and 
a “wish for the little” pursued by BTS. 

Were there any hardships while directing the exhibitions held 
in 5 different cities with different time zones?

The process of directing “CONNECT, BTS”, which connected 
5 cities and 22 artists, was an everyday crisis. We had to 
intersect the five time zones to cope with the unexpected 
situations that would occur due to the difference in systems 
and practices of five regions. In addition, the requirements 
of the artists were also different. For instance, requirements 
of the technological-based artists and performance-
based artists were different. The artists who present non-
materialistic works must take care of details all the way from 
the material selection to the local implementation of the 
technology. Thus, full acknowledgement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cities and the artists was necessary for us to 
take the first step of this journey. 

“CONNECT, BTS”가 서로 다른 도시들과 대중들을 연결하기 위하

여 현대미술을 채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현대미술은 국적, 세대, 젠더와 같은 다양한 경계를 넘어 서로 다른 

생각을 연결합니다. 한 시대의 철학적, 미학적, 과학적 지식을 한 편

의 시와 같이 압축된 형태로 미래세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작품을 보며 르네상스 시대를 해석

할 수 있는 것처럼 현대미술은 시대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현대미술은 시류를 반영하는 것을 넘어 이에 저항하기도 하며 주류

의 경계를 벗어나 비주류의 관점에서 세상을 관찰하는 방법을 가르

쳐주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주류에 편승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변두리에 위치한 가치들의 철학적 의미까지도 탐구하는 자세가 현

대미술을 다른 매체로부터 차별화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대미술은 대중들의 사고가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흘

러갈 수 있도록 하는 시대의 촉매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5개의 도시에서 전시를 디렉팅하시며 겪으신 어려움이 있다면 소

개해주세요. 

5개의 도시와 22명의 아티스트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연결하는 과정

은 날마다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지역별 서로 다른 제도, 관행, 일

정 등의 충돌로 생길 예기치 못할 상황에 5가지 시간대를 넘나들며 

소통해야 했습니다. 아티스트마다 요구사항 또한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작품을 제작하는 작가와 퍼

포먼스를 통한 작품을 선보이는 작가들은 요구사항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비물질적인 경험을 선보이는 작가는 특정 브랜드의 재료 

선정부터 현지에서의 기술 구현 문제까지 다양한 디테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통해 볼 수 있듯, “CONNECT, 

BTS”는 도시와 아티스트 간의 차이를 사전에 이해하지 않고는 앞

으로 나아갈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From January 14, 2020, under the philosophical values that BTS has pursued, “CONNECT, BTS”, a large-scale 
public art project, kicked off in Serpentine Gallery in London, UK. Daehyung Lee, the art director of the project, 
recalls how the participants of the project shook their heads at the unrealistic timeline and scale. However, 
potential synergy between the contemporary art scene and the global cultural phenomenon led by BTS turned 
their concern into expectation. Through BTS as a huge global cultural platform, contemporary art took an 
active step towards the public, allowing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to observe the moments of hardship and 
achievements of the journey. Despite the concerns, venturous collaboration between BTS and the contemporary 
art community successfully set up the milestone that directs the world to a desirable type of connection. 

2020년 1월 14일 런던 서펜타인 갤러리에서 “CONNECT, BTS”의 막이 올랐다. “CONNECT, BTS”는 BTS가 추구하는 철학 

아래 5개의 도시에서 개최된 전시를 통해 전 세계인들 간의 연결고리를 생성한 대규모 공공 미술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의 

디렉터 이대형 대표는 전시를 서로 다른 환경, 시차 속에서 준비하고 개최해야 했기에, 프로젝트의 참여자들은 비현실적인 프

로젝트의 규모와 진행 방식에 고개를 내저었다고 전한다. 하지만 “다양성에 대한 긍정”, “작은 것들에 대한 소망”이라는 BTS

의 철학 앞에 그들의 걱정은 현대미술계의 새로운 모험에 대한 기대로 변화하였다. BTS라는 채널을 통하여 전 세계인들이 여

정의 고난과 성취의 순간에 주목하였고, 현대미술은 일반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다. 국경과 시간 개념을 뛰어넘어 소

개된 “CONNECT, BTS”가 새롭게 제시한 21세기의 연결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함께 알아보자. 

STORY STORY

www.connect-bts.com

Daehyung Lee 李大衡 (b. 1974, Korea)
Art Director
MA in Curatorial Studies from Columbia University in New York 
BA in Art Studies from Hongik University in Seoul 

Director of Hzone
Art Director of “CONNECT, BTS”
Board of directors of Nam June Paik Cultural Foundation
Art Director of Korea Research Fellow 10 X 10
2009 Curator of Korean Eye Moon Generation at Saatchi Gallery
2013~2019 Art Director of Hyundai Motor Company 
2017 Curator of “Counterbalance: The Stone and the Mountain” at the Korean Pavilion, La Biennale di Venezia 2017 
2018~2019 Jury of the STARTS Prize

CONNECT, BTS
“Redefining the Connection, Connect, 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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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What is the definition of “Connection” within the “CONNECT, 
BTS”? 

Meaning of connection found in “CONNECT, BTS” 
is “Connecting different values.” How individuals and 
communities view the world tends to be amicable to the 
ideas within the large circle they have drawn but often hostile 
towards the culture, beliefs and values positioned outside 
the ring. Contrary to this tendency, BTS’s philosophy and 
its solidarity with the ARMY draw a very inclusive circle 
which was also the reason why the project could win the 
support of the participants despite its unrealistic scale. The 
circle the project formed was not a circle that excludes the 
outer domain but a circle composed of small circles and 
dots, thereby forming the rhizome type of solidarity. The 
project formed the connection between the participants 
and the exhibitions through their difference rather than 
commonality. This way of defining connection made 
people rethink the fundamental role of art in facilitating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from different cultural 
spheres. 

Furthermore, “CONNECT, BTS” was not a mere 
content-wise connection between music and art. It was 
a collaboration that was held to present people with a 
comprehensive world view that enables them to be attentive 
to the voice of the peripherals. The project suggested a 
desirable model of collaboration that does not force music 
and art to be artificially harmonized but provides an 
environment where two fields could support each other as 
a context.

What role did BTS play in “CONNECT, BTS” and how did 
BTS affect the level of project planning? 

Above all, the philosophical values pursued by BTS, such 
as “respect for diversity” and “the small but precious value 
of the periphery,” were the core values of the project, and 
the project proceeded by answering the philosophical 
questions derived from such values. Also, BTS together 
studied the participating artists, where leverage in the field, 
originality, variety of the participants were comprehensively 
considered. Through video call, BTS introduced each artist 
by asking questions about their reason for participating 
in “CONNECT, BTS” and their works on behalf of the 
audiences all over the world, and letter exchanges between 
the two sides became valuable evidence of collaboration 
between music and contemporary art. 

“CONNECT, BTS”가 정의하는 연결이란 무엇인가요? 

“서로 다른 가치를 연결하는 것”이 “CONNECT, BTS”가 정의하

는 연결입니다. 개인, 집단 그리고 우리 사회는 생각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이는 원 내부의 영역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

곤 하지만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보이는 원 바깥의 영역을 향해

서는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BTS의 철학과 ARMY의 연대는 대단히 포용적인 원을 그리고 있

습니다. 이는 하나의 원의 형태가 아닌 작은 원과 점들을 서로 연

결하는 리좀 형식의 연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CONNECT, BTS”가 비현실적인 시차와 물리적 거리에도 큐

레이터들과 작가들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같

은 이유에서입니다. 프로젝트는 참가자들과 전시들을 공통점이 

아닌 차이점을 통해 연결함으로써 서로 다른 문화권 사람들의 소

통을 돕는 예술의 근원적인 역할을 일깨웠습니다.

   

이번 “CONNECT, BTS”는 음악과 미술이라는 컨텐츠 간의 단

순한 연결이 아닙니다. 대중들이 잊고 있던 다양성의 가치와 우

리 사회 주변부의 목소리까지도 경청하는 포용적인 세계관을 더

욱 많은 사람들에게 제시하기 위한 협업으로, 서로 다른 두 분야

의 인위적인 조화가 아닌 독립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서로의 의미

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컨텍스트(context)로서 서로를 지지하

는 형태를 올바른 협업의 모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CONNECT, BTS”에서 BTS는 어떤 역할을 맡았으며, BTS가 프

로젝트 기획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다양성에 대한 존중”, “주변부의 작지만 소중한 가치” 

등 BTS가 추구해온 철학적 가치는 “CONNECT, BTS”의 핵심 화

두였으며, 프로젝트는 가치 아래 생성되는 철학적 질문들을 답하

며 나아갔습니다. 또한, 작가 선정 단계에서 다양성과 오리지널

리티, 해당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BTS와 함

께 참여 작가들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화상 통화를 통하여 

BTS는 아티스트들의 프로젝트 참여 동기와 그들의 작품세계에 

관한 질문을 하여 참여 아티스트들을 대중들에게 소개하였습니

다. 그리고 그들의 최종 편지 교환은 음악과 미술의 역사적인 협

업을 상징하는 소중한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TOP TO BOTTOM
Jakob Kudsk Steensen install image of Catharsis 

(2019-20). Photo_ Hugo Glendinning

Jakob Kudsk Steensen, 
Catharsis (2019-2020) © 2019 courtesy of the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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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 Veronica Janssens, Green, Yellow and Pink
Artificial Fog, Green, Yellow, and Pink Filter
Dimensions Variable, 2017
Courtesy the Artist and Esther Schipper, 
Berlin, Photo © Jang Ju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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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introducing contemporary artworks through a 
popular platform, BTS, what changes have been made in 
contemporary art in our society, or in public perception? 

Even though contemporary art has been playing a crucial 
role in expanding people’s scope of thought, such a 
valuable experience is often enjoyed only by a limited 
group of people in reality. “CONNECT, BTS” provided 
an environment where more people could readily be 
interested in and learn about contemporary art. Through 
the project, contemporary art scene actively got close to 
the audiences with the hope that democratic expansion 
of creative experience would develop individuals and 
society as a whole to view the world in a more inclusive 
and tolerant way. 

ACCESS is a cultural magazine covering the artists, spaces, 
and events that have implications for sustainability in terms 
of culture and art. What attitude or effort do you think the 
artists or art directors need to carry on for sustainability of 
contemporary art?
 
For contemporary art to be sustainable, we must not be 
negligent in expanding the base of art that many more 
people can experience. In this context, “CONNECT, BTS”, 
enabled the contemporary art community to deliver the 
value of art, which we have long been trying to present to 
larger audiences. We should not forget that the value of 
contemporary art that drives the values of our age does 
not reside inside the box called contemporary art but 
should be located outside the box, where reality occurs. 

For both BTS and the contemporary art community, 
“CONNECT, BTS” must have been such a venturous event. 
What form and direction do you think contemporary art 
should take?  

I will continue to discover and arrange an environment 
for contemporary art to live in. Beyond the level in which 
contemporary art becomes a subject, it is crucial not to 
forget that the essential role of contemporary art is to 
broaden the horizon of the public as a methodology to 
understand the world. Once people think the artwork 
outside of the gallery, the potentiality of contemporary 
art will extend to the milieu wherein the artwork is 
surrounded. Art today will continue to innovate only if 
we consider both the visible, such as physical artworks, 
and the invisible forms of arts, like philosophical reasons 
behind the works. 

BTS가 “CONNECT, BTS”를 기점으로 아티스트에서 문화 예술 플랫폼

으로 탈바꿈했다면, 현대미술이 BTS라는 대중적인 플랫폼을 통하여 소

개되며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나요? 

현대미술은 사람들의 생각의 외연을 넓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오

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경험이 매우 제한적인 사람들이 누리

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거대한 시대적 물결을 만들어낸 

BTS의 영향력을 통하여 전 세계의 보다 많은 사람이 현대미술에 관

심을 가지고 미술관을 방문하고 학습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현대미술

이 능동적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현대미술계는 “CONNECT, 

BTS”를 통해서 창의적 경험의 민주적인 확장과 우리 사회의 개인과 집

단이 세상을 보다 포용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방향을 제시할 것을 기

대하였습니다. 

ACCESS는 지속가능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는 아티스트, 공간,      

이벤트 등을 취재하는 문화예술 매거진입니다. 현대미술의 지속가능성

을 위하여 아티스트들과 아트 디렉터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노력해야 하

고 또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대미술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

는 예술의 저변을 넓히는 시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CONNECT, 

BTS”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미술이 

전달하고자 노력해온 예술의 가치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시대의 가치를 이끌어가는 현대미술의 가치는 현대미술

이라는 박스 안쪽이 아닌 박스 바깥의 현실 속에 존재함을 잊지 말아

야 합니다. 

“CONNECT, BTS”는 BTS와 현대미술계 모두에게 굉장히 새로운 시도

이자 모험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렉터님께서 앞으로 그려나

가시고자 하는 현대미술의 미래는 어떠한 모습과 형태인지 궁금합니다.

현대미술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발견하고, 창조하는 일을 계

속할 것입니다. 현대미술이 단순히 주제가 되는 단계를 넘어 하나의 방

법론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창문

으로서 대중의 인식 지평을 넓히는 역할 말입니다. 현대미술의 본질적

인 역할을 이해한다면, 현대미술의 잠재성은 작품이 들어 있는 그림이

나 갤러리에 국한되지 않고 작품을 둘러싼 환경 어디에서든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현대미술은 그만큼 창의적이고 포용적일 수 있으며, 작품의 

눈에 보이지 않는 철학적 가치를 모두 고려할 때 오늘의 예술은 혁신

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STORY

BELOW
Tomas Saraceno, <Fly with Aerocene Pacha(에어로센 파차)>, 2020, 
Courtesy of the Artist and Aerocene Foundation Photography 
by Studio Tomas Sarace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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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ject not only demonstrated how BTS could work 
as a cultural platform making contemporary art accessible 
to a larger set of audiences, but also lit up the role of the 
contemporary art in conveying the voice of the peripheral 
in our society. At the moment, the team of “CONNECT, 
BTS” is arranging the publication of “CONNECT, BTS” that 
embodies the core values of the project. Through such efforts, 
“CONNECT, BTS” will be archived as the monumental 
moment that demonstrated a cultural platform with respect 
for diversity, resisting the movements that defined society 
under a singular standard.

프로젝트는 BTS가 단순히 아티스트가 아닌 예술에 대한 접근 장벽을 

낮추어 주는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주변부에 위치한 개인과 집단의 목소리까지도 전달

하는 21세기 현대미술의 역할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프로젝트의 마지

막 전시는 막을 내렸지만, “CONNECT, BTS”는 프로젝트의 핵심 가

치를 담은 출판을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CONNECT, 

BTS”는 사회를 획일화된 기준에 맞추어 정의 내리고자 했던 움직임에 

맞서 연결성을 재정의한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ABOVE
Ann Veronica Janssens, Green, Yellow and Pink
Artificial Fog, Green, Yellow, and Pink Filters
Dimensions Variable, 2017
Courtesy the Artist and Esther Schipper, Berlin, Photo © Jang Jun-Ho

TO THE RIGHT
Ann Veronica Janssens, Rose
7 Light Projectors, Artificial Haze, Pink Filters, 2007
Courtesy the Artist and Esther Schipper, Berlin, Photo © Jang Ju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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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ju.knps.or.kr

Namsan is a mountain that rises to the south of Gyeongju City, the capital of Silla Dynasty. It consists of 40 valleys and mountain 
streams flowing down from the two peaks of Geumobong (468m) and Gowibong (494m). As a home to many cultural and historical 
remains, Mount Namsan Belt is a part of the Gyeongju historic area which was added to the UNESCO World Heritage sites in 2000.

GYEONGJU NAMSAN
“The Museum Without Walls” 

Gyeongju was the capital of the Silla dynasty, which ruled the peninsula for almost 1,000 years. Lying at the 
southern center of the city is Gyeongju Namsan, a mountain that bears testimony to cultural achievements of 
Korean art thousands of years ago. With its natural beauty, different historical monuments, and most of all, 
remarkable concentration of Korean Buddhist art, Namsan is visited by 500,000 people a year. For this issue, 
ACCESS introduces Gyeongju Namsan, looking at this open-air museum to give us insights about cultural 
sustainability.

“남산에 오르지 않고서는 경주를 보았다고 할 수 없다.” 옛 신라의 수도인 경주시 남쪽에 우뚝 솟은 남산은 그 변화무쌍한 

계곡과 기암괴석들, 다양한 역사 유적, 그리고 수많은 불교문화 유적 덕분에 노천 박물관이라고 불린다.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경주 남산은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수많은 방문객에게 대체 불가능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이번 ACCESS 7-2호에서는 신라 천 년 동안 한국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한 경주에, 그 문화의 지주가 되는 

문화재로 가득한 남산을 소개한다.

STORY

b y .  J O O H Y U N  L E E

Mount Namsan contains the flowering culture of Silla 
dynasty in various forms, such as sculptures, stone relics, 
and temples. Its excavated Buddhist monuments include 
53 stone statues, 64 pagodas, 16 stone lanterns, and 122 
sites of temple ruins. This shows that Namsan, for Silla 
contemporaries, was more than a mere mountain but more 
of a holy land for religion and art. Other than Buddhist 
monuments, cultural artifacts such as rock-cut relics, 
stone engravings, tomb groups, wells, and a group of stone 
banner poles are also situated in Namsan, demonstrating 
the natural and animistic arts of Silla in pre-Buddhist times. 
All these monuments together are significant in showing 
the development of Korean sculpture and architecture. 
Moreover, Namsan is home to important historical sites. 
The mystic birthplace of Park Hyeok-geose, the founder 
of Silla, Namsan Mountain Fortress, Poseokjeong Pavilion 
site, and Seochulji Pond are all located at the foot of the 
mountain.

경주 땅에 살던 신라인들에게, 남산은 단순한 산을 넘어 신앙의 

의미였다. 화백 회의가 열리기도 하였고, 왕과 귀족, 화랑들이 

행차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올라와 불교 신앙을 다지는 

곳이었다. 이를 보여주듯 이 돌산의 40여 개 계곡과 산줄기들에는 

122여 곳의 절터, 53여 구의 석불, 64여 기의 석탑, 16여 기의 석등을 

포함해 수많은 불교 문화재가 산 곳곳에 아주 높은 밀집도로 산재한다. 

당대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불교 문화재가 이렇듯 높은 밀집도로, 

그것도 돌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전 세계를 통틀어 유일무이하다. 

또한, 남산은 다양한 음각 석조 벽화나 석조 건축물 등 불교가 자리 

잡기 이전의 한국 문화를 보여주는 문화재들 역시 품고 있다. 이러한 

문화재들은 독특하고 뛰어난 신라 시대의 예술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한국의 석조 및 건축 문화사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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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graphs of Gyeongju Namsan
(Photographed by Kyung Ho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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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ing Mount Namsan is an experience that can never be 
found in a typical hike. In the gorgeous scenery of Korean 
mountains, we can encounter the coexisting artistic 
expressions in 1,000-year-old historical sites. Among 
many hiking trails, its Samneung to Yongjanggol course 
is renowned for exceptional beauty and significance. It 
includes different historical sites such as Yongjangsaji, 
where Kim Siseup wrote the first Korean fiction in history, 
Keum-oh Sinhwa. Beautiful Buddhist artworks also mark 
the course. Statues and sculptures such as Seated Rock-
carved Buddha and Seated Stone Buddha of Yongjangsaji 
show the sophisticated art of Silla in its golden age. 
Pagodas like Yongjansaji Three-storied Stone Pagoda and 
Neumbibong Five-storied Stone Pagoda incorporate the 
mountain itself in their artistic forms. 

Acknowledged for its authentic values, the Mount Namsan 
Belt was designated as a UNESCO Cultural Heritage site in 
2,000. The heritage of Namsan, as a whole, conveys the long 
history and the entirety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art, portraying the value of Gyeongju Historic Areas as the 
capital of Silla Dynasty. Now, the 1,000-year-old ruins and 
carvings of Namsan are in their original forms of beauty, as 
they were mostly maintained without interference. Little 
restoration has been done, only under scientific evidence 
and deep excavation. 

The value of Gyeongju Namsan lies in how its variety 
of heritage sites harmonizes with nature. Besides its 
high artistic level, Namsan demonstrates for us the long 
coexistence of humans and nature on this peninsula. 
People of Silla achieved outstanding human culture within 
nature but still preserved its beauty. On flat rocks they 
built temples; on mountaintops they erected pagodas; yet 
they never cut mountainsides nor reclaimed valleys. As 
the center of early Korean culture and art for more than a 
thousand years, Gyeongju Namsan leaves us an important 
clue about what cultural sustainability should be.

문화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남산은 신라 수도의 중심에 서서 

신라의 흥망성쇠를 함께 했다. 신라 첫 왕인 박혁거세 탄생 설화가 

전해지는 우물인 나정부터, 박혁거세 이전 서라벌의 여섯 촌장을 

모신 사당인 양산재, 신라 왕도의 요새였던 남산신성, 삼국유사 속 

소지왕의 전설을 담은 서출지, 그리고 신라 말기 경애왕이 후백제의 

견훤에게 기습을 받은 포석정까지. 경주 남산은 신라 수도로서 

경주가 가지는 역사 문화적 가치를 담고, 한국 역사와 문화의 빠질 

수 없는 부분을 모아 자연 속에서 보여주는 집합체이다. 따라서 

남산을 방문하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단순한 등산을 넘어서서 

오래전 신라인들의 숨결과 예술혼을 느끼고, 자연 속에 공존하는 

인간 문화의 정수를 만날 수 있다.

속속들이 가볼 만한 곳을 품고 있는 남산이지만, 그중에서도 

방문객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곳은 삼릉에서 용장골로 이어지는 

코스이다. 이 코스에서는 옥보고가 가야금을 연주하던 금송정, 

김시습이 한국 최초의 소설로 여겨지는 금오신화를 저술한 장소인 

용장사지 등 다양한 역사 유적을 볼 수 있다. 또한, 불교 문화재 

등 문화 유적 역시 다양하다. 용장사지 삼층석탑은 남산에서 가장 

멋진 위치에 우뚝 선 아름다운 탑이라는 평을 받고 있으며, 늠비봉 

5층 석탑은 돌산인 남산 자체를 그 기단부로 삼고, 경주 남산의 

탑 중에서 유일하게 5층으로 만든 특별한 탑이다. 석불을 보자면, 

그 목이 없음에도 위풍당당한 신라 전성기의 예술을 보여주는 

삼릉계 제2 사지 (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 남산의 마애여래좌상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용장사지 마애여래좌상 등이 있다. 앞의 

예시들에서 알 수 있듯, 남산의 문화재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신라 

예술이 산속에 자연과 함께 녹아들어 있어 더욱 특별하다.

경주 남산은 이 땅에서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함께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자연지형에 새기거나 자연을 그대로 이용해서 인간 

문화를 지었음에도, 남산의 유적에는 자연과 함께 숨 쉬고 자연을 

귀하게 여기는 신라인들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진다. 평평한 바위 

위에는 절을, 높은 봉 위에는 탑을, 불상을 새기기에 적정한 바위에만 

불상을 세우고, 산을 깎거나 계곡을 메우는 일이 없었다. 이러한 

경주 남산이 지속가능성에 시사하는 점 역시 남다를 것이다. 신라가 

세워진 기원전 57년부터 통일신라가 멸망하는 서기 57년까지, 

남산은 산 전체가 그야말로 한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이었다. 1000

년이 지난 지금, 세월의 흔적과 함께 현대의 우리를 맞이하는 남산을 

통해, 문화재 보전, 자연과 문화의 공존, 문화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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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 Potato Space for Brand Democracy

When one looks closely at the streets of Seongsu-dong, also 
known as the the Brooklyn of Seoul, one can find a batate 
(German for sweet potato) in a basement space that used 
to be a sticker factory. Der Batate is a brand collaboration 
platform and the space for members of brand community Be 
my B. With diverse events and exhibitions, the space bustles 
with people who want to venture into trying new concepts and 
learn about branding. 

서울의 브루클린이라 불리는 성수동 거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스티커 공장이었던 지하 공간에 데어 바타테(독일어로 ‘고구마’)가 

있다. 데어 바타테(der Batate)는 브랜드 협업 플랫폼이자 브랜드 

커뮤니티 Be my B 멤버들을 위한 공간이다. 이곳은 항상 다양한 

이벤트와 전시를 통해 새로운 컨셉을 시도하고 브랜딩에 대해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The founders of der Batate Woo Seungwoo and Cha 
Sangwoo were well-recognized individuals in a global 
brand consulting company, but instead of creating a brand 
consulting startup they ventured to create a company called 
Watermelon with the vision of brand democracy. They then 
created a platform called Avocado, a community called Be 
my B, and finally, a space called der Batate where the ideas 
that were only virtually discussed could be realized. The 
founders think that brand is something that anyone can 
make, and anyone can become a brand. Der batate exists to 
further provoke the sparks of ideas that people have.

데어 바타테의 우승우, 차상우 대표는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브랜드 컨설팅 스타트업 대신 “브랜드 민주주의”라는 

자신들의 독특한 비전을 담은 Watermelon이라는 회사를 과감히 

시작했다. 이후 Avocado라는 플랫폼, Be my B라는 브랜드 커뮤니티, 

마지막으로 상상 속 브랜딩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공간인 

데어 바타테(der Batate)를 만들었다. 누구나 브랜드를 만들 수 

있고, 누구나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두 대표의 가치관 아래, 데어 

바타테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아이디어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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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 a real batate, der Batate is located in the basement. On 
the path down to the basement, there is a shovel hanging 
on the wall that evokes excitement, and sweet potatoes 
and farming supplies are set up in front of the logo wall. 
Around the main wall are four sections: B; Maker Zone, 
B; Setter Zone, B; Brander Zone, B; Player Zone. Although 
the areas are connected, each area has a specific purpose. B; 
Maker Zone is an area where anyone can become a maker 
and create anything related to brands. Various workshops 
on making brand goods take place. B; Setter Zone is an 
area for the brand community Be my B. All members can 
freely use the space and also take part in the talk sessions 
that can open. B; Brander Zone is a brand collaboration 
space where brands meet. It is where der Batate meets with 
other brands to create new values by hosting events such as 
exhibitions. Lastly, B; Player Zone is where anyone who has 
creative ideas regarding brands can actualize their idea in 
the area. Some previous examples are flea markets where 
one can become a brand or a brand trip exhibition where 
people share insights on brands within the context of the 
trips they went on. The accumulation of experience in each 
section will help individuals create a strong foundation for 
venturing into creating a brand.

A modern person comes in contact with countless 
numbers of brands each day. When one realizes oneself and 
differentiates from others a brand shines. For the branding 
community to be sustainable, it is important to have a 
platform to give new enterprises and individuals various 
insights, success know-how, and chances to intimately 
participate and create. Furthermore, to make a sustainable 
brand, der Batate is making sure to create a space where 
customers can experience and create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 brands. 

진짜 “바타테”처럼 데어 바타테는 지하실에 위치해 있다. 지하로 

내려가는 길 벽에는 삽이 걸려 있고, 지하실에 들어서고 나면 공간의 

로고가 새겨진 벽 앞에 실제 고구마와 농사 도구들이 설치되어 있다. 

공간은 중앙을 기점으로 B; Maker 존, B; Setter 존, B; Brander 

존, B; Player 존 4개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 구역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각자 다른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B; Maker

에서는 누구나 메이커가 되어 브랜드와 관련된 어느 것이든 만들 수 

있다. 브랜드 상품 제작에 관한 다양한 워크숍이 열리기도 한다. B; 

Setter는 브랜드 커뮤니티 Be my B를 위한 구역이다. 모든 회원은 

자유롭게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오픈된 회담에 참여할 

수 있다. B; Brander는 브랜드와 브랜드가 만나는 협업 공간이다. 

여기서 데어 바타테는 다른 브랜드와 만나 전시 등의 행사를 개최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낸다. 마지막으로 B; Player는 브랜드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분야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이다. 기존 사례로는 개개인을 브랜딩 

한 플리마켓이나, 여행을 매개체로 브랜드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브랜드 여행 전시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데어 바타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각 구역에서의 활동을 통해 브랜드 창조라는 

모험의 기반이 될 경험을 얻게 된다.

 

현대인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브랜드를 접한다. 그렇기에 브랜드가 

빛나기 위해서는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되면서 고유의 가치가 드러나는 

순간이 필요하다. 브랜딩 커뮤니티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과 개인에게 다양한 통찰력과 성공 노하우, 그리고 친밀하게 

참여하고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데어 바타테는 앞으로도 고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브랜드와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더 많은 브랜드들의 성장을 도울 예정이다. 

PAGE 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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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graphs of der Ba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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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and Building Art: Architectural Venture into the Local

Architecture to some people may seem totally different from 
other creative mediums, as it is centered on utility and 
rationale above mere abstraction or expression. It could also 
be perceived to be a narrow field, constructing only buildings 
and their exterior. In this issue, ACCESS visited DRAWING 
WORKS, an architecture firm that seeks to expand the 
horizons and possibilities of architecture as a medium. With 
a unique philosophy and approach to design, DRAWING 
WORKS creates architectural ‘art’, collaborating with different 
artists and spanning genres and mediums to awaken within 
the viewer a love for nature. Through their projects they seek 
to contribute to their local environments, the public, and the 
future, and offer a vision of what ‘sustainable architecture’ 
should and could be. 

건축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지속가능한 건축이란 무엇일까? 건축은 

추상보다는 실용과 합리를 다루며 타 예술과 다른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며, 특정한 건물 하나의 외장만을 짓는 좁은 분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번 호에서 ACCESS는 건축 스튜디오 드로잉웍스와의 

만남을 통해 건축 분야에 대한 생각을 확장하고, 예술로서 그리고 

지속가능성으로서 건축의 가능성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As its name suggests, what DRAWING WORKS does is 
not different from other creative art and design works. 
It first starts with latent, abstract, and artistic concepts, 
then moves on to give architectural shapes to the ideas. 
The abstract original and the realistic concrete may easily 
fall out with each other in architecture, but the architects 
of DRAWING WORKS try to fill the gap and never bury 
their conceptual ideas and creativity. Moreover, they do not 
constrain themselves in a single field, and collaborate with 
different artists. Going further from architecture in a narrow 
sense, DRAWING WORKS covers interior design, works 
on various creative projects, and participates in exhibition 
works such as Object of Coexistence. At the same time, 
DRAWING WORKS never forgets about their specialty, 
what they can do as architects, different from other artists. 
They remember and stress that what they are building is not 
one object, but the whole “location”. 

드로잉웍스의 지론은 건축은 예술과 마찬가지로 창의적이며 또한 

추상적인 것을 풀어내는 작업이라는 것. 다소 모호할 수도 있는 

예술에 비해 현실적인 건축에서 초기 컨셉과 실제 실무 간의 간극은 

커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건축 실무에서 ‘컨셉’의 단계는 

소모되고, 심지어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드로잉웍스 공동 대표 

김영배 건축가는 이러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껴, 건축 작업도 그 

아이디어의 출발이 다른 예술과 다르지 않다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즉 예술이지만 그것을 건축물로 드러내는 것, 

컨셉에 집중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에 주목한다. 

이것은 드로잉웍스가 건축과 인테리어의 구분 없이 초기에 설정했던 

컨셉을 실내의 분위기까지 이끌어가려고 노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BELOW AND PAGE 83
Drawing Works, Little Assisi 

(Sharing Kitchen, 2020)
(Photographed by Jeonghwan Lee)

ABOVE
Drawing Works, One House 
(Private House, 2018-2019)

(Photographed by Jaekyeo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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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분야를 넘나드는 프로젝트 그리고 예술 작가와의 협업은 

당연히 드로잉웍스 초미의 관심사다. 오래된 상가 건물을 재조명하는 

Heterotopia, 지역 리서치 프로젝트 RE;BORN 속 작업 Object of 

Coexistence 등 드로잉웍스는 다양한 전시에서 건축 스튜디오로서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왔다. 건축의 분야를 확장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2018년 서초구 양재공원에 

재능기부로 세운 ‘일상의 추념’이 그 예시. 이는 2011년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의 추모비로 편의를 위한 건축이라기보다 예술과 조형 쪽에 

가깝다. 하나의 오브제가 규모로 과시하는 기존의 추모비와 다르게 

‘일상의 추념’은 오브제 자체가 작고 단순하게 정리되어 있다. 대신 

원래 있던 나무들과 햇빛 등 자연에 맞추어 오브제를 만들고 데크를 

쌓아 그 공간 전체를 추모의 공간으로 만든다. 이렇게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 공공에 기여하는 것, 그리고 전체적인 영역성에 

집중하는 것은 드로잉웍스의 또 다른 특징이다.

드로잉웍스의 최근 작업 중 하나인 ‘리틀 아씨시’에서도 이러한 

드로잉웍스만의 색깔을 엿볼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공유부엌이라는 

테마 아래 성북동의 노후화된 주택 공간을 재건축했다. 오래된 

건물의 시간성에 영감을 받아 너와와 벽돌 등을 쌓아 시간의 적층을 

표현했다. 기존 주택의 구조와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면서 주변 동네와 

골목에 어울리게끔 하였다. 동시에 새로운 이미지를 심는 것 역시 

놓치지 않았다. 건축주의 요청대로 이탈리아 순례 지방인 아씨시 

마을의 분위기를 내주는 재료와 구조를 선정하여 디자인적으로 

새로움을 주었다.

일상의 추념이 시(市)를 위한 오브젝트이고 리틀 아씨시가 대중을 

위한 공유 공간이라면, 2018~2019년에 진행한 One House는 개인 즉 

한 사람을 위한 건축물로 사람이 사는 집이다. 이 프로젝트는 영동의 

산 중턱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하며 주어진 대지가 협소했다. 건축 

스튜디오의 숙명, 다른 예술가들과 다르게 건축주 즉 클라이언트의 

조건 하에 그 요청을 수행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극대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드로잉웍스는 주어진 조건을 적극 활용하며 드로잉웍스의 

색깔 역시 충분히 드러내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캔틸레버 구조와 

곡면 벽, 제작 가구를 활용해 공간을 확보하고 실용성을 높였으며, 

둥근 외벽의 모습 그리고 내부의 파노라마 곡면 유리를 통해 산속 

숲의 정경을 주택 내부로 끌어들였다. 친환경 자재를 이용했고, 주택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의 관계가 숲으로의 확장과 어우러지게끔 

완성해냈다.

One project that shows this aspect of DRAWING 
WORKS is Memory of Everyday (2018), a memorial 
they’ve worked on as a talent donation to contribute to 
the public. Placed in Seoul Yangje Park, it memorializes 
Woomeon Mountain landslide of 2011 which took away 
the lives of sixteen people. Unlike common memorials, 
Memory of Everyday is far from overwhelming the visitors. 
Rather, it has a relatively small size and moderate details. 
With the object itself minimized, DRAWING WORKS 
established a “space” where the object stands on stair-
like platforms. Moreover, DRAWING WORKS built the 
memorial adjusting to nature, not cutting down a single 
tree and considering the original environment of trees and 
sunlight. Therefore, it became a location of a horizontal 
and natural yet somber atmosphere, where people can 
easily enter and pay tribute to the memories of everyday 
life for the deceased.

While Memory of Everyday is a public contributing 
artwork, One House (2018-2019) in Yeongdong is a small 
and private “house” up in mountain just for “one” person. 
Still as an artwork but with special constraints, One 
House was thus built under consideration of the client’s 
demands, condition of the original site, and carrying 
out architectural beliefs of the studio in sustainability. 
Thinking how a person can be harmonized with nature 
in the given conditions, DRAWING WORKS achieved 
both functional and artistic success. Monumental shape, 
nature-friendly construction materials, and practical yet 
beautiful layouts that bring attention to natural beauty… 
The house is the embodiment of the venturousome style 
and firm philosophy of DRAWING WORKS.

The continued philosophy and another venturesome 
design can be observed in one of their most recent works, 
Little Assisi (2020). Little Assisi is a sharing kitchen in 
Seoul, transformed from an old building. To express the 
time it passed through and its new theme of sharing, 
DRAWING WORKS decided to keep the old structure 
while changing the whole surface and interior, also 
making it fit to the local atmosphere of the town. Various 
motives of piles and stacks were used, in consideration of 
both the building’s past and the future. For DRAWING 
WORKS, the project was an inflection point in design, 
with its free and dynamic look and warm impressions. As 
in nature there is harmony of within variety, DRAWING 
WORKS now strives to incorporate different styles while 
still pushing their balanced color and clear philosophy.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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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WORKS believe that it is their job and 
responsibility to strive and venture for sustainable 
architecture. From design and function to the harmony 
with nature and public contribution, DRAWING WORKS 
carefully consider every element of architecture. However, 
most of all, they remember that they are establishing the 
atmosphere of the whole town through every project. 
Asked of their main concerns, architect Kim said it is to 
keep their color and philosophy in each different project 
condition. We are relieved and excited to hear this 
response, because it means they will strive to remain as 
a venturous studio despite possible challenges. Thinking 
of both the past and the future, considering responsibly, 
and drawing the locality in artistic concepts, DRAWING 
WORKS continue their effort to redefine their own 
“sustainable architecture.”

드로잉웍스의 건축가들은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모든 건축가의 역할이라고 말한다. 그렇기에 드로잉웍스가 제시하는 

지속가능한 건축은 책임감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을에 집 한 채를 

짓더라도 단순히 그 건물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의 

역사와 지속적 분위기를 건축가가 만든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성을 기반으로 사고하고 새로운 것들이 추가되었을 

때 벌어질 먼 미래를 바라보는 예측을 하며 주변과 같이 상생하고 

공유하는 건축, 그것이 바로 드로잉웍스가 제시하는 지속가능한 

건축이다.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최대의 고민을 묻는 질문에 

드로잉웍스 건축가들은 이러한 방향성과 드로잉웍스만의 일관적 

색깔을 어떻게 매 작업물에 녹여낼지가 고민이라고 답했다. 이 

대답을 듣고 오히려 기쁘고 안심되는 것은, 이것이 매번 다른 

건축주와 대지 그리고 닥쳐올 많은 도전에도 드로잉웍스가 

그들만의 방향성을 가지고 모험을 멈추지 않을 것을 의미하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와 미래 모두를 고려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연과 

소통하고 공공에 기여하는 예술 스튜디오. 드로잉웍스는 앞으로도    

그들만의 “지속가능한 건축”을 향한 여정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STUDIO

ABOVE
Drawing Works, Memory of Everyday (Memorial, 2018)
(Photographed by Hanul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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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y .  H Y E S O O  C H U N G

The Essential Venue for Hipsters: A One-of-a-Kind Convenience Store

All those hip vibes you want are here in  Nice Weather. 
From fashion, groceries, and daily supplies to cosmetics, 
furniture, and various other merchandise, all are available 
in this groundbreaking convenience store. It’s jam-packed 
with unusual products and lots of charming and attractive 
goods which would both touch your sentiment and suit your 
preference. The name “Nice Weather” was given after the 
childhood reminiscence of stepping into a convenience store, 
which presented positive vibes just like the pleasant mood 
of a nice day. This is the right place in which the younger 
generation will want to shop. 

“힙하다”라는 단어는 요즘 어딜 가나 빠짐없이 등장하는 키워드 

중 하나이다. 최근 방송 매체나 SNS 상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로, 트렌디하고 최신 유행에 민감하거나 개성이 강한 것을 

일러 “힙[hip]하다”라고 한다. 소위 말하는 힙한 분위기, 힙한 

상품 모두 나이스웨더에서 볼 수 있다. 나이스웨더는 의류, 식품, 

생활용품에서부터 화장품, 가구에 이르는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을 

제공하면서 문화적 성격을 지닌 브랜드로 가득 채웠다.

STUDIO

“Existing convenience stores are no longer convenient for 
our generation” is the awareness that Nice Weather used to 
design their project, which is planned for the young who 
regard consumption as part of a cultural activity and a means 
of expressing their ego. Nice Weather urges us to focus on 
our life by providing cultural contents, such as records, 
furniture, design magazines, and more, which reflect our 
daily consumer habits and lifestyle and thus elevates the 
standard of living. It is an “innovative convenience store” 
since it has a distinct difference from existing convenience 
stores. Among its products are not only the essentials we 
buy in convenience stores, but also trendy merchandise we 
would want to purchase like LPs, aroma candles, art posters, 
and more. What is equally clear is that Nice Weather did not 
begin as a form of a fashion brand nor a lifestyle select shop. 
It was rather aimed to be launched under the conception of 
a convenience store, so it tends in the direction of adhering 
to the standard of maintaining the items of existing 
convenience stores.   

“현존하는 편의점은 더 이상 우리 세대에게 편리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부터 나이스웨더는 탄생했다. 소비를 문화 행위이자 

자아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여기는 현 세대에게 맞도록 기획하고 

설계되었다. 우리가 소비하는 일상 소비재와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문화 콘텐츠, 예를 들어 레코드, 가구, 디자인 매거진 등을 함께 

제공하여 주거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를 하는 것이 바로 나이스웨더의 

목적이다. 이렇게 실제로 편의점에서 소비하는 물건들 외에 현시대에 

유행하는 문화 콘텐츠와 기획도 제공하기 때문에 ‘신개념’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고 한다.

TO THE LEFT
Exterior of Nice Weather

BELOW
PAGE 88-89

Interior of Nice W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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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makes Nice Weather so unique is that besides offering 
trendy items, it also provides the space for special events 
such as exhibitions, concerts, and seminars. Unfortunately, 
since social gatherings are restricted due to COVID-19, it 
is an upsetting situation where the initial plans cannot be 
realized. Nice Weather longs for its project to be fulfilled, 
to the point where it could finally embrace itself as an 
“innovative convenience store.” Moreover, Nice Weather 
is a brand by CNP Company; several of its food brands 
have entered the global market in America. In addition to 
this, Nice Weather awaits an opportunity to accelerate its 
overseas expansion after COVID-19.

In this way, Nice Weather is attempting venturesome 
projects by continuously finding a perfect balance to satisfy 
its customers with unique tastes and still be a comfortable 
convenience store. With these passionate goals, we have an 
expectation that Nice Weather can sustain its aimed-for role 
as an “innovative convenience store.”

나이스웨더는 편의점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아티스트의 갤러리, 

공연장, 세미나 공간 등의 역할로도 활용된다는 점에서 새롭다. 물론 

현재는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를 실행할 수 

없어, 오픈 초기에 기획한 주변 아티스트의 이벤트, 로컬 라디오 

방송, 창업 세미나 등의 콘텐츠를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콘텐츠를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개념’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보아, 기획적인 공간의 역할을 빨리 수행하고 싶다고 한다.

나이스웨더는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시도하면서 고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게 지속적으로 고객을 만족하게 할 방법을 찾고 있다. 현재 

단골손님도 늘어나는 추세이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새로운 물품 발매 

및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한다. "신개념 편의점"인 나이스웨더는 

물리적 소비와 정신적 소비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브랜드로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STUDIO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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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DONGSEO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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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D O N G S E O N  L E E

b y .  H Y E S O O  C H U N G

ID.EIGHT은 국제 커플인 이동선 디자이너와 제품 매니저 줄리아나가 

런칭한 이탈리아에 기반을 둔 혁신적인 패션 브랜드이다. 그들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생각하는 패션 브랜드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기존 패션 산업의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을 

하며 젠더 구분이 없는 브랜드를 만들고자 했다. 이 브랜드의 핵심 

키워드인 정체성(Identity)에서 ID를 따오고, 지속가능성과 연관이 

깊은 무한대(Infinity)에서 따온 숫자 8을 조합해서 ID.EIGHT이라는 

브랜드 이름을 만들게 되었다.

Shoes made of pineapple leaves and apple skins? These unusual 
fruit wastes are the prime materials that one distinctive 
startup, ID.EIGHT uses. This creative and sustainable project 
comes from Dongseon Lee, a Korean designer, and Giuliana 
Borzillo, an Italian product manager, a multicultural couple 
who founded ID.EIGHT  in Italy as an innovative  start-up. 
This modernized brand name “ID” came from the word 
“Identity” as an eco-sustainable fashion brand, and “EIGHT” 
came from “8” as the sign of “Infinity”. 

GLOBAL

두 사람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 ‘지속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부합하는 소재를 찾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았다. 유럽에서 

열리는 다양한 국제 소재 박람회를 다니며 환경에 대해 비슷한 

생각을 하는 신소재 개발 업체들을 찾아 나섰다. 그중 사과 껍질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신소재를 만드는 업체, 와인 공정에서 나오는 

포도껍질 쓰레기를 재활용한 소재를 만드는 업체, 파인애플 수확 

후 버려지는 잎들을 수거하여 소재를 만드는 업체가 ID.EIGHT의 

신발을 만드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협업을 시작했다. 이동선 

디자이너와 줄리아나는 생산지로 이탈리아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제조과정에서의 수송 에너지 낭비를 피하고자 유럽에 베이스를 둔 이 

업체들을 선정했다고 한다.

ID.EIGHT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먼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소통하기 

시작했다. 로고부터 아이디어 스케치 과정까지, 그들이 누구이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꾸밈없고 진실되게 풀어나가면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났다. 첫 컬렉션 샘플이 나오고 

열었던 자축 런칭 파티에 방송 및 지역 신문, 인터넷 매체, 잡지사 등이 

취재를 하러 오면서 생각지 못한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기금 모금을 시작한 지 20시간 만에 목표치를 

달성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동선 디자이너와 줄리아나는 크라우드 

펀딩을 단순히 자본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고 나아가 소통의 

통로로써 활용하기 위해 시작했다. 그들이 사용한 크라우드 펀딩의 

특성상 로컬에만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출된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ID.EIGHT이 국제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었다.

After Dongseon and Giuliana had confirmed their brand 
concept, they spent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searching 
for materials that accorded with the values they pursue. They 
found a couple of startups that develop new materials that 
strive for sustainability. They decided to collaborate with the 
startup companies in Europe that produce Piñatex, made 
from discarded pineapple leaves grown in the Philippines, 
Vegea textile and apple-skin, sourced respectively from the 
bio-polymerization of pomace and the inedible parts of 
apples.

ID.EIGHT initiated communication via social media 
mainly in Italy. Through social media, Dongseon and 
Giuliana talked frankly about who they are, what they do, 
and showed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logo and the 
idea sketches of their products. As people showed interest 
in them, they held their first collection launching party 
and eventually obtained a lot of unexpected attention from 
crowds of reporters who came to cover the story. Moreover, 
through crowdfunding, they achieved their goal within 20 
hours. They utilized crowdfunding not only as a means of 
raising capital but also as a means of communication. One 
characteristic of the crowdfunding that they used, is that 
it has a strong advantage of gaining global exposure. This 
platform gave them a glimpse of the potential of being an 
international 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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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D.EIGHT의 가장 모험적인 부분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사업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패션 산업 유통구조에서 오프라인에 

더 중점을 두게 되면, 오프라인 매장 입점에 따라 유통단계에서 한 

단계를 더 거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진다. 가격 상승은 

더 많은 사람이 ID.EIGHT에 가까이 다가갈 기회를 줄이고, 그만큼 

브랜드가 가진 철학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어지기 때문에 

온라인 사업에 더 치중한다고 한다. 그들의 또 다른 혁신은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생각을 제품에만 국한하지 않고, 패키징부터 

배송과 사후 처리까지 360도 모든 면에 적용했다는 점이다. ID.EIGHT

의 상품이 담긴 슈즈박스 역시 재활용 종이로 만들어졌고 배송업체 

또한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배송용 패키징으로 에너지 절약에 

힘쓰면서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실천하고 있다.

이동선 디자이너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하면 디자인보다는 기능성에 더 치중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런 생각의 틀을 깨고 예쁘고 정교한 디자인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는 ID.EIGHT의 

메시지를 더 많은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One of the most venturesome features of ID.EIGHT is that 
it places greater emphasis on online business than offline. 
The reason is that if they focus on offline services in the 
context of a fashion industry distribution structure, a price 
increase is inevitable since it would go through a higher 
distribution level due to launching offline shops. The price 
increase would reduce the number of people who could 
shop at ID.EIGHT, and to that extent it would interfere 
with Dongseon and Giuliana conveying their philosophy 
to a large number of people. Another innovative feature 
of ID.EIGHT is that it applies eco-sustainability not only 
to the product itself but also from packaging to shipping 
and after treatment, striving to practice its values in every 
aspect. The shoebox is made of recyclable paper and the 
selected transportation enterprise uses recyclable materials 
for shipping packaging, making an effort to save energy in 
all ways.

Dongseon observes that many people still think eco-friendly 
products are concentrated much more on functionality than 
design. He wants us to break away from that perception, 
asserting that ID.EIGHT’s goal is to forward its message 
of sustainability with its refined and stylish designs being 
loved by more people.  

PAGE 92
TO THE LEFT
Photographs of ID.EIGHT products

PAGE 93
Photograph of Dongseon Lee and Giuliana Borzi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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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TRENDS 
& INSPIRATION
#DALGONA: THE TAG THAT LAUNCHED A THOUSAND POSTS
PARASITE, DREAMS COME TRUE
ARTIST’S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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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VID-19 pandemic has brought about a new 
normal, of that there is no doubt. One of the unanticipated 
consequences of the outbreak has been a vast increase in 
personal time indoors. Afternoons that were perhaps once 
spent outdoors at a park or socializing together with friends 
have been replaced by time at home, whether alone, with 
family, or even with unfortunate roommates stuck together 
with no respite from each other and the dirty dishes slowly 
piling up in the sink. 

With this sudden abundance of free time indoors comes 
new and old ways of amusing oneself and filling (or killing) 
time. For many, labor and time-intensive activities like 
baking, cooking elaborate meals, knitting, sewing, and so 
on have become hobbies of choice. For others, it’s a trend 
known as ‘home cafés’, where people use their free time 
to create, display, and film beautiful homemade café-style 
concoctions they would typically not have had the luxury to 
make at home. One of the creations to come out of this trend 
is ‘dalgona coffee’. Also known as an Indian cappuccino or 
beaten coffee, this drink combines plain instant coffee, 
sugar, and hot water at a 1:1:1 ratio and involves the 
rigorous beating of this mixture to create a foam similar in 
texture and color to ‘dalgona’, a type of Korean snack. This 
mixture is then poured on top of or mixed in with water or 
milk to create a kind of coffee drink. If you’ve beaten an egg 
white to get meringue before, dalgona coffee is sort of like 
that, but with…coffee. 

b y .  S O O  H Y U N  H WA N G  &  H Y U N  D A  Y U

코로나19는 의심의 여지 없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가져왔다. 그 

발병에 대한 예상치 못한 결과 중 하나는 사람들이 실내에서 보내야 

하는 개인적인 시간이 몇 배로 늘어난 것이다. 한 때 공원 등 야외에서 

보내거나 친구들과 어울렸던 오후는 집에서 혼자, 가족과 함께 혹은 

불행한 룸메이트들이 쉬지 않고 딱 붙어 있는 시간이 되어 더러운 

접시들이 싱크대에 천천히 쌓이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이렇게 많은 실내 자유시간이 생기면서 그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새로운 방법이 생겨나거나 이전부터 존재했던 클래식한 방법들이 

다시 유행했다.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빵 굽기, 정교한 식사 요리, 

뜨개질, 바느질 등의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 가능한 취미 중 

하나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더불어 ‘홈 카페’라고 알려진 새로운 

트렌드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여가 시간에 집에서 만들 

수 없었던 아름다운 수제 카페 스타일의 음료를 만들어 집 한쪽의 

공간에 전시하고 촬영한다. 이런 트렌드에서 등장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달고나 커피’이다. 인도산 카푸치노나 비트커피로도 알려진 

이 음료는 담백한 인스턴트 커피와 설탕, 뜨거운 물을 1:1:1 비율로 

배합한 것으로 한국 과자의 일종인 ‘달고나’와 비슷한 색상의 거품을 

만들어낸다. 그러고 나서 이 혼합물을 물이나 우유 위에 붓거나 

섞어서 일종의 커피 음료를 만든다. 만약 전에 머랭을 만들기 위해 

달걀 흰자를 열심히 휘저은 적이 있다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달고나 커피는 비슷한 방식이지만, 커피로 만든 것이다.

With COVID comes our new normal: a new way of thinking 
about free time, what it means to truly practice self-care, 
and a different way of looking at social media and forming 
networks of communication wholly online; of interacting 
with posts and trying them at home yourself as a means of 
feeling like you’re still connected, still human. During the 
early stages of the COVID-19 pandemic, the recipe gained 
recognition on online social media platforms like Twitter 
or YouTube, but where it really took off was when K-pop 
idols, now unable to perform or promote in the usual way, 
took to apps like V Live or Tiktok to making dalgona coffee 
as content for their fans. Even in the rest of the world, this 
drink is known, thanks to the influence of K-pop idols and 
Korean internet culture, as ‘dalgona coffee’; proudly Korean, 
innovative, delicious.  

코로나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었다. 이는 자유시간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 진정한 자기관리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기에 

충분했다. 또한,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을 통해 소통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다른 방법을 만들어냈다. 예를 들면 달고나 커피와 같은 

유행 콘텐츠로 상호 작용하고 집에서 그런 콘텐츠들을 직접 따라 

하면서 자신이 여전히 사람들과 소통하는 ‘인간’의 느낌을 받고자 

노력하는 것처럼 말이다. 달고나 커피 레시피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트위터나 유튜브 같은 온라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 레시피가 인기를 끌게 된 것은 더 이상 일반적인 

방법으로 공연하거나 홍보를 할 수 없게 된 K-pop 아이돌들이 V 

Live나 Tiktok 같은 앱에서 팬들을 위한 콘텐츠로 달고나 커피를 

만든 후였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 음료는 K-pop 아이돌과 한국 

인터넷 문화의 영향 덕분에 ‘달고나 커피’로 알려졌다. 자랑스럽게도 

한국적이고, 혁신적이고, 맛있다.

“#Dalgona: The Tag That Launched a Thousand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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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first time in the Korean film industry, Parasite, 
directed by Joonho Bong, was awarded the Palme d’Or at the 
Cannes Film Festival and won four Oscars in 2020 for Best 
Picture, Directing, International Feature Film, and Writing. 
The moment when the winner of the award was announced 
was definitely monumental in that it was the first time that 
a non-English language film won the Oscar for Best Picture. 
The crew received a standing ovation from all the actors, 
actresses and directors who attended the award ceremony. 

Why are people all over the world so enthused about 
Parasite? Bong introduced it as “the comedy without 
clowns, a tragedy without villains”; one of the points that 
makes the film so special is the fact that it does not merely 
shed light on economic class division in Korean society. 
The film moves beyond simply asking, “Why do the rich 
only get richer and the poor, poorer?” Instead of depicting 
the rich as the evil and the poor as the good, through the 
dramatic conflict between different strata or the tragic life 
of the lower class, the film projects the uncovered scenes 
of our reality wherein the boundaries between the social 
divides are crossed and intermingled.

As the world paid attention to the film, the Korean media 
and public started to reevaluate the it. Right after the 2020 
Academy Awards were broadcast by the media from all over 
the world, the craze of watching the Parasite again swept the 
country, gathering audiences of over a thousand. Outside 
Korea, the song “Jessica”, an addictive tune that appeared 
in the scene where the siblings cunningly memorize their 
false backgrounds through a song to be hired as the tutors 
for a wealthy family, was a hit. Driven by such popularity, 
Parasite was also suggested to be reproduced as a drama 
series in the United States, which once again proved its 
excellence and worldwide popularity. 

'기생충'은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고, 2020년 오스카에서 작품상, 국제영화상, 감독상, 

각본상까지 총 4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는 

비영어권 영화가 수상하는 첫 작품상으로, 한국 영화계뿐만 아니라 

비영어권 영화계 전체에 기념비적인 순간을 선사했다. ‘기생충’의 

배우들과 봉준호 감독을 포함한 제작진들은 시상식에 참석한 모든 

배우와 유수의 감독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다.

그렇다면, ‘기생충’이 전 세계인들로부터 그토록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을 “광대가 나오지 

않는 코미디, 악당이 나오지 않는 비극”이라고 소개했다. ‘기생충’이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은 이유 중 하나는 빈익빈 부익부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한국 사회를 권선징악의 고착화된 틀에 주조하는 데에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매체들이 주목하지 않는 동일 

계층 간의 혐오, 불분명한 계층 간의 경계선 등을 조명함으로써 계층 

간의 갈등을 재해석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가 ‘기생충’에 주목하자 국내 매체와 대중들은 영화를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2020년 오스카 시상식에서의 4관왕 소식이 

국내외 매체로부터 전해지자, ‘기생충’ 재관람 열풍이 불어 많은 

관람객이 다시 극장을 찾기도 했다. ‘기생충’의 인기는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국외에서는 영화에 등장한 두 남매가 자신들의 

거짓된 소속을 외워 부잣집 아이들의 과외 선생님으로 고용되기 위해 

제작한 노래 ‘제시카 송’ 열풍이 불기까지 했다. 이와 같은 세계인의 

관심을 입증하듯, ‘기생충’이 미국의 드라마로 리메이크될 것이라는 

소식 또한 전해졌다.

Even though Parasite received four Academy Awards and 
the Palme d’Or at the Cannes Film Festival for the first 
time in Korean history, director Joonho Bong and the 
Korean film community still have a long way to go for 
popularization of Korean films and to break the bias against 
non-English films. Taking a leap from the moment when 
Parasite was selected out of the great candidates, ACCESS 
hopes Korean films can become further recognized by the 
world and continue writing the history of actualizing the 
dream and hope of younger generations.

이렇듯, '기생충'은 계층 간 갈등에 대한 신선한 해석과 이례적인 수상 

기록을 통해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그럼에도, 

봉준호와 한국 영화계의 여정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세계적인 

감독과 작품들과의 경쟁에서 채택되었던 순간에서 나아가, ACCESS

는 ‘기생충’을 필두로 한국 영화가 독창성을 인정받고 영화계 내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무는 데에 앞장설 수 있길 바란다.

ABOVE
Illustration by La Boca, Parasite Poster (2019)
(Movie produced by Barunson E&A and distributed by Curzon Artificial Eye)

b y .  Y O O J E O N G  K I M

“Parasite, Dreams Com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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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제작을 할 때 영상을 보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색감이 

좋은 영화 추천 드립니다. <리틀보이>, <어톤먼트>, <HER>, <러빙 

빈센트>, <위대한 게츠비>, <문라이즈 킹덤> 등 떠오르는 영화들을 

나열해봅니다. 따뜻한 색과 미장센이 좋은 영화들이라, 작품을 제작할 

때 도움이 되는 영화랍니다.

Watching videos helps a lot when drawing. I recommend 
movies with sensuous color use, including Little Boy, 
Atonement, Her, Loving Vincent, The Great Gatsby, and 
Moonrise Kingdom. They all are good movies with warm 
colors and mise-en-scenes, so they are helpful when 
producing works.

We asked our interviewees,
What is your “pick” for inspiration?

M O V I E

Hyunjung Kim

저는 잡지를 많이 읽습니다. 원래 잡지를 좋아하기도 했고 

과거 <GQ>라는 잡지에서 일한 경험 때문인지 한달에 최소 

10권 정도의 잡지는 보는 것 같아요 최신 트렌드를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너무너무 많지만 에디터라는 전문가들이 

엄선한 큐레이션 역량이라든가, 특정 주제를 풀어내가는 

기획력 등은 잡지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I read a lot of magazines. I used to like magazines, 
and I think I read at least 10 magazines a month 
because of my past experience working for a 
magazine called GQ. There’s so much information 
to get the latest trends and curations selected by 
editors.

저는 머리속으로 끝없이 ‘WHY’를 묻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 

킹덤을 보면서 동일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이라 

할지라도 만든 시기에 따라 한복의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다르지? 한복 트렌드가 

반영된건가? 물론 딱히 정답이 있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집요하게 질문하고 생각함으로써 생각하는 

관점과 날선 감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I endlessly ask WHY in my head. Recently, I watched 
Netflix Kingdom and thought about why historical 
dramas set in the same era look different in style 
depending on the time they were made. Of course, 
there is no specific answer for this. However, through 
the process of persistently asking and thinking about 
yourself, I think I maintain my view of thinking and 
sense of sharpness.

M A G A Z I N E

“ W H Y ”

Seungwoo Woo

Sangwoo Cha

der Batate

der Batate

ABOVE
Image from LA Times
Directed by Baz Luhrmann, The Great Gatsby (2013)
(Movie distributed by Warner Bros. Pictures)

b y .  H Y U N  D A  Y U

“Artist’s Pick”

CULTURAL TRENDS & INSPIRATION CULTURAL TRENDS & INSPIRATION

ABOVE 
Hyesoon Lee, Compliance & Rejection (1st Skywalk Project)

(Photograph from Access Magazine Vol.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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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C E S S  A W A I T S  Y O U . 

Have you enjoyed this issue of ACCESS? Discover and 
discuss more artists, events, and trending news at our Facebook 

page & Instagram.

We will post important notices such as the magazine themes, 
publication date, and the distribution sites of the copies of our 

magazine.

facebook.com/accesscs2
instagram.com/accesskorea

Youtube Channel ACCESS MAGAZINE

accesscs2.org

Copyright © 2020 Global Alliance of Marketing & Management Associations. All Rights Reserved.

ACCESS Trade Mark registered in S. Korea by Global Alliance of Marketing & Management Associations: 
Registration Number (40-1560676), Registration Date (Jan. 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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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9-8600

Mercedes-AMG GT 4-Door Coupé 

Mercedes-AMG GT 43 4MATIC+ 2999cc / 2070kg / 9G-TRONIC / 복합연비 8.8km/ℓ (도심연비 8.1m/ℓ, 고속도로연비 9.7m/ℓ) / 5등급 / CO₂배출량 199g/km
Mercedes-AMG GT 63 S 4MATIC+ 3982cc / 2155kg / 9G-TRONIC / 복합연비 7.7km/ℓ (도심연비 6.7m/ℓ, 고속도로연비 9.2m/ℓ) / 5등급 / CO₂배출량 231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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