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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IMITED

Sustainability now is more than just a matter of waste
management. From fine art to fashion, to housing, and
to lifestyle… Our movements towards sustainability
go beyond the limits. Everywhere on everything, the
word “sustainability” drives us to move endlessly for
the future. In this issue, ACCESS would like to share
the sustainability which is beyond our imagination but
is among us as art and culture. Supporting our infinite
creativity for a sustainable Earth, here we begin ACCESS
8-2 “Unlimited.”
지속가능성은 이제 단순히 쓰레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술, 패션, 주거,

AROUND THE CULTURE

일상까지… 지속가능성을 향한 우리의 움직임은 한계를 넘어 모든 분야를
아우르며, 미래를 위해 무한히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ACCESS “Unlimited”는 상상해보지 못한 지속가능성, 그것이 문화가
되고 예술이 되는 삶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우리의 무한한 상상력을 응원하며, ACCESS 8-2호를 시작합니다.

JOOHYUN LEE

- AC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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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UND THE CULTURE

“Dreaming the Unlimited,
Believing in the Greatest Possibility of Us and Korean Art”
by. JOOHYUN LEE

“Crisis is what makes us stronger, and limitation is what brings us to broader imaginations.
Indeed, the greatest possibility within and before us.”

Here we are in 2021, in the unending trajectory of one thing after another. Pollution, climate change,
and virus... The problems are endless, but so is our power against them. Under the global crisis, all the
barriers that stand in our way have become meaningless, let them be race, gender or age. Despite the
constraints of time and space, we have found a way to jump over and fight against the wall. Crisis is
what makes us stronger, and limitation is what brings us to broader imaginations. Indeed, the greatest
possibility within and before us.
And as always, art represents and gives us the power to live on this era. Emerging artists soar high
above the limits, showing our boundless potentials. There’s Jong-mi Wang of PLEATS MAMA who
gives new birth to abandoned plastic, while there’s Tae-young Kim who even crosses the genre rules
of makeup. There also are cultural events that unfold the infinity that we could ever imagine. Hansung
Motor Dream Gream pursues the virtuous cycle of Korean art, and <SF 2021: A Fantasy Odyssey>
connects us to another future through the world of old futures called SF. Meanwhile, we can’t leave
out the studios with big dreams, such as Local Stitch that gathers creators to share and communicate
and with each other. Needless to say, we always have the virtuoso artists of Korean culture and art
who keep us stay strong. Suk-nam Yoon challenges herself and draws her-story at the age of 82, as
Tae-hyung Kim moves hearts of the audience with his unique view of art and society.
Our current Korean art cannot be put in a single word. In this dreamlike world running toward
infinity, we no longer draw any limits. Yes, there is no such an issue that has been fully resolved.
However, what we can say for sure is that we will keep on living, and that art will always be at the
forefront of us. For sustainable art, life, and happiness, we would never stop expressing. We dream the
unlimited. We are un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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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UND THE CULTURE

2021년, 우리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궤적을 지나는 중이다. 쓰레기 문제, 기후 위기, 코로나19… 우리 앞의 문제는
끝이 없지만, 이에 맞서는 우리의 힘 역시 그렇다. 전 세계적인 위기 아래, 우리는 인종, 젠더, 나이 등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배웠다. 시공간의 제약 속에서도, 우리는 그 벽을 뛰어넘어 우리를 함께 대항할
방법을 찾아냈다. 위기는 우리를 오히려 굳세게 만들어주었고, 한계는 우리에게 더 넓은 상상력을 열어주었다.
그야말로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 앞에 열린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예술은 이 시대를 대변하며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더해주고 있다.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플리츠 마마의 왕종미 그리고 메이크업이라는 장르의 규정마저 넘나드는 김태영 같은 신진
아티스트들은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게 해준다. 상상할 수 없던 무한을 펼쳐내는 프로젝트도 있다. 한국
예술의 선순환을 그리는 “한성드림그림”부터, SF라는 오래된 미래들의 세계를 통해 또다른 미래에 접속을 시도하는
<SF 2021: 판타지 오디세이>까지. 우리는 이들 프로젝트를 통해 한계를 넘어 표현하고, 비상한다. 한편, 다양한
창작자들이 모여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로컬스티치 등의 스튜디오는 더 큰 꿈을 그리며 끊임없이 성장해 나간다.
물론, 한국 문화예술의 굵직한 아티스트들 역시 여전히 우리 곁에서 힘을 주고 있다. 82세의 나이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고 ‘나’와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는 거장 윤석남과, 보장된 공학도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연극에 뛰어든 연출가 김태형. 이들은 모두 스스로의 한계를 깨고 무한히 도전하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현 한국예술은 특정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다. 무한대로 가고 있는 이 꿈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한계를 그리지 않고 함께 나아간다. 2021년, 아직 완전히 해결된 문제는 무엇 하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매일같이 살아갈 것이며, 성장할 것이고, 그 최전방에는 언제나 예술이 있으리라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삶,
지속가능한 예술, 지속가능한 행복을 위해, 우리는 표현하고, 우리는 상상한다. 우리는, 무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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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 JONG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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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 Jong Mi
Director of Business and Design of PLEATS MAMA
~2018 Team Leader of Knitt Promotion Company
2018~ CEO of PLEATS MAMA

WANG JONG MI
“PLEATS MAMA:
Rebellion of Eco-Friendly Design”

Jong-mi Wang, CEO of ‘PLEATS MAMA,’ designs bags and
clothes using a special knit made of extracted thread from
wasted plastics bottles. Unlike typical eco-friendly products,
those from ‘PLEATS MAMA’ are famous for their signature
design which does not fall behind other fashion brands.
We can even notice their unique pleated design when you
see someone holding it. Most fashion products are either
pretty or eco-friendly. It is hard for them to satisfy both
requirements. However, Jong-mi Wang’s design perfectly
destroyed this common idea. Now, let us introduce Jong-mi
Wang, who suggested a new method to utilize plastic wastes
to pursue a sustainable life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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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츠마마’의 왕종미 대표는 폐페트병에서 추출한 원사로 이루어진
니트를 활용하여 가방이나 옷을 만든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친환경 제품과 달리 ‘플리츠마마’의 가방과 옷은 다른 패션 브랜드에
지지 않을 정도로 세련된 디자인으로 유명하다. ‘플리츠마마’만의
독특한 주름 디자인은 길거리에서도 확연히 알아볼 수 있다. 흔히
패션 상품은 디자인이 예쁘거나 친환경적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지 두 개의 조건 모두를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하지만 왕종미
대표의 디자인은 이 편견을 완벽하게 부숴버렸다.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플라스틱 쓰레기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제안한 왕종미 대표를 만나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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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 N G J O N G M I

b y. H A N E U L C H O I

You planned a business that makes a bag with wasted thread
at first, then how did you come up with the idea of using
recycling thread from plastic bottles? Are there other options
for materials?

처음에는 버려지는 실로 가방을 만드는 사업을 구상하셨는데, 어떻게
페트병에서 재활용 원사를 추출하시는 생각을 하셨나요?

I came up with the idea of making bags from the wasted
thread when I was working at my previous job. I was a
designer of a subcontracting company that deals with
orders from conglomerates. There were many cases when
thread orders suddenly got canceled. Then, our company
had to burden those stocks. Almost hundreds of millions of
materials are wasted.

버려지는 실로 가방을 만드는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는 예전에 일하던

By this process, I found that Hyosung TNC produces
polyester threads, which are ‘regen,’ extracted from wasted
plastic bottles. I wanted to make wool bags made of those
thrown threads. However, it is limited to make bags with
remaining materials because of unstable supply. So, I
searched for eco-friendly threads that I can stably get and
asked several places by calling. I was surprised that they
showed interest and kindness because I contacted them
recklessly. In this way, the ‘regen’ of Hyosung TNC that I
met by call with the information desk was a ray of light for
me. I have kept this relationship well until now.

이러한 실이 아까워 버려지는 실을 사용한 울 소재의 가방을 만들고

As ‘PLEATS MAMA’ pursues sustainability, what part do you
care about the most when designing a product?

회사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대기업에서 들어오는 주문을
처리하는 하청 회사의 디자이너로 일했어요. 실을 발주해 놓았는데
갑자기 주문이 취소되는 일이 많았죠. 그러면 저희 회사에서 그
재고를 떠안았어요. 가격으로만 따지면 억대에 달하는 재료가 낭비된
셈이에요.

Many people miss that it is not only a thread or material that
affects the environment but also the design of a product. For
example, it wastes more than we imagine when we make
products with various patterns and silhouettes. We have to
use multiple colors of thread by patterns, and we cannot use
them later since we have to cut thread and fabric at every
point where the color changes. Therefore, we make a design
that protects ‘minimal’ by reducing pattern and design. We
use the linking method in the normal weaving process to
minimize wastes. In fact, we waste no more than 1cm of
fabric when producing PLEATS MAMA bags. We carefully
consider the color sense and shape to make it fashionable
just by minimal design. That is how PLEATS MAMA
fashionably maintains zero-waste.

많은 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시는 부분은, 원사나 재료뿐만

The slogan, ‘Look chic, be eco,’ ‘PLEATS MAMA’ pursues
fashionable design. We can see lots of products with bright
and refined color senses. Do you consider specific target
customers for kinds of colors and shapes?

플리츠마마는 ‘Look chic, be eco’라는 슬로건을 내세울 만큼,

싶었어요. 그런데, 남는 재료를 활용해 제작하기에는 남는 실의
안정적인 공급이 불가능했어요. 이에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 친환경 원사가 어느 것이 있을까 찾아보고, 이곳 저곳 직접
전화를 통해 문의를 드렸어요. 효성티앤씨가 폐페트병에서 추출한
폴리에스테르 원사인 ‘리젠’을 생산한다는 것도 이런 과정을 통해
알아냈습니다. 무작정 연락을 취했고, 제 생각해 관심과 호의를 보여
주셔서 놀랐어요. 이렇게 안내 데스크 통화를 통해 만난 효성티앤씨의
‘리젠’은 저에게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연을 잘
이어 오고 있어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만큼 제품 디자인을 할 때 가장 신경하거나
유의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PAGE 12
Plastic: the main material of PLEATS MAMA
TO THE RIGHT
Plastic: the main material of PLEATS M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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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TS MAMA does not limit target customers by certain
ages. I want this brand to be beloved by everyone of every
age. That is why the age groups of PLEATS MAMA’s
customers are diverse. But I can say that those bright and
fancy colors of PLEATS MAMA are made out of my needs.
After I left my job as I started raising children, I realized
that I need to go out more than I expected. I needed a bag
to hold my stuff when I visited somewhere nearby. I wanted
to wear comfortable, simple, and achromatic clothes, and
belongings are not many but, I did not want to put them
all in my pocket. At the same time, I did not want to give
up fashion. Doesn’t everyone feel the same way? I started
this business with the thought of making a bag for those
moments.

아니라 제품의 디자인 역시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에요. 가령,
다양한 패턴과 실루엣을 적용하여 상품을 제작할 때에는 생각하시는
것 이상의 쓰레기가 발생해요. 패턴에 따라 다양한 색상의 원사를
사용해야 하고, 그 색상이 바뀌는 지점마다 원사와 직물을 끊어야 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패턴과 디자인을
최소화하여 ‘미니멀’을 지키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조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링킹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대부분의 플리츠마마 가방은 다 짜여진 이후에도
1cm 미만의 천이 남습니다. 저희의 미니멀만으로도 패셔너블한
디자인이라 느끼실 수 있도록, 색감과 모양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플리츠마마가 패셔너블하게 제로웨이스트를 지켜 나가는
방식입니다.

패셔너블한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밝고 화려한 색감의 제품이
많습니다. 혹시 특정 타겟 고객층을 생각하고 색감이나 제품의
종류를 생각하시나요?
플리츠마마는 타겟을 특정 연령대로 한정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체 연령대를 아우르며 고루 사랑 받는 브랜드가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인지, 플리츠마마를 사용하시는 고객 분들의 연령대 역시 정말
다양합니다. 다만, 플리츠마마의 밝고 화려한 색감은 제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육아를 시작함과 함께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은근히 집 밖에 나갈 일이
많더라고요. 가까운 곳에 나갈 때 간단하게 들고 다닐 가방이
필요했어요. 옷은 편하고 심플하게 무채색으로 입고 싶고, 들고 다닐
물건도 적은데, 또 주머니에 다 넣기에는 애매하고 동시에 패션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은 마음. 다들 느껴 보신 적 있지 않을까요? 이럴
때 사용할 가방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어요.

ACCESS 15

CREATIVE CULTURE

CREATIVE CULTURE

We mainly use colors that are less tiring and more familiar
to people. These kinds of colors are inspired by nature.
For example, Bijarim green and basalt black from the Jeju
edition is from colors of nature in Jeju island. In conclusion,
it is our goal to express fashion through the eco-friendly
process. Pursuing design and not making wastes. For this,
we put effort into creating a prettier and more unique style
even though the pattern or design is simple.

디자인에는 주로 ‘싫증이 덜 나고, 친숙한 느낌을 주는’ 컬러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러한 색상에 대한 영감은 자연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 에디션의 비자림 그린, 현무암 블랙 등은
제주도의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색상이에요. 결국, 친환경적인 공정
방법으로 패션을 살리는 것 자체가 저희의 목표입니다. 쓰레기를
남기지 않으면서도 디자인을 추구한다는 것. 이를 위해 패턴이나
디자인을 심플하게 하더라도 더 예쁘고 톡톡 튀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Except for that, we try hard at functional designs that are
light enough to carry and practical enough to hold many
things. The main question for the design process is, “Is this
a product that I would gladly buy and use?” If I cannot
use this product, then I cannot sell it to customers. The
design value of PLEATS MAMA is to grab both design and
functionality.

What can a brand that pursues sustainability like ‘PLEATS
MAMA’ do to have both competitiveness and profitability to
survive for a long time?
To survive a long time as a sustainable brand, it needs more
than just an eco-friendly mind. It pursues sustainability, but
it is a fashion brand before that. Even though we add new
value by recycling wasted resources, we will fall behind if
consumers do not choose us. That is why we put ‘design’ and
‘functionality’ at priority. It is our goal to make our selected
products to be well used by customers.

The slogan, ‘Look chic, be eco,’ ‘PLEATS MAMA’ pursues
fashionable design. We can see lots of products with bright
and refined color senses. Do you consider specific target
customers for kinds of colors and shapes?
Sincerity is also another crucial part. As people got interested
in the environment, many companies started to see
environmental issues from a marketing perspective. ‘Green
Washing’ we call, is dangerous since it is sustainability just
for simple advertisement. Not only it looks obvious that it is
not their core value, but also it is hard to maintain it. PLEATS
MAMA protects its own sincerity and continuously keeps
our brand concept.

그 외에도 어디든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가벼우면서, 이것저것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기능적인 디자인에 굉장히 큰 힘을 기울이고 있죠.
디자인을 할 때의 기준은 ‘내가 기꺼이 사서 쓸 만한 제품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제가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라면 소비자 분들께도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디자인과 기능성, 이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것이 플리츠마마의 디자인 철학입니다.

‘플리츠마마’와 같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브랜드들이 경쟁력과

Since you have run the business since July 2018, it would be
difficult for you as you did not major in business studies but
design. Many students are looking forward to establishing a
fashion start-up or online shopping mall. What kind of advice
do you want to suggest?
I know it was not long, but as I operate a company, I
sincerely realized why people express business management
as ‘Synthetic Arts.’ People usually come up with business
concepts such as production, marketing, accounting from
corporate management. However, there are more things that
I have to take care of other than theoretical parts. Especially
in the early stage, it is more realistic for you to run in the
field rather than be in charge and handsomely command the
company as a capable CEO. So, I did not think there could
be a difference in difficulties whether I studied business or
others. For those students preparing start-ups and online
base businesses, I want to say that they need first to consider
whether the business model can pursue both private profit
and public profit in the same direction.

2018년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래 경영학을
전공하시지 않고 디자이너로서 창업을 하실 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현재 패션 관련 창업이나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경영을 ‘종합예술’이라
표현하는 이유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회사 운영이라는 말에서
생산, 마케팅, 회계 등 경영학 개념을 떠올리기 쉬운데, 이론적인
부분보다도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초반 단계일수록 전체를 책임지고 통솔하는 멋진 대표의 모습보다
직접 발로 뛰는 모습이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공부를
해왔던 간에 어려움에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창업과
온라인 기반 사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현재 생각하고 계시는
비즈니스 모델이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 모두 같은 방향에 놓을 수
있는 모델인지 먼저 고려해 보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익성을 갖추고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브랜드가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인 태도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브랜드지만, 그 이전에 패션 브랜드이기
때문이죠. 또한, 버려진 자원을 재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더라도,
결국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다시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자인’과 ‘기능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요. 고객 분들이
택하시는 우리 제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플리츠마마는 ‘Look chic, be eco’라는 슬로건을 내세울 만큼,
패셔너블한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밝고 화려한 색감의 제품이
많습니다. 혹시 특정 타겟 고객층을 생각하고 색감이나 제품의
종류를 생각하시나요?
진정성 역시 중요한 부분이에요. 환경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최근 환경 문제를 마케팅 측면에서 접근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흔히 ‘그린 워싱’이라고 부르는, 단순 홍보를 위한 지속가능성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브랜드가 고객에게 전달하려는 핵심 가치가
아니기에 금방 티가 날 뿐 아니라, 유지하기에도 쉽지 않습니다.
플리츠마마는 저희만의 진정성을 유지해 나가며, 저희의 브랜드
콘셉트를 계속해서 끌고 나가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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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CEO of ‘PLEATS MAMA’ or just yourself, what kind of
fields do you want to challenge later?

앞으로 ‘플리츠마마’의 대표로서 혹은 개인적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There are so many things to challenge here and abroad as
the brand PLEATS MAMA. First, I will focus on foreign
markets more. Answering the constant requirements of
foreign customers, we launched a global site in November
2020, and now several foreign countries inquire about
wholesale. We process wholesale in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hina, Singapore, Hong Kong, and Japan,
especially gaining popularity in Singapore and Hong Kong.
Also, even though we used recycling, I do not want this
brand to be cliched. PLEATS MAMA pursues ‘Look Chic,
Be Eco.’ I want this brand to satisfy all needs of design,
quality, and significance. As a fashion brand, we are trying
very hard to make this brand stronger to stand among
people.

플리츠마마 브랜드로서 국내외로 도전해 보고 싶은 부분이 참

During the interview, Jong-mi Wang was a designer, not the
CEO of ‘PLEATS MAMA.’ When she described the process
of designing a product, her eyes sparkled with love toward
the environment and design. It was amazing how she
included aesthetic, eco-friendly, and functional value in one
bag. Also, it was impressive to find Jong-mi Wang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production process, still demonstrating
her passion when she first started the business. Unlike
several companies that use an eco-friendly image for mere
marketing strategy, Jong-mi Wang and ‘PLEATS MAMA’
pursue the true meaning of their activities. We expect them
to constantly keep their pure mind and be able to deliver
positive messages to people.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그녀는 ‘플리츠마마’라는 브랜드의 대표로서의

많아요. 우선 해외 시장에 더욱 집중하려고 합니다. 해외 고객 분들의
꾸준한 요청에 작년 11월 글로벌 사이트를 런칭했고, 현재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홀세일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미국, 중국, 싱가폴, 홍콩,
일본 등의 국가에서 홀세일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싱가폴, 홍콩
등지에서 인기가 많아요.
또한, 리사이클을 활용한 브랜드이지만 진부함이 느껴지지 않는
브랜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플리츠마마는 ‘룩 시크, 비 에코
(Look Chic, Be Eco)’를 추구하고 있어요. 디자인, 품질, 의미까지 모두
만족스러운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패션 브랜드로서 플리츠마마가
더 탄탄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왕종미가

디자이너로서의

왕종미였다.

그녀가

상품을

디자인하는 과정을 설명할 때 그녀의 눈은 환경과 디자인을 모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짝반짝 빛났다. 가방이라는 상품 하나에 미적,
친환경적, 기능적 가치를 모두 담아낸 그녀가 대단해 보였다. 또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회사의 규모가 커진 지금까지도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멋있었다. 환경에 관심 있다는 거창한
이미지 하나로 마케팅을 하려는 몇몇 회사와 달리, 왕종미 대표와 ‘
플리츠마마’는 진정으로 활동의 의미를 생각한다. 앞으로 그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며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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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tic: the main material of PLEATS MAMA
TO THE LEFT
Plastic: the main material of PLEATS M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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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won Chae
Conceptual & Material designer
www.soowonchae.com
Instagram @water.circle
2015-19 B.A in Design Academy Eindhoven (Man & Well-being major)
2020-ing Young Talent Team at YKSI EXPO in Eindhoven, The Netherlands
2018 Internship at EREZ NEVI PANA studio in Tel-aviv, Israel
2020 2nd Prize Winner (Innovative textile category) at Rossana Orlandi’s Guiltless Plastic Prize 2020, Milan,
Italy
2020 Top 3 Finalists (Furniture category) at De architect’s ARC20 Award, Amsterdam, The Netherlands
2021 Rethinking Plastic exhibition at Romanian Design Week, Bucharest, Romania
2021 Art & New Materials, Design for a better future exhibition, Sittard, The Netherlands
2021 Ocragela : Tracing Another Origin solo exhibition at CP Gallery, Seoul, South Korea
2020 Dutch Design Week 2020, Eindhoven, The Netherlands
2020 Rossana Orlandi Guiltless Plastic Prize finalists exhibition, Milan, Italy
2019 Material’s Future Life at Tallinn Design Festival, Tallinn, Estonia
2019 Design Academy Eindhoven Graduation Exhibition at Dutch Design Week 2019, Eindhoven, The Netherlands

SOOWON CHAE
“Delivering Stories through Materials”

Soo-won Chae is a sustainable material designer who uses
creativity to make or deform materials to project his messages
onto his design works. As a designer who lays weight on
his design works’ potential implications, he conducts deep
research on the possible influence that his design will bring
to the world. His ‘Ocragela’ works globally recognized
as a potential substitute for plastics were inspired by how
ancestors utilized red ocher to survive in nature. Soo-won
continuously seeks various ways to apply this eco-friendly
material mixed with red ocher, gelatin, glycerin, and water.
He asserts that a sustainable designer should demonstrate a
capability to lead the whole production process aside from
merely designing aesthetic parts of products.

ACCESS 20

유럽에서 ‘지속가능한 머테리얼 디자이너’로 주목받고 있는 채수원
작가는 소재를 직접 개발하거나 변형함으로써 디자인 작품에 자신의
가치관과 사회적 메시지를 담는다.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그는
자신이 디자인한 것들이 환경과 사회에 가져올 영향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만큼, 디자인을 하기에 앞서 역사적인 배경들을 심도
있게 리서치한다. 플라스틱의 대체재로 각광받는 그의 오크라겔라
(Ocragela) 신소재는 붉은 황토를 활용하여 자연에서 생존한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영감을 얻은 것이다. 채수원 작가는 천연재료들인
붉은 황토, 글리세린, 그리고 물을 혼합해서 만든 이 소재의 다양한
적용법을 계속해서 연구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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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made you want to become a material designer?

다양한 디자인 분야 중에서 머테리얼(소재) 디자인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SOOWON CHAE

b y. J I A N S E O

I think my interest in materials started with my habit
of checking materials before anything when observing
things. For me, the material is special in that it should
function as a storyteller of its hidden aspects. Also, using
materials by re-interpreting the existing ones or reforming
them in my own way makes me understand the materials
more deeply. It helps me to utilize them more flexibly
while doing the final design. I believe that a good design
must contain its message or meaning in society. In this
sense, there is an unlimited power of material that can
deliver such messages as a fundamental source of the
design. Likewise, I defined my position as a conceptual or
material designer.

Interestingly, you mentioned how the material could reveal
the designed goods’ hidden stories. Can you tell us more
about this ‘storytelling function of the material in designing?
The material appears on the exterior of the design, and
it also influences the people and environment that make
contact with it. In this regard, I believe the impactdriven by design depends on what environmental effects
are caused by the materials constituting design. Also,
designers’ design works could have the power to deliver
messages to their users using appropriate materials. In the
end, the perspective and attitude of the designer appear in
one’s design or art.

처음에 소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디자인을 떠나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소재와 그 소재의 촉감과 색 등을 살펴보는 제
특징으로 인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결국 디자이너가 만들어내는
것들의 이면에 있는 제작 경로 등의 보이지 않는 이야기는 소재를
통해서 시각화되기에, 디자이너로서 디자인을 통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표현하려고 할 때 소재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포지션을 ‘컨셉추얼 디자이너 또는
머테리얼 (소재) 디자이너’로 정의하게 되었고 소재 디자인이 제가
하고 싶은 디자인이자 성취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재를 통해서 디자인의 숨은 이야기를 표현해낼 수 있다는 말씀이
와닿는데요. 소재가 가지는 ‘스토리텔링’ 기능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재는 디자인의 가장 외면에 드러나고 또 사용자와 환경과의
접촉에 영향을 줍니다. 즉, 디자인을 접하는 타자와 환경에 소재가
주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저는 소재는 그
자체로 타자에게 감흥과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떤
머테리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디자이너의 아이디어가 모두 흔들릴
수도, 한편으로는 아이디어의 힘이 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소재가 전달하는 아이디어란,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통해
외부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든
예술이든 결국 그것을 이끌어가는 주체의 시선과 태도, 그리고
이야기를 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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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won Chae, Ocragela Ingredients Ochre, gelatin, glycerin, water, 2020
TO THE LEFT
Soowon Chae, ‘Tracing Another Origin’ solo exhibition at Celine Park Gallery Jan 4th - Mar 31s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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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hearing from you on the material’s role as a storyteller,
I recalled your ‘Ocragela’ material. I was impressed by how
you got inspired by ancestors from the ancient era who
survived in nature with the multiple utilization of red ocher.
Can you tell us more about what inspired your work?

소재의 스토리텔링 기능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니, 작가님께서
개발하신 오크라겔라(Ocragela) 신소재가 생각납니다. 소재 개발의
주 재료 중 하나인 붉은 황토가 붉은 황토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자연에서 생존했던 고대 인류에게서 영감을 얻은 재료였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영감을 얻은 배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s a designer who takes sustainability seriously, the ancient
era inspired me in many ways. It was the time when people
were co-existing with nature rather than making use of
it. Also, how ancestors survived in nature by creating
new tools on their own shows the creativity of humans.
In today’s world, the consumers who are separated from
producers of products are separated from the production
system and therefore buy and discard goods easily. Due to
the physical distance between consumers and producers,
many consumers don’t have the chance to focus on the
problems of the fast-paced modern production system. In
this vein, I imagined the ancestors’ lives by looking into
their historical records and trying to analyze today’s issues
when working on the ‘Ocragela’ project.

You seem to consider the importance of historical research
when working on design projects. What do historical
background and prehistoric human life mean to you, and
how does it inspire you?
I think it is important for designers to look back into our
history and understand newly made things through it. This
is because most new events are ‘repetitive,’ and ‘circulation
of issues’ are entailed by nature’s law. To solve today’s
problems, it would be more helpful to find hints from the
past and our ancestors rather than imagining what would
be needed from the perspective of our own thoughts. In
this sense, I have a goal to make design products that abide
by the law of nature as a designer, as well as a product
maker.

우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인간과
자연이

가까웠던

원시시대는

저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맨몸으로 자연 속에서, 관찰하고 연구하고 새로운 도구를 만들고
살아남았던 원시인들의 삶의 방식이 인간의 원초적인 창의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역할이 나누어지면서 소비자들은 생산자와 분리된 상황에서
생산 시스템에서 멀어져 있기에 물건들의 출처 혹은 배경에 대한
고려 없이 쉽게 물건을 구입하고 그것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생산 시스템과의 거리로 인해서, 그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한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그런
점에서 간접적으로 역사적인 기록들을 들여다봄으로써 원시인들의
삶을 상상해보고 오늘날의 문제들을 분석하면서 자연스럽게 작업의
이야기가 구성됐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기 전에 디자인의 뿌리가 되는 이야기와
그것이 오늘날에 가질 의미에 대해서 놓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옛것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것, 저는
디자이너로서 그것에 큰 의미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나 환경에 따라서 분명히 변화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꼭
올바르고 적합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를 과거의 사례들을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이라는 자연과 삶의 원리
속에서 오늘날의 문제를 위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알 수 없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보다는 과거의 경험과 사례를 해석하면서
새로운 실마리를 찾는 것일 겁니다.

TO THE RIGHT
Soowon Chae
1. Anima 01.Chair & 03.Stool 950x430x1330mm, 210x435x500mm
2. Anima 01.Chair, 950x430x1330mm
3. Anima 03.Stool, 210x435x500mm
4. Anima 02.Bench, 300x1170x490mm
Ocragela, Dried palm leaves, Kapok, Wood,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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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seem to highly consider design, human and environment,
as well as their interactive relationship. What is your view on
how sustainable designers should design?

디자인과 인간 그리고 자연, 이 삼박자를 모두 고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로서 지속가능한 디자인에 대해 어떤 사명감을
갖고 계시나요?

Designers who are pursuing sustainability should
consider the whole design process when doing design.
This is because all designed things are combined with
visible materials such as materials themselves as well
as invisible materials such as their functionality and
messages. Therefore, designed pieces leave their trace on
our land after being used. At some point, designers could
become allured to do design quickly due to the industry
that highlights efficiency. However, they will be able to
overcome such challenges if they have the attitude of
endurance and eagerness for improvement. Designers’
attitude towards life gets applied in their design works,
after all. Therefore, as a designer, I also try to walk along
the right path rather than fast one.

디자인된 무언가는 메시지나 기능처럼 보이지 않는 것과 실루엣,

All of Soo-won Chae’s projects are linked in some way
in that his core perspective on viewing the world is
commonly applied to his design works. He regards his
works as his question towards the world’s issues and hopes
to project his developing thoughts onto his design that
matures as time passes by. For instance, his projects ‘The
Pig Trapped in the Cube’ and ‘Ocragela: Red Ochre and
Wise Man’ both reflect the environmental issues entailed
by the modern production system. As a fan of his design,
it is interesting to see his view on such issues keep building
upon each project. As a person who keeps creating new
things, he not only considers the product’s functionality
but also its deliverance of message to its users; in this
sense, he tries hard to keep the balance of rationality and
soul in his design that can bring out a powerful impact.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작업에 공통적으로 담기게 되는 것 같다고

형태, 컬러 그리고 텍스처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병합되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형태와 물성만으로
남게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삶과 표현의 자유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는, 두 가지를 보다 영리하게 지켜나가는
법을 생각해야 할 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과 효율을
놓칠 수 없는 환경에서 친환경적인 요소나 자연적인 소재만으로
무언가를 생산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는 그 느림 속에
있는 인내와 열정은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디자인에는
디자이너의 삶의 태도가 반영된다고 생각하기에, 저 스스로도 쉽게
타협하기보다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자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말하는 채수원 작가는, 각각의 작업을 세상에 대한 자신의 질문으로
여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성숙해지는 생각과 관점들이
자연스럽게 작업에도 표현되길 바란다고 한다. 그의 말대로, 서로
다른 프로젝트인 The Pig Trapped in the Cube 프로젝트와
Ocragela: Red Ochre and Wise Man 프로젝트는 공통적으로 현대의
생산시스템에서 파생되는 도덕적 또는 환경적 문제점을 되짚는다.
그가 해나가는 작업 하나하나가 모여 그가 추구하는 관점과 시선이
완성되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싶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무언가를
창조하는 사람으로서, 디자인의 의미를 기능뿐만 아니라 메세지
전달까지 확장해서 보는 채수원 작가가 앞으로 디자인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할 다음 메세지가 기대된다.

TO THE LEFT
Soowon Chae, Plastigela Ingredients
Ochre, gelatin, glycerin, water, recycled plastic, 2020

ACCESS 26

ACCESS 27

Taeyoung Kim
Freelance Makeup Artist
Instagram @taeyoungkkim
Seoul Arts College Dept of Beauty Arts

TAEYOUNG KIM
“Makeup: Towards Unlimited Challenge”

The colorful flowers and birds in Korean traditional folk
painting Hwajodo, yellow stars in the purple sky, and
Mui Gugokdo with soft but strong lines. These are not the
explanation of paintings by a painter who uses white paper
and canvas. These are all descriptions of makeups drawn on
models’ faces that the makeup artist Tae-young Kim’s hands
had gone through. The distinctive point in Tae-young
Kim’s makeup is not just limited to the subject matter. The
makeup materials that Kim uses are also different from the
commonly known tools. Anything in everyday life, such as
resin, glue gun pieces, and paints, can be a tool for makeup.
ACCESS shares the story of Tae-young Kim, the makeup
artist who shows unlimited possibilities of mak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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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 민화 화조도 속 화려한 꽃과 새, 보랏빛 하늘의 노란 별들,
부드럽지만 강한 선들로 그려진 무이구곡도. 흰 도화지나 캔버스를
재료로 회화를 그리는 화가가 그린 작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모두 김태영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손을 거친 모델들의 얼굴에
그려진 메이크업에 대한 설명이다. 김태영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메이크업에서 특이한 점은 주제에 그치지 않는다. 그가 사용하는
메이크업 재료들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도구와 다르다. 레진, 글루
건 조각, 물감 등 일상생활 속 어느 물건도 메이크업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메이크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태영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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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looking at your makeup, it is a bit different from the
makeup that means ‘to dress up.’ In particular, it is more like a
‘piece of work’ in that you try experimental makeup. I wonder
when you started this kind of makeup and what made you
start.

TA E Y O U N G K I M

b y . K AY E O N G L E E

PAGE 28
Kim Tae Young, Fungus

PAGE 33
Kim Tae Young
1. Sibjangsaengdo
2. Hwajodo
3.Ilwwolbusangdo
4. Sibjangsaengdo

ABOVE
Kim Tae Young, Sam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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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님의

메이크업

결과물들을

보면

‘치장하는’

의미의

메이크업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실험적인 메이크업들을
시도하신다는 점에서 오히려 하나의 ‘작품’으로 느껴지는데요,
언제부터 이런 메이크업을 시도하게 되신 건지, 시작하신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I have not thought of my works as complete yet. But it
is true that I am trying something new, away from the
makeup that you mentioned. I had worked in various fields
such as stage makeup, brand makeup artist, and makeup
shop, but I always felt insufficient. I became interested in
the fashion field through SNS, so I tried these things to
learn fashion pictorials and backstage makeup.

제 작업들을 아직 완전한 작품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Among your previous makeup works, there were several
makeups that expressed Korean traditional folk paintings,
such as Sipjangsaengdo or Hwajodo. I was deeply
impressed in that you represented the delicacy and beauty
that folk paintings have. I wonder if there was any difficulty
in expressing folk paintings with makeup in this work.

김태영 님의 이전 메이크업 작업들 중 십장생도나 화조도 같은

말씀하신 치장하는 의미의 메이크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대 메이크업, 브랜드
메이크업 아티스트, 메이크업 숍 등 여러 분야에서 메이크업 일을
하였으나 늘 부족함을 느꼈었고, SNS를 통해 패션 필드에 관심을
갖게 되어 패션 화보나, 백스테이지 메이크업 등을 접하게 되면서
이러한 시도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민화들을 표현한 메이크업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민화가 가진 섬세함과 아름다움을 그대로 표현하셨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요, 이 작업에서 민화를 메이크업으로 표현하실 때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등 작업 과정이 궁금합니다.

I like drawing, so I took a folk painting class while I was
drawing as a hobby. I considered whether I could combine
and show it with makeup, so I planned a folk painting
series. When I first came up with the series, I would make
quite a few results, but the work time was much longer
than expected, so I reduced the number. Unlike drawing
on paper, it was not easy to express on a curved face. Also,
unlike the first design on paper, there were some awkward
parts when drawing on the model’s face, so I had to skip or
change some parts of the design. And crucially, it took 4-5
hours per work, so I felt really sorry for the models.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여, 취미로 그림을 그리던 중 민화

I think your makeup shows the unlimited expansion of
makeup tools by using ingredients that seemed unrelated
to ordinary makeup tools. I wonder how you came to
think of trying makeup with these materials.

김태영 님의 메이크업은 일반적인 메이크업 도구들과는 무관해

I searched many overseas fashion show materials. Also,
the materials are mixed with what I used in body painting
and what I used when I drew pictures. I tried various
things not to limit the materials myself. I think I get most
ideas from my daily life.

수업을 듣게 되었고, 메이크업에 섞어서 보여줄 수 없을까 고민하다
민화 시리즈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리즈를 구상했을
때는 꽤 많은 결과물을 만들 생각이었으나,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작업시간이 너무 길어서 개수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종이에 그리는
것과 달리 굴곡진 얼굴에 표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또
처음 디자인과 달리 모델의 얼굴에 얹었을 때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
생략하거나 디자인을 바꿔야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결정적으로
한 작업당 4-5시간씩 걸려 모델분들께 너무 미안했습니다.

보이는 재료들마저 메이크업 재료로 소화해내어 메이크업 재료의
무한한 확장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독특한 아이디어들은
어디서 영감을 얻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해외 패션쇼 자료들을 많이 참고했었습니다. 또한 재료들은
예전 보디페인팅 작업을 할 때 다루었던 것들, 그림을 그렸을 때
다루었던 것들 등 많은 것이 섞여 있고, 스스로 재료에 한계를 두지
않으려고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았었습니다. 그냥 일상 속에서 얻는
아이디어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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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interesting parts of your work seems to bring
out each model’s characteristics. In this regard, I cannot feel
the limit in your makeup. I wonder what you think of as
“Unlimited.”

김태영 님의 작업에서 흥미로운 부분들 중 하나는 모델 개개인이
가진 특성을 그대로 살려 내신다는 점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김태영

님의

메이크업에서는

한계가

느껴지지

않은데요,

아티스트님께서 생각하시는 메이크업의 ‘Unlimited’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One of the most interesting parts of makeup is that it is
based on human faces. Everyone’s face is different, so even
with the same makeup, different results come out. Even if
you paint one red lip color, it feels different, and you must
make a different red color depending on the color of their
skin. That is why I think makeup is a genre that has no
limit.
In a previous interview, you said, “When a woman in her
40s with a child was treated and working in the field, I felt
that a makeup artist was a wonderful job.” I thought that
this environment might be one of the factors that makes a
sustainable working environment. I wonder what you think
about the sustainable makeup environment.

메이크업의 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가 사람의 얼굴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메이크업을 해도 다른 결과물이 나옵니다. 붉은 입술색
하나를 칠해도 다 다른 느낌이 나고, 피부색에 따라 다른 붉은
컬러를 만들어 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크업은 한계가
없을 수밖에 없는 장르인 것 같습니다.

이전 인터뷰에서 “아이가 있던 40대 여성이 현장에서 대우받고
일하는 모습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멋있는 직업이라 느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지속가능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요인들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김태영 님께서는
지속가능한 메이크업 작업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The moment you mentioned is one of the reasons I
decided to do makeup, and the point is to have sustainable
techniques. The working environment is getting better
everywhere, and as you build up your career, you will be
treated accordingly, and it will be the same as anywhere
else. However, in order to continue working in such an
environment, it is crucial for yourself to study trends
steadily and have the ability not to rust whether you are in
your 40s or 50s.

말씀하신 그 순간이 제가 메이크업 일을 하기로 결심한 계기 중

We can see the makeup world out of the existing framework
when looking at Tae-young Kim’s makeup. Makeup that
anyone has done and the materials that everyone has seen
become an unlimited source of makeup through Taeyoung Kim. Tae-young Kim, who collaborates in various
fields such as fashion pictorials, advertisements, and music
videos, treats makeup as another means of expression and
a new art genre. I am looking forward to the unlimited
challenges that makeup artist Tae-young Kim, who wants
to deal with other Korean subjects, will show in the future.

김태영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메이크업을 보고 있으면 기존 틀에서

하나인데요, 포인트는 지속가능한 기술을 갖는 것인 것 같습니다.
작업하는 환경은 어딜 가나 점점 좋아지고 있으며, 경력이 쌓이면
당연히 그에 맞는 대우를 받게 되는 것 또한, 어떤 곳이나 마찬가지
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꾸준히 트렌드를 공부하며 40대가 되던, 50대가
되던 녹슬지 않은 실력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벗어난 메이크업 세계가 보인다. 누구나 했던 메이크업이, 누구나
봤던 재료가 김태영을 통해 무한한 메이크업의 원천이 된다. 패션
화보, 광고,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김태영은 메이크업을 또 다른 표현 수단으로서, 새로운 예술
장르로서 대하게 해준다. 앞으로 또 다른 한국적인 소재에 대해
다뤄보고 싶다는 김태영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보여줄 무궁무진한
도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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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 SUNG DREAM GREAM
DANGKEULMAEDA
A FANTASY ODYSS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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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G MOTOR
DREAM GREAM
“Sustainability, and Infinity in Education”
b y . C H I -Y E O N G C H A N G

Han Sung Motor’s Dream Gream Scholarship project
was launched in 2012 to support the dreams of young art
talents with a low-income background. At the time of its
foundation, 20 scholarship students were selected, and the
number of students has expanded to 40, celebrating Han
Sung Motor’s 30th anniversary in 2015. The differentiated
direction of the Dream Gream Scholarship Program
is long-term support and sustainability. They put their
concerns in supporting scholarship students to achieve
their dreams through continuous support, not just onetime support. Dream Gream students are provided
continuing education opportunities until they graduate
high school. Many scholarship students come back after
graduating from Dream Gream to share benefits with
junior students as mentors. Another essential part of the
Dream Gream is encouraging the scholarship students
to grow into socially contributing figures by sharing the
benefits they have experienced with others.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장학사업은 2012년 창립

“Dream Gream Supporters” program is a differentiated
direction of Dream Gream, as well as its identity. The
supporter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art and
employees of Han Sung Motor are matched 1:1 with
the scholarship students. For students who are moving
forward their dreams in a difficult environment, college
student mentors are playing a role as a companion who
ponders together with the students to find their way in
the future, and employee ambassadors are playing a role
like a family who supports and encourages the students,
participating in Dream Gream events, such as inauguration
ceremony, summer camp, graduation ceremony, and
several exhibitions. These long-term and strong ties are
one of the reasons for scholarship students coming back
after their graduation as mentors, building a virtuous cycle
of sharing benefits to help juniors. The Dream Gream has
a meaning of getting another family, a meaning beyond a
mere scholarship project.

“멘토링 제도”는 드림그림 장학사업의 차별화된 방향성이자,

당시 20명의 장학생과 함께했고, 창립 30주년을 맞은 2015년부터는
40명의 장학생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드림그림의 차별화된 방향성은
장기적인 지원과 지속성이다. 일회성으로 그치는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장학생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해 준다. 장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받고, 졸업 후에도 드림그림에 “멘토”로서 돌아와 후배
학생들에게 그동안 받았던 교육과 지원을 나누어 준다. 이러한
선순환적 구조는 드림그림 프로그램 자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뿐
아니라,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지속 가능한 베풂을 실천할 수
있는 구조다.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성자동차의 임직원과 미술
전공 대학생으로 구성된 멘토 집단은 장학생과 1 대 1로 매칭되어
진로 계획뿐 아니라 학생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인생 멘토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한성자동차 임직원들은 자사의 사회
공헌 활동에 활동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하며 발대식, 써머캠프,
졸업식, 전시회 등 여러 활동을 통해 학생들과 꾸준한 교류를
이어간다. 이렇게 그들 사이에 형성된 끈끈한 유대감은 장학생들이
졸업하고서도 멘토로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들에게 드림그림은 단순한 장학사업을 넘어선 또 하나의 가족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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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 Gream pursues sustainability within its art program
contents as well. The students are provided with a new
art education that combines art techniques with current
concepts and a wide range of art fields, from fine art to
digital. For the art classes, the students’ opinions are actively
accepted. At the end of each year, Dream Gream plans an
annual education curriculum reflecting students’ opinions
by surveying the areas they are interested in and are willing
to learn. The top-level artists in the field and interested in
the social contribution are selected for the art class mentors.
Even in the pandemic, the Dream Gream project has
provided various art education through online classes such
as design, painting, and media art.

드림그림의 장학생들은 순수예술부터 디지털까지 아우르는 넓은
분야의 예술 교육을 제공받는다. 이 과정에는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다. 드림그림은 매년 연말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배우고 싶은 분야를 조사하여, 선정된 분야의 정상급
아티스트들 중 특별히 사회 공헌에 관심 많은 이들을 초청하여
수업을 운영한다. 코로나19 상황 이후에도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통해 디자인, 회화,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예술교육을 제공받고
있다.

ABOVE
Rainbow
2020 Artist Mentoring (Taping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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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Dr. Ulf Ausprung emphasizes that “Dream Gream is
not only about the wide and diversified art education of all
students, but also on grooming and bringing up beautifully
talented human beings alongside the social works of the
Korean society,” the scholarship students also participate
in various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such as ‘Talent
donation project,’ which donates or exhibits their artworks
to places in need of art. In 2020, Dream Gream donated
artworks created through a class with artist Joon-sung Bae,
known as the ‘Lenticular art,’ to Yongin Severance Hospital
to provide comfort and encouragement to sick children.

“학생들이 예술교육을 제공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Also, this year, the Young Designer Incubating Program
is newly started to support an individual or group of
Dream Gream mentors to launch their own art brands that
contain social values. This new project shows this year’s
new direction of Dream Gream, “Creating Shared Value
(CSV),” which aims to create a virtuous circle of social
values, generate meaningful profits, and return them to
society.

올해는 드림그림 멘토들을 대상으로 “영디자이너 인큐베이팅”

사회에 다시 보답할 수 있는 청년으로 육성되길 바란다”라는 울프
아우스프룽 대표의 신조에 따라 드림그림 장학생들은 예술이
필요한 지역과 환경에 드림그림 미술작품을 기증 또는 전시하는 ‘
재능기부’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도 참여한다. 2020년에는 ‘
렌티큘러 방식’으로 알려진 배준성 작가와의 수업을 통해 제작한
미술작품을 용인세브란스 병원에 기증하여 환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달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제품을 제작하고, 고유의
브랜드를 론칭하는 창업과정을 서포트할 계획이다. 이러한 새로운
프로그램은 “사회 공유 가치 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이라는 드림그림의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주며, 사회적 가치의

ABOVE
Together : A Dream Car 2019 Seoul Design Festival
(Art Collaboration with MAUM STUDIO)

선순환을 만들고 의미 있는 이윤을 창출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BELOW
Dream Gream Forest : Performance Soap
2019 Summer Intensive Art Camp (Soap Ingredients)

The keyword of the Dream Gream program would
be “sustainability”; it provides sustainable art classes
of various genres and supports the students’ constant
improvement. Through the Dream Gream Project, the
potential of students extends to infinity. The Dream Gream
project will keep working to create a virtuous circle of
scholarship students and mentors to share values not only
with Dream Gream scholarship students but also with
society as a whole.

드림그림은 장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지속가능한 예술 교육을
제공하고, 그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후원하며 그들의
잠재력을 무한대로 확장한다. 드림그림은 앞으로도 공유 가치
창출이라는 사회적인 가치를 목표로 나아갈 것이다.

ABOVE
Anseong Showroom
2019 Summer Intensive Art Camp (Drawing o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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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GKEULMAEDA
“The Reinterpreted ‘Gut’ from a Modern Viewpoint”
b y . K AY E O N G L E E

It was one day in early May, with a little cold and starry
night in spring. The silent performance called ‘Gut’ was
performed in the outdoor yard of Seogye-dong,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which was located
behind the busy Seoul Station full of people trying to
catch the night train. All the people watching a ‘Gut’
performance, including ‘Yeonghaengja,’ which means the
leader of ‘Gut,’ sat around the ‘white pillar’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stage, wearing headphones on. Since there
were no fixed seats, the audiences could sit wherever they
want to sit if they only had one necessity: a sitting cushion.
Before the ‘Gut’ had begun in earnest, the gentle voice,
telling the audience that you may wander around, sit down,
lie, or even dance during the performance, implies that
this ‘Gut’ performance that you will see would be definitely
different from the typical theater performances. This is
how the performance <Dangkeulmaeda>, performed by
the media art group EASThug, got started, and it invites
the audience to the ‘Gut’ world, which is a bit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Gut’ we had known.

아직 봄추위가 가시지 않은, 조금은 쌀쌀한 5월 초의 어둑한 밤. 저녁

From <Gut, Trance and Sinmyeong>, the first selfmade performance of EASThug, to <Dangkeulmaeda>,
EASThug has steadily produced the works under the theme
of traditional Korean ‘Gut.’ The idea of such ‘Gut’-based
performances first came up with the personal experience
of music director Joon-bo Shim, a member of EASThug.
Director Shim, who was mainly interested in Techno DJ,
felt some moments like rituals when he played techno
music. At the same time, he wanted to express it in his
way; his identity as Korean when he was in contributed to
this idea. To add on, regarding <Dangkeulmaeda>, it was
the work with a more completed repertory as performance
compared to the previous works closer to the showcase.

EASThug의 첫 자체제작 공연인 <굿, 트랜스 그리고 신명>부터

기차를 타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서울역 뒤에 위치한 국립극단의
서계동 야외마당에서 조용한 굿 한 판이 펼쳐졌다. 굿을 진행하는
연행자들을 포함한 굿판의 모든 사람들은 헤드폰을 끼고 무대
한가운데에 위치한 ‘흰 기둥’을 중심으로 둘러앉았다. 정해진 좌석도
없어, 오로지 내가 앉고 싶은 곳에 방석을 놓고 앉으면 그곳이 곧
나의 자리이다. 본격적인 굿이 시작되기 전 헤드폰에서 흘러나오는
나지막한 안내 음성이 관객들을 맞이해 준다. 이곳에서는 마음껏
돌아다녀도, 앉거나 누워도, 심지어 춤을 추어도 좋다는 안내 음성의
말은, 관객들이 보려는 이 굿이 분명 다른 전형적인 극장 공연들과는
다를 것임을 암시해 준다. 그렇게 시작되는 다원 아티스트 그룹
EASThug의 공연 <당클매다>는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 굿과는 사뭇
다른 굿의 세계로 사람들을 초대한다.

<당클매다>까지 EASThug는 꾸준히 한국 전통 굿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만들어 왔다. 이런 굿을 소재로 다룬 공연에 대한
아이디어는

EASThug

멤버인

심준보

음악감독의

개인적인

경험에서부터 시작됐다. 테크노 DJ를 주로 했었던 심준보 감독은
테크노 음악에서 의식처럼 느끼어 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를 본인의 방식으로 표현하려던 중 미국에 있었을 당시 느꼈던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이 이 아이디어에 보탬이 되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당클매다>에 대해서는 쇼케이스에 가까웠던 이전 작품들에

Director Dong-uk Ko, the leader of EASThug and the
director of <Dangkeulmaeda> said that he had gone
through searching for the essence of ‘Gut’ as the traditional
performance itself by lightly removing the technological
parts. The spatial factors of <Dangkeulmaeda> show
such efforts. In ‘Gut’ on Jeju Island, which became
the background of <Dangkeulmaeda>, the tree called
‘Keundae’ is settled, and a sacrificial table called ‘Dangkeul’
is placed in the center of the house. Then the god sat there
and played. When the performance begins in earnest, the
colorful lights brighten the big pillar in the middle of the
stage, and the small pillars, located between the audiences,
uplifting the atmosphere. Here, this ‘big pillar’ plays the role
of ‘Keundae,’ and it is evidence of Director Ko’s efforts to
modernize spatial parts of ‘Gut’ on Jeju Island.

EASThug

대표이자

<당클매다>를

연출한

고동욱

연출은

<당클매다>에서 기술적인 테크놀로지를 담백하게 걷어내고 ‘
굿’이라고 하는 전통 연희의 본질을 찾아 나서는 과정을 조금
더 겪었다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노력이 돋보이는 곳이 바로
<당클매다>의 공간적인 부분이다. <당클매다>의 배경이 된 제주
굿에서는 마당에 ‘큰대’라고 하는 나무를 세우고 ‘당클’이라고
하는 문짝을 걸어 놓으면 그곳에 신들이 앉아서 놀다 갔다고
전해진다. 본격적으로 공연이 시작되면 공연장 한가운데에
있는 큰 기둥과 관객들 사이사이에 위치한 작은 기둥들에
다채로운 빛이 들어오며 분위기가 고조되는데, 여기서 ‘큰 기둥’
이 바로 이 ‘큰대’라는 역할을 한다. 고동욱 연출이 말한 제주
굿의 공간적인 부분들을 현대화시킨 노력이 보이는 부분이다.

비해 공연으로서의 레퍼토리가 완성된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ACCESS 40

ABOVE
Dangkeulmaeda

ACCESS 41

EVENTS

The ‘Gut’ music, which is heard through audiences’ headphones during the performance, is also reinterpreted
modernly. The familiar ‘Gut’ music sounds, such as Shaman songs or traditional instrument sounds, is heard, but
it is harmonized with the electric music. At this point,
Director Shim thought that there is a penetrated message
between traditional music and current music: the sense of
community or consolation that ‘Gut’ has. Explaining that
there are technically similar points between two music beyond time, Director Shim felt that traditional and current
music create the feeling of traveling to another point from
this world. Thus, the sense of “traveling” that audience
might feel watching <Dangkeulmaeda> would have come
from this point.
Regard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Director Ko said somewhat cautiously.
“I think there are some parts in a traditional culture
that we can change drastically, not just expressing them
as themselves. So, we reinterpret traditional cultures
contemporary and continuously discuss how they can
go with us.” Director Shim said that he had found the
penetrated moment between traditional and modern
cultures in his daily life. While singing with EASThug
members, when moving to their new workroom, he
thought that a mind of praying for good luck shown
in Sesipungsok, the traditional seasonal customs, still
remained in our society. “I think the behavior of ‘moving’
is one of a few ‘Sesipungsok’ remained in our current
society. ‘Sesipungsok’ is a behavior of praying for happiness
and hope, and we always wish to move to a better place
when we move. In the midst of this, there exists emotional
baggage of citizens. And the melodies are put in that, and
singing the melody doing the cleaning is very collective
behavior. I recognized that this process is ‘Sesipungsok’
itself.”
Another fascinating point of <Dangkeulmaeda> is its
theater in the round stage that shows the unlimited use
of the stage. This was intended to induce moments of
audiences’ engagement. Since Director Ko wanted the
audiences to feel free, comfort and move freely, he directed
the more open space, not the closed theater. In thinking
audiences to move, Director Shim said that the starting
point is formed where audiences unconsciously think that
they actively entered this space by thinking and choosing
the direction they would move.

공연 내내 관객들의 헤드폰 속으로 들리는 굿의 음악 역시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었다. 익히 알고 있는 굿의 소리, 즉 무가(巫歌)
와 전통 악기 소리도 들리지만, 전자음악의 소리도 함께 어우러져
있다. 심준보 감독은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이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바로 굿이 가진 공동체 의식이나 위로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대를 초월하는 두 음악이 기술적으로도 비슷한
지점들이 있다고 설명한 그는 전통음악과 현대음악 모두 이 세계와
다른 지점으로 가려고 하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음악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하며, 관객들이 <당클매다>를 보며 느꼈을 “여행으로
떠나는 느낌”이 여기에서 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전통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고동욱 연출은 다소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저희는 전통문화를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닌, 우리가 봤을 때 더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통문화를 동시대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준보
감독은 일상에서 전통문화와 현대사회의 문화가 통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이야기했다. 작업실 이사를 하며 EASThug
멤버들과 노래를 부르던 중 그는 옛 세시풍속의 기복적인 마음이
현대 사회에도 남아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사’라는 행위가
사실은 현대 사회에 찾아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세시풍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시풍속’은 기복적인 마음을 가진 행위들인데,
이사도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는 염원을 담고 있잖아요. 그 안에는
도시인들의 응어리가 있는 거고. 거기에 멜로디들이 붙어지고, 그걸
따라 하면서 청소를 다같이 하는 공동체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되게 현대적인 세시풍속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클매다>의 또 다른 매력적인 부분은 자유로운 공간 활용을
보여주는 원형무대이다. 이는 관객들이 참여하는 순간들을 유도하기
위해 연출되었다. <당클매다>는 관객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고,
마음껏 움직이는 것을 원했기에 극장에 갇힌 것이 아닌 좀 더 열어 둔
공간으로 연출됐다. 덧붙어 이는 관객들이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고민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이 공간 안에 주도적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시작점이 생기게 만든다. 결국 공연자가 아닌 관객이 주인공이 되는

“Eventually, some had asked me, ‘Why do you like doing
such ‘Gut’ performance. You are not even a shaman.’ To
answer such questions, the first reason is that it is fun.
Because it is so fun and I feel enjoyable, I think I keep doing
it. And if I am enjoyable, and the audiences can also enjoy
it, I think I will continuously make these performances in
the future.” (Director Ko)

“결국 어떤 분들은 묻더라고요. ‘왜 이렇게 굿을 하냐, 너네가

“In a way, I think the ‘unrealistic world’ that can encounter
gods is actually an extremely realistic world, that is the
moment in front of your eyes. So, through this Sinmyeong
in ‘unrealistic world,’ I hope <Dangkeulmaeda> becomes
the performance that can make the audiences meet the real
world or even better real world. If we can reach there, then
I think we would be able to put the real social meaning that
‘Gut’ has in the performance.” (Director Shim)

“어떻게 보면 신을 만나는 ‘비현실 세계’라고 하는 그 세계가

After about forty minutes of ‘Gut,’ the audiences who
met their gods gave Yeonghaengja big applause with
their slightly frozen hands. Perhaps, they had been to the
unrealistic world for a while that existed only to heal them,
where they can wish what they could not gain in the real
world, as <Dangkeulmaeda> intended.

사십 분 가량의 굿에서 저마다의 신들을 만난 관객들은 공연이

무당도 아닌데.’ 왜 굿 공연을 계속하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
가장 첫 부분은 재미있어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즐겁고
재밌으니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즐겁고 관객들이 즐거워할
수 있다면 계속 이런 공연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고동욱 연출)

사실은 지극히 현실적인, 눈앞에 있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 느껴요.
그래서 이 ‘비현실 세계’의 신명을 통해서 저는 <당클매다>의
관객들이 현실을, 더 좋은 현실을 만날 수 있고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공연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 갈 수 있으면
진짜 이것이 굿의 사회적 의미를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준보 감독)

끝난 후 연행자들을 향해 살짝 언 두 손으로 열성적인 박수를
보냈다. 아마 그들은 <당클매다>가 의도한 대로 현실 세계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소망들을 풀 수 있는, 오로지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
존재했던 비현실 세계에 잠시나마 다녀왔을 것이다.

부분이 완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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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2021 :
A FANTASY ODYSSEY
“The change of humanity created by SF”
b y. S O O M I N E O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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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you think about science fiction, what images come
to mind? Anyone would have drawn a drawing while
pondering about the future society in their childhood. And
now, here we are, in that future. In the future as well as
present, 2021, an unexpected pandemic called COVID-19
occurs. Is the future you’ve envisioned similar to the
present? Consider how our imagination is represented
and how far it reaches people due to varied environmental
situations and the advancement of science. <SF2021: A
Fantasy Odyssey>, on view at the Buk-Seoul Museum of
Art, similarly combines science fiction, which has emerged
in popularity as a result of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twentieth century, with the chaos
of the pandemic era, and experiments with various genre
spectrums via audiovisual images and texts. This exhibition
attempts two approaches to communication: ‘Combination
of word and image’ and ‘‘Investigation of science fictional
affect’.’ Through this way, visitors can encounter the deep
emotions they experience in each work’s sci-fi fictional
world based on truth and discover the will to rewrite the
opaque reality through them. In <SF2021: A Fantasy
Odyssey>, this medium-experimental attempt is made by
combining audiovisual visuals and texts, starting with the
novel, the genre from which science fiction sprang.

SF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 어릴 적 미래사회를

As described previously, the exhibition hall features works
by novelists and writers, including Ram Han’s <Traced
Stories>. This work visualizes nine novel sentences related
to ‘Topics of Contemporary SF’ picked by SF novelist Soyeon Jeong. At the second floor’s exhibition room’s entry,
like a contemporary mural, on the left is a painting by Ram
Han, and on the right is a picture in which the words of a
novel are arranged as twins. Thus, in these two pieces, you
can experience the pleasure of comparing how sentences
were interpreted and constructed by shifting your glance
between the images and texts. It may provide an opportunity
for the audience to enjoy the novel without knowledge
of its substance and to encounter a new and unfamiliar
experience. We can visualize the novel’s entire content while
wondering, “why did the author describe this sentence in
this manner?” Also, <traced stories> is composed of colors
that are strong enough to draw attention as soon as one
sees the painting. Although light is shining behind the
painting, its neon green color, which can feel dazzling even
without it, evokes the sensation of a one-of-a-kind graphic
collection that takes full use of the sci-fi image known as
‘retro-futurism.’

이러한 설명처럼 전시장에서는 소설가와 작가가 생각을 공유한

생각하며 그림을 그려본 적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미래에 도착했다. 미래이면서 현재인 2021년, 코로나19
라는 예기치 못한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다. 당신이 생각했던 미래와
현재는 비슷한 모습인가? 다양한 환경적 상황과 과학의 발달이
가져온 우리의 상상력은 어떻게 표현이 되고 어디까지 뻗어나가
사람들에게 닿고 있는지 살펴보자.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
열린 <SF2021 : 판타지 오디세이>는 20세기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흥미로운 분야로 우뚝 선 SF를 팬데믹 시대의 혼란과 유사하게
접목시켜 다양한 장르적 스펙트럼을 시청각 이미지와 텍스트를 통해
실험해본다. 이 전시는 ‘글과 이미지의 결합’과 ‘SF적 정서의 탐구’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소통을 시도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관람객들이
각각의 작품에서, 현실을 바탕으로 구성되는 SF적 상상력의 세계처럼
다채로운 감정들을 만나게 되고 그것에서 불투명한 현실을 다시
써나가는 의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SF2021: 판타지 오디세이
>에서의 이러한 매체 실험적 시도는 SF의 장르적 기원인 소설에서
출발해 시청각 이미지와 텍스트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작품을 볼 수 있고, 그중에서도 람한 작가의 <베껴 그린 이야기
>가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 작품은 SF 소설가 정소연이 선정한 ‘
동시대 SF의 화두’에 해당하는 아홉 개의 소설 문구를 받고, 그것을
자신의 생각대로 시각화한 작품이다. 전시실 2층의 입구에 마치
동시대적 벽화처럼 왼쪽엔 람한 작가의, 오른쪽엔 소설 문장을
나타낸 그림이 쌍둥이같이 배치되어 있다. 그래서 이 두 작품에서
그림과 문장에 시선을 차례로 옮겨가며 어떻게 문장을 그림으로
해석하여 만들어냈는지 비교해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소설의
내용을 모르고 감상할 관객들은 낯설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왜 작가는 이 문장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면서 소설의 전체 내용을 상상해 볼 수도 있다. <베껴
그린 이야기>는 그림을 보자마자 확 시선을 끌만큼 강한 색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뒤 쪽으로 조명이 빛을 내고는 있지만, 그것이
없어도 눈이 부시게 느껴질 만한 형광의 초록색을 바탕으로 한
그림은 마치 ‘레트로 퓨처리즘’이 느껴지는 SF이미지를 한껏 살린
독특한 그래픽들의 집합체 같은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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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hibition featured a variety of works that can be
visually and audibly stimulate the SF-vibe. In “Doomsday
Video” which marks the end of the exhibition, artists from
each country express their discussions on art now and
in the future as social distancing continues. The video
itself was produced as if to convey chaos to the viewer
because the composition of screen transitions was fast
and unstable. A sentence in the film says, ‘In the future,
humanity will be exalted to the point that the necessity for
art will vanish.’ While the influence and quality of science
fiction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t appears contradictory that
art can disappear as a result. Simultaneously, let us assume
that science and technology are advancing in a form
we cannot even foresee, elevating the human spirit and
altering the way we live. Today, art has been fused with
science and technology, resulting in the emergence of a
new realm of art in a new form. It may be deduced that
art will demonstrate an elevated perspective in response to
the future environment. Therefore, we are looking forward
to and cheering on in what form future work can again
impress and resonate with us.

이 전시에는 시각적으로 작품을 보면서 청각적으로도 SF의 감각을

Meanwhile, in conjunction with <SF2021: A Fantasy
Odyssey>, an exhibition-related activity was held in which
novelist Ji-don Jeong collaborated with the audience to
create a novel. This program was conducted online, and
it can be viewed as a form of media experimentation in
which physical barriers to participation are removed for
the majority. The title of this book is [A Billion Years
Before the End of the World]. This style enables us to
create an article about which we have no idea how it will
unfold since Ji-don Jeong writes an example sentence
first, and then the audience imagines what will follow and
writes a paragraph. The only criterion for participating
in this novel is to write a story about proving that we
are not insane. It is distinctive and intriguing enough to
immediately tell that it is a science fiction novel simply
by glancing at this guideline.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connect with participants and viewers through the allure
of SF only. It is encouraged to pay attention to what kind of
story would have resulted from this novel, in which many
people congregate and write phrases about their ideas on
a single subject.

한편 <SF2021 : 판타지 오디세이>는 소설가 정지돈과 관객이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작품들이 다양했고, 그러한 30여 점의 작품들 중
전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둠즈데이 비디오>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어 물리적 한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각 나라의
예술가들이 현재와 미래의 예술에 대한 논의를 굉장히 참신하고
개성이 강한 영상으로 표현한다. 영상 자체가 구도나 화면 전환이
빠르고 불안정하여 시청자에게 마치 혼돈을 전달해 주는 것과 같이
제작되었다. 영상 중에는 ‘미래에는 인류가 너무 고양되어 예술의
필요성이 사라진다더라’라는 대사가 등장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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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is exhibition, which took its title from <2001
A Space Odyssey>, it was realized that the science fiction
genre originated out of a will to connect the past, present,
and future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rive
in the current environment. This ultimately means that
everyone on the planet desires to advance one step further,
which leads to a sense of compassion for humanity. If we
love one another, we can create a better world, and if so,
wouldn’t science fiction bring us to a greater realm of art?
Its potential and constraints are infinite.

이 전시를 통해, 제목으로 가져온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의 내용처럼 SF라는 장르가 과학기술로 인해 과거, 현재, 미래의
관계를 이어주고 지금의 환경에서 한 차원 성장해가려는 의지로
인해 발전하는 것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이것은 결국 지구상의
모두가 한 발짝 더 나아가자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인류애로
귀결된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고, 그렇다면 SF는 더 고차원적인 예술의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의 가능성과 한계점은
무한이라고 말하고 싶다.

SF의 영향력과 콘텐츠와 질적인 부분이 상당히 진화한 반면,
그것 때문에 예술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다분히 모순적이라고
느껴진다. 그러나 동시에 과학과 기술이 우리가 감히 예상할 수도
없는 형태로 발전하여 인류의 정신이 고양되고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꿔 놓는다고 생각해 보자. 예술은 오늘날 과학 기술과 융합되어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예술 세계를 열어왔다. 이것에서 예술은
미래의 환경에 반응하여 고양된 관점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렇기에 미래의 예술은 어떤 형태로 또다시 우리에게 감동과
울림을 줄 수 있을지, 기대와 응원을 보낸다.

소설을 만들어보는 전시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온라인에서 진행된 것으로, 다수가 참여하기 좋도록 물리적 한계를
없앤 형태의 매체 실험으로 볼 수 있다. 이 책의 제목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아직 10억 년]으로, 정지돈이 먼저 예시 문장을 써두고 그
뒤에 이어질 내용을 관객들이 상상하여 한 단락의 글을 작성하게
되어 전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글을 만들게 되는 구조이다. 단
이 소설에 참여할 때에는 지침이 있는데,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다. 이 지침만 보아도 SF
소설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독특하고 흥미로우며, SF만이 가진
매력이 참여자와 관객들에게 다다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주제로 그들의 사고를 담은 문장들이
엮인 이 소설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탄생시켰을지 눈여겨보길
추천한다.

TO THE RIGHT
Hyunseong Goo, Reason&Movement_New (St)age, 100x150cm, Digital painting,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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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ace of Flow and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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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ok Expert
2006~2013 Director of Hanok Research Institute
2014~2017 Director of Humanities Hanok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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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of Humanities Hanok Research Institute online
Published 9 books including THE HUMANITIES IN HANOK

b y. HY U N S O O L E E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we have been spending more time at our homes than ever before. So, what
does ‘home’ mean to us? To answer this simple yet profound question, we turned our attention to the traditional
house of Korea – Hanok. Through examining Hanok, it was possible to find out the philosophy behind its
architecture as well as what it provided to its residents. For this issue, we talked with Lee Sang Hyun, an expert
in Hanok, about the history, artistic and cultural values of ‘Salimjip Hanok’ and traditional Hanok, and what
Hanok means to ‘home’ in modern society.
“집”이라는 공간에 이렇게까지 오래 머무른 적이 있었을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집 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렇다면 집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공간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나라 고유의 집인 한옥으로
시선을 돌려보았다. 우리의 조상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집을 지었고, 그렇게 지어진 집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공했는지
바로 한옥에서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살림집 한옥, 더 나아가 전통한옥 전반이 가진 역사와 예술적, 문화적 가치, 그리고
그것이 현대의 ‘집’이라는 공간에 시사하는 바에 대해 한옥 전문가 이상현과 이야기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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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Salimjip Hanok,’ and among the various types of
Hanok, why is ‘Salimjip Hanok’ important?
‘Salimjip Hanok’ is a house built only for “living,” with
no secondary purpose such as religion or education. This
‘Salimjip Hanok’ plays a very important part in the history
of Hanok. In many countries, the architecture of the ruling
class, such as a palace or temple, unilaterally affected the
architecture of the commons. Yet, in Korea, ‘Salimjip Hanok’
of the commons also greatly influenced the architecture of
the ruling class. For example, until the mid-16th century,
the ruling class of the Joseon Dynasty used chairs rather
than sitting down on the floor. However, as the hierarchical
order collapsed after the Imjin War in 1592, the ruling class
began to embrace the people’s floor-heating system, ‘Gudle,’
and thus began to sit on the floor. As such, the people’s
‘Salimjip Hanok’ influenced the architecture of the ruling
class, and thus the ruling class and the subordinate class
collectively developed Korean architectural culture.

When explaining the artistic aspects of Hanok, you have put
a lot of emphasis on modern art.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Hanok and modern art?
Those who received Western education often describe
Hanok in terms of geometry and the proportional beauty
of classical art. However, Hanok needs to be interpreted
in terms of modern art rather than Western classical art.
This is because it is more crucial in Hanok to consider
the flow of nature and its materials than geometry and
proportional beauty. This very characteristic of Hanok is
closely connected with contemporary art that emphasizes
the texture and natural flow of artwork. Thus, one can better
understand the value of Hanok when viewing it from the
perspective of modern art.

STORY

‘살림집 한옥’이란 무엇이고, 다양한 한옥 중에서도 ‘살림집 한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Hanok is well-known to many for its harmony with nature.
What characteristics of Hanok allow its residents to connect
with nature?

한옥은 자연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으로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옥의 어떠한 특성을 통해 자연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인가요?

살림집은 종교나 교육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가지지 않고, 오로지 “
살림”만을 목적으로 하는 집입니다. 이러한 살림집은 한옥의 역사
속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궁궐, 종교건축 등의 권위건축이 일방적으로 살림집에 영향을
주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살림집도 권위건축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 중기까지 양반들은 바닥이 아닌 의자에
앉아 입식으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 위계질서가
무너지면서 지배계층이 백성들의 구들, 그리고 좌식 문화를 수용하기
시작했죠. 이렇듯 우리나라는 백성들의 살림집이 지배계층의
건축에 영향을 주며,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함께 건축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Hanok is a building that is built within and that respects
nature.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 is its roofline.
When constructing the roofline of Hanok, one must
choose the line that best matches its environment,
including not only the garden but also mountains, fields,
and the sea surrounding the building. This quality of
Hanok is in contrast with traditional Western architecture
that prioritizes human reason. In the West, nature was
regarded as a chaotic realm existing outside human
reason. Thus the buildings were built with an emphasis
on proportional beauty in accordance with human reason.
On the other hand,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did not
regard nature as chaotic or less critical than reason but
rather showed Hanok that is in harmony with nature.

한옥은 자연을 존중하는, 자연 속에 지어지는 건축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한옥의 지붕선이죠. 지붕선을 지을 때에는 마당,
산과 들, 바다를 모두 고려해 주변 환경과 가장 잘 어울리는 선을
잡습니다. 이러한 한옥의 특성은 인간의 이성을 가장 우선시하는
서양 건축과 대조됩니다. 서양에서는 자연을 이성 밖의 무질서한
영역이라고 여기고, 인간의 이성에 맞게 비례미를 중시해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이죠. 그에 반해 우리 민족은 자연을 무질서하다고
보거나 자연보다 이성을 더 중요시하지 않고, 되려 한옥을 자연에게
돌려주는 건축을 보여 왔습니다.

한옥의 예술성에 대해 설명하실 때 현대 예술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한옥과 현대 예술은 어떤 관계를 가지나요?

종종 서양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한옥을 고전 예술의 기하학과
비례미로 설명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한옥은 서양의 고전 예술이 아닌,
현대 예술의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옥에서는 기하학과
비례미보다는, 건축물이 자연의 흐름에 얼마나 잘 녹아나는지, 어떤
재료로 건축되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러한 한옥의
특징이 작품의 질감과 흐름을 중시하는 현대 예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대예술의 관점에서 한옥을 바라보면
그 가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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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ok is still being built in modern forms and provides
consolation to people these days, thus demonstrating its
unlimited possibilities. How can we continue to preserve the
value of Hanok from now on?

In the Corona era, we have been staying at home for a very
long time and thus have become more interested in the
meaning of ‘home’ than ever before. What implication does
the ‘Salimjip Hanok’ have for the ‘home’ of the present era?
Salimjip Hanok is a space with a ‘flow of nature’ and ‘flow of
society’ and thus has a lot of implications for the house of
the present age. I mentioned earlier that Hanok exists in the
flow of nature. At the same time, Hanok becomes a space
with a social flow through its unique space, ‘Madang.’ In the
past, ‘Madang’ was a social space where people gathered for
welcoming guests as well as holding family events such as
weddings and funerals. Thus, people who lived in Hanok
with ‘Madang’ could always experience belongingness to
nature and society. In the current Corona era where people
often feel loneliness, it may be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Hanok, a space with a ‘flow of nature’ and ‘flow of society’.

코로나 시대를 맞으며 우리는 집에 정말 오랜 시간 머물고,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 시대에
살림집 한옥이 ‘집’이라는 공간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한옥은 전통 건축물이지만, 지금도 새로운 형식으로 건축되며
현대인들에게 위로를 준다는 점에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한옥의 가치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When hearing the word ‘Hanok,’ many tend to recall the
tiled houses of the late Joseon Dynasty, which one can
often find at traditional Hanok villages. However, the
architectural forms of Hanok have always changed from
the Shilla, Goryeo period to the early and late Joseon
period. For example, Hanok did not have a floor-heating
system until it adopted ‘Gudle,’ one of the most well-known
features of Hanok today. Moreover, walls were added to
Hanok that initially had no walls in order to separate
spaces for different uses such as kitchen and bedrooms. In
this sense, ‘change’ can be seen as an essential element of
Hanok.

많은 분들이 한옥을 떠올리면 한옥마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Therefore, it is dangerous to have a fixed and standardized
view of Hanok and say, “traditional Hanok should only
look like this.” Even Korean apartments, which many
people consider to be Western architecture, continue to
preserve the tradition of Hanok through elements such
as ‘Gudle,’ ‘Madang,’ and large windows in their living
rooms. We need to find various aspects of Hanok in the
modern buildings around us. And if we appreciate the
diverse values of Hanok and continue to expand them, the
sustainability of Hanok is unlimited.

이러한 의미에서 “전통 한옥은 이래야만 해.”라고 생각하는

조선후기 기와집 형태를 떠올리시죠. 하지만 한옥은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전기, 후기까지 시대에 맞춰 계속 변해왔습니다.
구들이 없던 집에 구들이 들어가고, 쪽구들이 바닥 전체를 아우르는
구들로 변하고, 벽이 없던 집에 벽이 추가되어 부엌과 방 등의 공간이
구분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한옥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분들이
서양건축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아파트마저도 구들, 앞마당,
큰 거실 창 등의 요소들을 통해 한옥의 전통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다양한 건축물들 속에서 한옥의 요소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옥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들을 소중히 여기고
계속 확대해 나간다면, 한옥이 갖고 있는 지속가능성은 무제한이죠.

살림집 한옥은 자연적, 사회적 흐름으로서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현 시대의 집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옥이 자연의 흐름 속에
존재한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한옥은 ‘마당’
이라는 요소를 통해 사회적 흐름을 가진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
한옥의 마당은 손님 접대, 나아가 결혼식, 장례식 등 집안의 모든
경조사를 치르는 사회적 공간이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한옥에 사는
사람은 자신이 자연적, 그리고 사회적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항상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자연과 사회의 일부라고 느끼기 때문에
외롭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조금은 외로운 현 코로나 시대에
이러한 흐름으로서의 공간인 한옥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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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ok encompasses rich values and meanings, yet above
all else, it is notable that Hanok is a space where interaction
between people and nature, and between people, takes
place. A person staying in Hanok is not isolated from the
world; instead, one is still connected to the flow of nature
and people and can communicate with other creatures. It
feels as if Hanok is telling us, who are fatigued in our own
homes these days, that we do not have to feel lonely and are
still a part of nature and the people around us. As Lee Sang
Hyun mentioned, “the sustainability of Hanok is unlimited,”
and Hanok continues to provide us with gentle comfort and
consolation.
한옥에는 다양한 가치와 의미가 담겨 있지만, 무엇보다 사람과
자연,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집에 들어가는 순간 혼자만의 공간에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연, 그리고 사람의 흐름 속에 연결되어 다른
생명체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 각자의 집 속, 조금은
지친 지금의 우리들에게 한옥은 외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주는
것 같다. 우리는 여전히 자연의 일부이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이다. “한옥이 가진 지속가능성은 무제한이다”라는
이상현의 말처럼,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한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잔잔한 위로를 건네고 있다.

TO THE LEFT
Cheongsong Songso Gotaek (Photo by Lee S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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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SUK-NAM

“Drawing Her-story”
Yun Suk Nam (윤석남)
Artist
http://yunsuknam.com/

2020 ‘Women of Resistance’, Hakgojae gallery, Seoul
2019 ‘Paint Portrait of Friends’, OCI Museum, Seoul
National Badge, MoranJang, Korea
2018 ‘Yun Suknam’, Hakgojae gallery, Seoul
‘Yun Suknam’, Haeum museum, Suwon
2017 ‘Yun Suknam’, Leesangwon museum, Chuncheon
‘Yun Suknam - Drawing’, Zaha Art Museum, Seoul
‘Yun Suknam, 1,025: With or Without Person’, Jungwonnonwon Gallery 2, Jeju
2016 ‘The Hollow ’, Hakgojae gallery, Sanghai, China
2015 ‘Yun Suknam-This is not coincidence but meant to be’,Kamakura Gallery, Kamakura, Japan
‘Yun Suknam - HEART’, Jeju Stone Park Gallery, Jeju
2013 ‘Yun Suknam, I`m Not a Pine Tree’, Hakgojae gallery, Seoul
2011 ‘Yun Suknam, Pink Room 5’,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Yun Suknam, With or Without Person_282’, Gallery Soo, Seoul
2009 ‘Yun Suknam 108’, Busan Art Center (Kimjaesun Gallery), Busan
‘Yun Suknam 108’ Hakgojae Gallery, Seoul
2008 ‘Yun Suknam, 1,025: With or Without Person’, Arko Art Center, Seoul
2004 ‘Yun, Suknam’, Youlinhwarang, Busan
2003 ‘To be lengthened’, Ilmin Museum of Art, Seoul
‘Yun, Suknam : To be lengthened’, Kamakura Gallery, Kamakura, Japan

b y . C H I -Y E O N G C H A N G
Suk-nam Yoon, the master of Korean Art, portrays women’s life and history in her art pieces. Making her debut
at the age of 40, she shouted out to the world, “I, Suk-nam Yoon is alive here!” in her pieces. She recounts that
she could try new types of arts because she had not learned nor possessed anything. For this issue, ACCESS met
artist Suk-nam Yoon to hear about her story.
예술을 통해 여성, 그리고 여성의 역사를 그려내는 한국 화단의 거장 윤석남. 40세에 등단한 그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여성의 목소리와 역사를 작품에 담아내며 “윤석남”이라는 존재를 각인시켰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기에, 그리고 가진 것이
없었기에 더더욱 기존의 틀을 벗어난 자유로운 예술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그. 윤석남 화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TO THE RIGHT
Yun Suk Nam, Self portrait-Red underclothes
55.8x37.8cm, pencil and acrylic on pap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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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your early works, your paintings were about something
related to your life (ex. Family, friends, and pets), and
now you are working on the Korean female independence
activists. You once said, “I draw what I want to draw.” So,
what makes you want to draw?

Since you started painting at the age of 40, you have
challenged yourself with Western painting, installation art,
and Korean traditional painting. Can I hear about this?
I simply did what I wanted to do. I wanted to talk about the
way I was born and lived and tell the world that “I, Suknam Yoon, am alive here.” That’s why I started drawing
when I was 40. And at the time that I started drawing,
the basic concept that you get when you hear the word
“drawing” might be western painting. Also, I thought
Korean painting was tacky and boring because the only
Korean paintings I saw were the landscape paintings in
my father’s room; and they did not really interest me. So
I started drawing with oil and acrylic painting. And then
I wanted something livelier. You know, I kept on drawing
and drawing on the wall, and my ideas and feelings wanted
to get out of it. That’s why I played with the chair and
sculptures without even knowing that it was Installation!
I believe I could think outside the box because I studied
and practiced painting by myself, freely testing what I
wanted to do, no matter what others say. The same goes
for me drawing Korean paintings now. In my late 60s, I
encountered Doo-seo Yoon’s self-portrait at a Korean
painting exhibition. I still can’t forget that moment. Dooseo Yoon seemed to be staring at me, scolding, “What are
you doing, you fool.” And I decided to throw everything
that I have done and restart with Korean painting. It took
me three years to only learn how to use a Korean brush
properly. And now, finally, I’m here, drawing Korean style
self-portrait. It’s so much fun. I feel like I finally found
myself in Korean painting.

선생님은 40세 때 화단에 등단하신 이후로 서양화, 설치미술, 채색화
등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신 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하는 성미예요. 저는 제가 태어나
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고, 소통하고 싶었어요. “
나 윤석남이가 여기 살아있거든요,” 하고. 그래서 마흔 살이 되던 4
월 25일에 그림을 시작했어요. 유화와 아크릴로 시작한 이유도, 그
때는 그림 그린다고 하면 다 서양화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한국화라
는 말도 없었거니와, 제가 본 한국 작품들은 아버지 방에서 본 화첩

I tell what I want to say through my paintings. So naturally,
I have always been thinking about what comes out in my
paintings. My first exhibition theme was my mother, whom
I love and respect the most. Since my father died early, my
mother basically did everything to feed my brothers and
me, including farm work and factory work. Looking at my
mother, I always felt how hard it is for a woman to survive
in Korea. That’s how it became a painting. When I told
everything I wanted to talk about my mother, I finally got
the courage to speak about myself, so I drew myself and
my friends who helped me in art. After talking about my
life, I was looking for what to paint, and I read a post about
the Korean independence activists. They were all men.
Gwan-soon Yoo was the only female independence activist
that I knew. So I felt that this is what I should draw next.
I searched for the data of Korean female independence
activists, and now I finished drawing 30 Korean female
independence activists’ portraits. My goal is to finish
drawing 100 pieces. I want to keep talking about these
women as long as I have strength.

초기 선생님의 작품에서는 선생님의 인생, 일상생활과 연관된
인물들(본인, 가족들, 친구들, 반려동물)이 많이 보였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선생님의 작품 주인공이 되었어요.
선생님께서는 “그리고 싶은 걸 그린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선생님께 “그리고 싶은 것”이란 무엇인가요?
그림이라는 건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생각하고 있는 게 그림으로 나오는 거예요. 첫 전시 주제는 제가 제
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어머니였죠. 아버지가 일찍 죽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형제 공부시키려고 공장 노동부터 밭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항상 ‘조선이라는 땅에서
여성이 살아가는 거란 뭘까’,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
게 그림이 된 거죠. 그리고 나이 60 넘어서는 제 얘기를 해도 되겠
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화상이랑 미술 할 때 도움을 준 친구들을 그
렸어요. 제 얘기 다 하고, 무엇을 그릴까 하다가 우연하게 독립운동
가에 대한 글을 읽게 됐는데, 다 남성인 거예요. 저는 아는 게 유관
순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책을 찾
아서 읽었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내가 그릴 건 이거다’, 라는 생
각이 들었죠. 이제 30여 점 완성했는데, 100점을 완성하는 게 목표
예요. 저는 힘이 남아있는 한 그 여성들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요.

들, 산수화가 다인데 그것들은 촌스럽고 지루하다고 생각했죠. 그래
서 처음엔 서양화로 시작했어요. 근데 서양화를 그리다 보니까 그
냥 화면에 다만 그리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벽
에 대고 그리기만 하는 거니까 생동감이 안 느껴졌죠. 그래서 설
치가 뭔 지도 모르고 설치미술을 한 거예요. 혼자 배우고, 하고 싶
은 걸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존의 틀을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누
가 뭐래도 저 하고 싶은 걸 했으니까. 채색화도 마찬가지예요. 60대
후반 즈음에 [초상화의 비밀]이라는 한국화 전시에서 윤두서 자화
상을 봤는데 그 순간을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윤두서가 저를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너 뭐하고 있는 거니?” 하고. 그걸 몇
번 더 가서 보고, “여태까지 한 거 다 버리자. 붓으로 시작하자,” 하
고 붓 잡는 법부터 3년을 배워서 지금은 채색화만 하고 있어요. 근
데 너무 재밌어요. 돌고 돌아서 제 자신을 비로소 찾은 느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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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VE
Yun Suk Nam
1. Mother V - sake for the family, 80x160x10cm
2. Mother - on the street, 100x139cm
3. Mother
acrylic on wood,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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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OW
Yun Suk Nam, Heo Nanseolheon
variable size, Mixed media,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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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your most recent exhibition, “Women of Resistance,”
featured three forms of paintings: face drawing, small portrait,
and a large portrait of female independence activists. I
wonder how you drew a person from three perspectives.

Korean painting should be done in this way. You draw the
face with a pencil and draw it again on the ‘Hanji’ (Korean
traditional paper) and paint an actual human-sized figure
at the end. There are only a few pictures of female Korean
independence activists left. Even when I am lucky enough
to get the photos, those are only too small and black and
white identification photos. So, I fill up the rest with my
imagination to deliver a richer story through the picture.
가장 최근에 열렸던 선생님의 전시회인 “싸우는 여자들, 역사가 되다”
에서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얼굴 드로잉, 소형 초상, 대형 초상화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가 전시되었어요. 한 인물을 세 가지 관점에서

These days, I’m working on a portrait of independence
activist Ae-ra Lee. Only one small black and white photo
of her is left. I am going to make her big, like over 2m.
Let me tell you about her story. She died when she was 27
years old. Her husband was also an independence activist,
and he went to Russia. So, she also tried to go to Russia
with her two children, but she got caught by the Japanese
detectives at the port. So, she was arrested and tortured
in prison, and when she finally arrived in Vladivostok
to meet her husband, she died in three days from the
aftereffect. I’m drawing the moment she waits for the boat
right before she got arrested by the Japanese detectives.

You are constantly talking about women and their history.
I’d like to hear what it means for you to tell and record
women’s history.

작업은 우선 연필로 얼굴 밑단을 그리고, 그 얼굴을 한지 위에 옮겨서
채색하고, 마지막에는 실제 사람 크기의 인물을 그려 채색해서
마무리해요. 이게 제가 한국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방식이죠.
여성 독립 운동가는 거의 사진이 없어요. 있어도 작은 증명사진이
다예요. 저는 그걸 실제 사람 크기로 크게 하고 싶었어요. 사람
크기의 초상화를 자료를 기반으로 제가 상상으로 채워 넣는 거죠. 제

초상화가 작은 흑백사진 한 장 밖에 없대요. 저는 이 분 굉장히 크게
2m 넘게 작업할 거예요. 이 분이 27살 때 돌아가셨어요. 남편도
독립운동한 사람인데 러시아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이가 27살 때 7
살, 3살짜리 애 둘을 데리고 따라가려고 배를 타려다가 일본 형사한테
붙잡힌 거예요. 독립운동했다고 해서. 잡혀가서 고문 받고 말도 못
하게 고생하다가 결국엔 남편 보러 블라디보스토크로 도착하는데
사흘 만에 죽어요. 너무 고생을 해서. 저는 지금 이이가 배를 기다리고
있다가 잡혀가기 직전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리고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자기 자신, 주변의 여성들, 그리고 여성 독립운동가까지
끊임없이 여성, 그리고 여성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선생님께 여성의 역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듣고
싶습니다.

조명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작업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에는 독립운동가 이애라의 초상화를 작업하고 있어요. 이 분도

As you know, women haven’t been treated as humans for
2500 years. So am I. I have three younger brothers, and I
had to work in the factory to pay their school tuition. Back
then, I thought it was such a noble thing to sacrifice myself
for my brothers. But if I were a son, would I have to work
for my brothers right after graduating high school? So, my
frustration and resentment are pent up from the tip of my
foot to my head.

사실 여자는 2500년 동안 사람 대우를 못 받았잖아요, 아시다시피.

When I read the female independence activists’ stories, I
could not understand them at first. Why did they sacrifice
themselves for the nation that did not even treat them
as human? Why did they? They fought for themselves,
crying out that “I’m also a human. I can also fight for the
nation. You, men, are not the ones who can fight.” I don’t
know if I’m misinterpreting, but I would have thought in
this way if I were them. But I think they held the gun for
themselves, not only for the nation.

여성 독립운동가 얘기를 읽어보면 저는 절대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She began art, remarking that she needs nothing but a
piece of charcoal for drawing. Now, she is an established
art magnate. Suk-nam Yoon does not settle in her position
but continues to pioneer other paths and never stops
challenging herself. Surely, “Unlimited” is a modifier for
her.

가진 게 없어도 숯 하나만 있으면 그림 그리는 것은 자유라며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남동생이 밑에 셋이 있어서 대학 공부
시켜야 하니까 서울에 올라와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동생들을
공부시켰어요. 그때는 동생들을 위해서 제가 희생하는 게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여성이기 때문에 그랬지 제가 만약에
아들이었으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직을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발끝에서부터 머리끝에서까지 꽉 차 있는거죠.

나름대로 스토리를 만들어 넣는 거예요.

You displayed 14 portraits of female independence activists,
and your goal is to finish drawing 100 portraits. Who are
you working on these days?
현재 여성 독립운동가 14인의 초상화를 전시하셨고, 앞으로 100
인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그릴 것이라는 목표를 갖고 계시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나라를 위해서 총을 들었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를
위해서 총을 든 거예요. “너희들만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야.
너희들만 사람이 아니야. 여성인 나도 나라를 위해서 싸워. 나도
인간이야.” 하는 마음이 저 밑바닥에 없었을까요? 저라면 있었을 것
같아요.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위해서
싸우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요.

들었습니다. 요새 작업하고 계신 인물은 어떤 분인가요?

TO THE LEFT
Yun Suk Nam, Portrait of Dong Poong-shin
210x94cm, Color pigment on Hanji,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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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시작했던 그는 이제 한국 화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장으로
불린다.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길을 개척하고,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윤석남. Unlimited, “무한함”이란 그를
위한 수식어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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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VE
Yun Suk Nam, Red Room
Mixed media,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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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TAE HYUNG

“Sense a change, Seize the change”
2007-2017
2010
2013
2015, 2016
2015-2016
2016, 2017, 2019
2016-2017, 2018-2019
2017, 2018, 2019
2018, 2019
2018~2019, 2020
2021

Model Students
Rooftop Cat
Agatha
RHO71500
The Curious Incident of the Dog in the Night-Time
Fan Letter
The Bunker Trilogy
Every Show’s a First Today
The 100 year old man who climbed out the window and disappeared
Maire Curie
Grand prize at the 5th Korea Musical Awards

b y . S O Y E O N PA R K

Power to change people and the world – Performance director Kim Tae-hyung believes it exists in the play. He
moves the hearts of audiences who come to see the show. Since he was young, he did not hesitate to change and
advance because he thought that the only way he could really feel thrilled and happy was through the play.
His works, loved by countless people, contain his own unique view of art and society. In short,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 of his works attracting the audience derives from his attitude of being not afraid of accepting
changes.
연극에 사람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는 공연연출가 김태형은 공연을 찾아오는 관객들에게 마음의 울림이라는
선물을 선사한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찾아 움직이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던 그는 연출이라는
예술활동을 할 때에 비로소 기쁨과 전율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의 손을 거쳐온
다양한 작품 속에는 예술과 사회를 바라보는 그만의 시선이 녹아들어 있다.
그리고 작품 속 그의 특색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데에서 시작한다.

ACCESS 66

ACCESS 67

STORY

I heard you were an engineering major in KAIST when you
were an undergraduate. For an engineering student, quitting
college and choosing art must have been difficult to make.
What was your motivation?
I entered the engineering college, but I soon thought that
what I studied at that time was not true exploration. I didn’t
find it interesting. Instead, the play directing activities that
I have been doing since I was in high school captivated me.
German director Bertolt Brecht said that plays could change
the world; I agree with him because they actually gave me
a strong impression that changed my life. To be honest, I’m
very skeptical about the social aspect that society seems to
force a uniform way on the members. I hope that the lives
of people who truly live happily doing what they want to do
will be more widely introduced. That way, more people can
be sure that they will be happy enough even when they step
toward the very moment that shook their emotions.

Though your presentations seem very spectacular, I guess your
hard agony and effort will support them behind. Are there
any difficulties you feel while preparing for the performance
recently?

학부 시절에 카이스트 공학도셨다고 들었어요. 공대생이 대학을
그만두고 예술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공과대학에 진학을 했지만 그 때 했던 공부가 진실된 탐구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기에 학문에
열정적일 수도 없었죠. 그런데 고등학생 때부터 당시까지 취미로
해 오던 연극반에서의 경험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거든요. 당시에
독일 연출가 브레히트(Bertolt Brecht)가 했던 연극이 세상을 바꿀 수

Once, I’ve seen a performance that made me think an
actor of a certain race would play a certain role. But I
realized it was part of my prejudice. In fact, an actor’s skin
color has no significant side-effect on the nature of the
play. The same goes for gender. Gender differences don’t
matter. Rather, as plays always have stories of minorities, it
seemed more ardent when female actors appeared in plays.
At first, these attempts can be unfamiliar to the audience.
But I think it’s essential for the audience to get used to this
by accepting more and more of these kinds of attempts.

과거에 한 공연을 보면서, 당연히 특정 인종의 배우가 배역을 맡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일종의 제 편견이었고, 배우가 해당 배역을
소화할 수 있고 내용만 잘 전달한다면 배우의 피부색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성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실은, 연극이나 공연 작품에는 늘 약자들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깔려있기 때문인지, 여자 배우들이 할 때가 훨씬 더 아프고
절절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기도 했고요. 처음엔 낯설더라도
이런 시도를 자주 하고, 그러면서 관객들이 이것에 익숙해지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있으리라는 생각 또한 인상깊었던 기억이 있어요. 실제로 연극이라는
예술활동은 제 인생을 바꿀 정도로 강렬했거든요. 사실 저는
제시된 정답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듯한 사회 양상에 회의적이에요.
그래서인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사는 이들의
삶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감정을 요동치게 했던 바로
그 순간을 따라갔을 때에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게끔 말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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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Tae Hyung, The 100 year old man who
climbed out the window and disappeared, 2018

BELOW
Kim Tae Hyung, Fan Letter
2019

화려한 공연 뒤에는 연출가님의 고뇌와 노력이 숨어있을 것 같아요.
요즈음 공연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When I started the work, I did not know much about the
play, so everything was difficult, even from the beginning.
Over time, solving economic problems was a concern.
Besides that, protecting my values and the world of art
when working with various producers was difficult. Most
recently, ‘being with the audience’ itself feels difficult for
me. As a director, I always wonder if the story I’m trying to
tell them can be interesting and just.

초기에는 연극을 배워가는 과정이었기에 작품을 만드는 것 자체가

<Orphans>, <The 100-year-old man who climbed out the
window and disappeared> are notable musicals. What are
the reasons and significance for your unique attempts to cast
gender-free in works like this?

<오펀스>,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등의 뮤지컬에서 젠더프리

In the case of such works, I adopted the casting method
because I did not think race, age, or gender was a problem
at all to convey the full flow of the story. I’ve always wanted
to make a radical play like those, too. Good lines and good
characters -- they are good not because they are men.

STORY

어려운 일이었어요. 조금 지나고 나서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연극을 올릴 때 ‘나’라는 연출가만의 세계를 지키는
것에 대한 고민도 많았죠. 요새는 그보다는 관객과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이 이야기가 관객들에게 흥미롭고 올바르며 정의로운
이야기일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해요.

캐스팅 등 다양한 진취적 시도를 보여주게 되신 이유와 의의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작품들의 경우에는 인종과 나이,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야기들이기에 젠더프리로 캐스팅을
하게 됐어요. 어떤 이야기에서 캐릭터의 행동과 대사가 의미있다면
그것이 남자라서 의미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변화무쌍한 공연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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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arie Curie>, you can see that you have continued to
challenge the contents of the work in a reformed way. What is
your opinion of a female-centered narrative?

연출가님께서는 <마리 퀴리>등의 작품을 통해서, 캐스팅뿐만이
아니라 내용 측면에서도 개혁적인 도전을 해 오신 것 같아요. 여성
중심 서사에 대한 연출가님의 의견에 대해 들려주세요.

Suppose you are asking about the position of women in
the field of theatre for me. In that case, two different kinds
of mind coexist – wanting to give female characters more
important stories, hoping them to be seen as universal
human beings by the audience. I want to feature a woman
with various emotions as a round character in my work.
It could be good to force the story to make them look
perfectly cool, but I think it would be more meaningful to
show various human aspects through female characters.

연극계에서의 여성의 입지에 대해서, 연출가로서의 제 안에 두

<Marie Curie> was a work that blended my two conflicting
ideas, so it inspired me a lot. She was a genius and a
great scientist. Still, if you look closely at her life, she had
overcome extreme discrimination and hardship because
she is a woman, immigrant, and minority. Not only that,
she made a lot of mistakes as a human, woman, and
scientist. I thought it was a good opportunity to introduce
the universal human image that I wanted to deal with in
work through female characters. Actually, only men have
played distinctive and thoughtful characters in the play for
hundreds of years, while female characters are quite simple
– they were mostly great saints or terrible evil women. But
they are all out of date. Now I try to make a character that
modern women can relate to.

<마리 퀴리>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 생각이 섞여있는 작품이었기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게 돼요. 여성 캐릭터에게 더 힘을 실어주고
싶다는 생각과, 그러지 말고 그들을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어보자는
생각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실수도 하는 입체적인
인물을 그려 보고 싶은 거죠. 인간으로서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인간적인 면모들을 여성을 통해 보여주는 것도 너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도 고무가 됐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위인과
비교해도 빠지지 않는 과학자이지만 더 들여다보면 여성으로서,

STORY

As a contemporary performing arts worker, what do you
value the most to be loved and appreciated by audiences?
Please tell us your opinion on what the field should consider
and what efforts to make.
I don’t think I can give a clear answer to this question either.
To be honest, I don’t know yet. But simply, we should not
neglect the fundamental studying of theatre. Besides that,
what I think is important is the flow of society. It is crucial
to perceive that we should respond to changes. Because
modern society is changing so fast, the theatre field is also
changing lively. It may be a kind of horror for a performing
artist like me because we may not be able to adapt or make
some mistakes. So I try to sense the movement of society by
studying consistently. I guess public opinion is not formed
only through established media or one-way media anymore,
so I’m trying to look at the world in various ways.

널리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대중의 곁에 머물기 위해 공연예술 분야가
고려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저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근원적이고 클래식한, ‘연극’공부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 외에도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회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에요.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즈음은 단순히
몇 년 사이에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일례로
반려동물에 대한 시선이라든가. 폭력에 대한 예민함, 여성 캐릭터의
정체성과 주체성.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연극계에 불어오는
활기찬 변화죠. 그러면서도 공연예술인인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한편으로는 공포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당연할까요. 적응하지 못하거나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민자로서, 소수자로서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차별과 역경을

그렇기에 더더욱, 변화되는 많은 요소들을 느끼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극복해온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입체적 인간, 보편적 인간, 고민하고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책도 보고, SNS도 봐요.

사유하는 인간은 수백 년 동안 다 남자가 했고, 여성 캐릭터는

더 이상 기성 언론이나 일방향 매체를 통해서만 여론이 형성된다고

주로 탈인간적으로 성스럽거나 희대의 악녀였습니다. 이제는 현대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변화하는 사회를

여성들이 공감할 수 있고, 보고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 봐야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하지 않을까요? 여성 캐릭터들의 삶과 생각을 섬세하게 다뤄 보면
관객들에게도, 연극계에도 좋은 일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만들어 나가요.

Change – It must be the most notable keyword these days.
However, to change ourselves or deal with external changes
will not be as easy as it seems. Kim suggests a simple idea:
Leave open the possibility of change at all the time, no matter
what kind of the change is. We might encounter various
changes, change occurring inside our minds, coming from
society, or facing the situation we never expected. I would
say that Kim might be the one who sensed a change well and
seized the change well.

오늘날 ‘변화’만큼 중요한 키워드가 있을까? 하지만 적절한 때에 내
스스로를 변화시키거나 외부의 변화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김태형 연출가가 제시한 방법은 간단하다.
언제나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서 찾게
되는 변화든, 외부에서 찾아오는 변화든, 어쩌다 마주친 낯선 것이든
말이다. 김태형 연출가야말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과 작품 속에 녹여내는 예술가가 아닐까 한다.

TO THE LEFT
Kim Tae Hyung, Maire Curi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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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STITCH
Co-living Space Welcomes Anyone

b y. H A N E U L C H O I

Can you imagine a place where you can take care of all daily
routines just like an all-in-one product? Here is a space
where everyone can get help to challenge new careers. Local
Stitch provides a space where all creative producers can live
and work together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e place is
based on the concept of co-living and co-working. Recently,
we visited Local Stitch, where creators can work and rest at
13 different spots in Seoul.

마트에서 볼 수 있는 ‘올인원’ 상품처럼, 모든 일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올인원’ 공간이 있을까? 여기 작은 동네호텔의 리모델링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공간이 있다. 로컬스티치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코리빙,
코워킹을 바탕으로 모든 창의적인 생산자들이 함께 살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작업 공간을 필요로 하는 창작자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서울에 13개 지점을 열어 많은 이들의 작업장이자
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로컬스티치를 만나보았다.

STUDIO

Local Stitch started with creating a place where various
people can share and live together whil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and lifestyles of districts. Previously in the
Joseon period, ancestors pursued a co-existing lifestyle
harmonizing with surrounding nature and sublated going
against nature. Local Stitch did not establish entirely new
buildings but did try to express new value by applying
new designs at pre-existing supermarkets or beauty shops.
It is reproduced in concordance with each region, not
modifying the shapes of previous buildings. We could find
the manner of understanding and respect of others rather
than forcing them to follow the standard of oneself from the
effort of Local Stitch.

로컬스티치는 지역의 특성과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여 여러

Then what kind of people flock in the interspace of Local
Stitch? Local Stitch provides an exclusive lounge, meeting
room, and community service at membership programs, and
those who registered for living and office membership can
use independent spaces. Experts from diverse fields such as
designers, photographers, producers gather at this complex
enclosure. As various people gather around,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Stich and people becomes unique. Local
Stitch met a foreign chef from Kuala Lumpur during five
years of operating a sharing kitchen and still maintains
the relationship. There was a creator who started a new
business for all beloved pets. Since the goal of Local Stitch
is to arrange a space where preparatory founders can have
various tryouts and experiments, each person has meanings
for Local Stitch. Local Stitch makes communications in this
space where people with their expertise and contents make
communities and grow together.

그렇다면 로컬스티치 내 공유공간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

Local Stitch’s identity is to expand companies’ careers,
employees, and even Local Stitch members based on the
power of space while they live together in this building.
Then, what is this ‘power of space’ which Local Stitch
focused on? We cannot avoid a situation where we confront
and sometimes bump into each other when we live in one
space. However, that is how space connects people. It will
help us reach the solution point if we stick together in the
same space. Isn’t this the power of space?

로컬스티치는 복합 공간을 통해 모여 살면서 공간이 가진 힘을

사람들이 공유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이전부터 우리나라 조상들은 자연을 거스르는 것보다는
주변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했다. 이처럼
로컬스티치는 처음부터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에 동네
슈퍼나 미용실에 디자인을 입혀 새로운 가치를 드러내고자 했다.
기존 건물의 형태를 최대한 변형시키지 않고, 그 지역에 어울리게
재탄생한 것이 바로 로컬스티치다. 이러한 노력에서부터 타인에게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는 것이 그들을 아닌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로컬스티치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등록한 사람들에게 멤버십
전용 라운지, 회의실,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며, 리빙과 오피스
멤버십을 등록한 사람들에게는 독립된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 복합공간에는 디자이너, 사진작가, 기획자 등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든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로컬스티치에는
특별한 일화가 많다. 로컬스티치가 운영했던 약 5년 동안 운영했던
공유주방에서 만난 외국인 요리사와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고, 반려동물을 사랑한 창업자에 의해 새로운 사업이
시작이 되기도 했다. 예비 창업자들에게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표인 로컬스티치에게는 창업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미 있었을 것이다. 각자의 전문성과 콘텐츠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커뮤니티를 이루고 함께 성장을 하는 공간에서
로컬스티치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

바탕으로 기업과 직원 그리고, 심지어는 로컬스티치 멤버들까지
커리어를 확장해나가는 것을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다. 로컬스티치가
주목한 공간이 가진 힘은 무엇일까? 같은 공간에 존재하면 어쩔 수
없이 마주치고 부딪치기히기 마련이다. 즉 공간은 사람들을 이어
붙인다는 것이다. 한 공간에 있다면 우리는 해결로 이르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공간이 가진 힘이 아닐까?

TO THE LEFT
Local Stitch at Sog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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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opportunities to meet various people and space have been reduced by
COVID-19. Limited space and environment prevent us from having fewer thoughts
and ideas compared to previous days. Whereas, complex enclosure in Local Stitch
allows us continuous transformations and sights for the broader world. Various
kinds of stimulation, thoughts and viewpoints from other people are compulsory
elements for Local Stitch. Space played a crucial role in maintaining this identity.

The value of Local Stitch is expanding a space where various kinds of creators
can unfold their ideas. The goal is to provide local business contents that support
many start-ups and individual proprietors to start their businesses stably. Local
Stitch will constantly broaden the space that can ‘loosely hold’ dreaming creators
in other regions starting from Seoul.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사람과 공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다. 한정된
공간과 환경이 주는 생각과 아이디어는 이전만큼 넓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로컬스티치의 복합공간은 사람들에게 지루할 틈 없이 끊임없이 변화를 주고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게 해준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오는 여러 가지 자극과 각기 다른
생각, 관점은 커리어 확장을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는 로컬스티치에게 꼭 필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정체성을 유지하게 한 것이 바로 공간이 가진 힘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양한 창작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해가는 것이 로컬스티치의
가치관이다. 그 생각 속에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로컬 비즈니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로컬스티치의 목표이다. 로컬스티치는
서울을 시작으로 여러 지역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창작자들을 ‘느슨하게 품는’
공간을 끊임없이 확장해 나갈 것이다.

TO THE RIGHT
Local Stitch at Yak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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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JONG ARCADE
a Pioneer of Creativity and Diversity

b y. HY U N S O O L E E

Kiljong Arcade’s Korean name, ‘Kiljong sang-ga,’ reminds
one of an ordinary Korean sang-ga such as Nakwon sangga or Sewoon sang-ga. Yet Kiljong Arcade is unique in that
it cannot be visited in person but can only be accessed
through its online website. This online sang-ga, introduced
as “a place to help others by using what one has learned,
felt and experienced in life,” makes us wonder – “What
kind of help does Kiljong Arcade provide to its visitors?
Who are the people that provide such help?”

‘길종상가’라는 이름을 들으면 ‘낙원상가’, ‘세운상가’ 같은 한국의

Kiljong Arcade consists of shops run by different owners,
such as Park Kiljong’s ‘Gagongso’ and ‘Go Human
Resources Office’, Song Daeyoung’s ‘Youngwehouse’, and
Kim Yoonha’s ‘Daitta.’ All stores provide customized help
for a reasonable price based on visitors’ requests, which
can range from designing furniture or spaces, and even
to having lunch together or washing dishes. Since each
store provides different help, those who wish to visit them
must thoroughly read each shop’s notice posted on Kiljong
Arcade. Currently, the most active store is ‘Gagongso,’
a shop that customizes the one-and-only furniture for
various clients such as art museums, fashion brands, or
individuals.

길종상가는 박길종의 ‘가공소’와 ‘간다 인력사무소’, 송대영의 ‘

여느 평범한 상가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길종상가는 실제로 방문할
수는 없고, 오직 온라인 웹사이트로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
살면서 배우고 느끼고 겪어온 것들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곳”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이 온라인 상가에서는 과연 어떤
사람들로부터, 어떤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일까?

영이네’, 김윤하의 ‘다있다’ 등 각기 다른 주인장들이 운영하는
상점들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상점들은 방문객들이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 적절한 대가를 받고 맞춤 도움을 제공하며 그 내용은
가구 제작, 공간 디자인, 심지어는 ‘함께 밥 먹어주기’, ‘설거지하기’
등으로 다양하다. 상점마다 제공하는 도움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을
원한다면 길종상가에 게시된 각 상점의 공지사항을 정독하는 것이
필수다. 현재 가장 활발히 활동 중인 상점은 ‘가공소’로, 각종 미술관,
브랜드, 개인 등 다양한 의뢰자들을 위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구를
제작하고 있다.

TO THE RIGHT
Kiljong Arcade, Chang Naegoja (To open a window),
dimensions variable, mixed material, 2012
(Photo by Park Kiljong)
PAGE 80
Kiljong Arcade, Exploration in Search of Legends, 2021
Exhibited at Lotte Avenuel World Tower Hermes store
(Photo by Kim Sang T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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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 owners not only run their own stores but also
come together to showcase their joint works.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Hermes show window
work, which has been in progress since 2015 with the
participation of Kiljong Arcade’s shopkeepers – Park
Kiljong, Song Daeyoung, and Kim Yoonha. The three
residents create show windows every season under
three keywords - ‘annual theme,’ ‘season,’ and ‘products’
presented by Hermes. In particular, the windows are
creatively designed through inspiration from the shape
of each season’s products, such as shoes and scarves. In
2021, under the year’s annual theme, ‘Human Odyssey,’
the three shopkeepers are expressing the footsteps left by
the humans on the Earth through various show window
arrangements.

상점 주인들은 각자의 가게를 운영하기도 하지만 함께 모여 공동의

It would be a great mistake to think that Kiljong
Arcade only presents slick and polished designs since it
collaborates with a high-end luxury brand. Instead, the
works of Kiljong Arcade convey the feeling of nostalgia for
‘old and antique things’ through their unique colors and
textures. It is a habit of Kiljong Arcade’s shop owners to
pay close attention to old objects and create new artwork
based on them. In Park Kiljong’s ‘Walking Photography,’
one can find photographs of furniture and buildings
that seem at least 30 years old. Moreover, Park’s studio is
packed with antique objects such as clocks, cabinets, and
sofas found on the streets or thrown away by his friends.
Kim Yoonha, the owner of ‘Daitta,’ also exhibits art crafts
that have been made from garbage on her social media.
In short, the objects that have become useless to others
can become interesting elements that inspire creativity for
Kiljong Arcade.

길종상가가 명품 브랜드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깔끔하고 세련된

The shopkeepers of Kiljong Arcade often record the
process of the projects they are working on. At the ‘Go
Human Resources Office,’ an errand service center run by
Park Kiljong, one can find articles about the specific help
that clients requested to the office and random gifts that
the office received in return, such as meals or printers.
In addition, ‘Listen, Talk, and Drink,’ which displays the
process of events conducted by Kiljong Arcade, records
in detail when, where, and who gathered together to
accomplish what kinds of projects. As such, Kiljong
Arcade enjoys interacting with its visitors through sharing
not only the final results but also the detailed process of
creating the results.

상점의 주인장들은 그간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작업 과정을 상세히

작업을 선보이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2015년부터 진행 중인
에르메스 쇼윈도 작업으로, 길종상가 입주민인 박길종, 송대영,
김윤하가 매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에르메스에서 제시하는
‘주제’, ‘계절’, ‘제품’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 아래 매 시즌 쇼윈도를
제작하며, 특히 해당 시즌의 신발, 스카프 등 제품의 모양에 영감을
받아 창의적으로 윈도를 구성해낸다. 2021년에는 ‘휴먼 오디세이’
라는 주제 아래, 인간들이 세상에 남기는 발자취를 다채로운 형태의
쇼윈도로 표현하고 있다.

디자인만을 선보일 거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길종상가의
창작물들은 특유의 색감과 질감으로 ‘오래되고 낡은 것들’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한다. 실제로 상가의 입주민들은 평소 오래된
물건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에 영감을 받아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낸다. 박길종이 운영하는 ‘걷다 사진관’에는 버려진 가구들과
30년 전에 지어졌을 법한 건물 사진들이 아카이빙 되어 있고, 그의
작업실에는 지인이 쓰다 버린, 혹은 길에서 주워 온 괘종시계,
캐비닛과 소파 같은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다. ‘다있다’를 운영하는
김윤하의 SNS 계정에서도 쓰레기를 조합하여 창작한 조형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렇듯 누군가에게 쓸모 없어진 물건들의 색감,
질감과 같은 디테일들이 길종상가에게는 창작의 영감을 주는
재미있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기록하기도 한다. 특히 박길종이 운영하는 일손 서비스 센터, ‘간다
인력사무소’에서는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받았고, 답례로 식사,
프린터기 등 어떠한 특별한 선물을 받았는지에 대한 글들을 만나볼
수 있다. 길종상가가 진행했던 행사 과정들을 담아낸 ‘듣말마’
게시판에서도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 어떠한 일을
함께 했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길종상가는 작업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해당 결과물의 탄생 과정을 방문객들에게
생생하게 공유하며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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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unique feature is that Kiljong Arcade, although
operating via an online website, still has an imaginary
bird’s eye view of its own. At the Arcade’s ‘Management
Office,’ one can meet several doodling of Kiljong Arcade in
the shape of buildings such as the Seoul Express Terminal
and the Bank of Korea. These were all drawn by Park
Kiljong, who hopes that Kiljong Arcade would become a
place where a myriad of people come and visit, just like
the buildings in his drawings. So far, Park has drawn
structures that actually exist in Seoul, but next time, he
desires to imagine Kiljong Arcade as a real building and
draw it.

한 가지 더 독특한 점은, 온라인 상가이지만 가상의 조감도를

Kiljong Arcade, going beyond the meaning of “sang-ga”
that many often think of, is constantly creating unique
projects and artworks of its own. Meanwhile, each shop
owner is steadily pioneering a wide range of interests such
as dance, alcohol brewing, and music, which at first glance
seem completely unrelated to Kiljong Arcade. Yet, all of
their diverse experiences are grafted onto Kiljong Arcade
and thus contribute to completing its unique identity.
Kiljong Arcade does not necessarily show ambitious
goals that it wishes to achieve. Instead, it looks forward
to interesting results that would come depending on its
diverse and unique visitors. Even today, the shopkeepers
of Kiljong Arcade are attempting interesting activities that
inspire them, waiting with open arms for anyone who
wishes to visit Kiljong Arcade.

많은 이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상가’의 의미를 뛰어넘으며

갖고

있다는

점이다.

길종상가의

‘관리사무소’

게시판에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한국은행과 같은 건축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 길종상가 그림들이 업로드되어있다. 이 그림들은 상가
관리인 박길종이 자신이 좋아하는 건축물들을 직접 그린 것으로,
길종상가가 해당 건물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박길종은 실제로 존재하는
건물들을 그려왔지만, 다음에는 길종상가가 건물로 구현된 모습을
상상하여 그려보고 싶다고 한다.

새로운 창작물을 선보이는 길종상가. 이곳의 상인들은 언뜻 보면
길종상가와 상관없어 보이는 무용, 술 빚기, 음악 등의 폭넓은 관심
분야를 꾸준히 개척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다양한 경험은
모두 길종상가에 접목되어 상가의 특별한 정체성을 완성해내는 데
일조한다. 길종상가는 원대한 목표나 포부를 갖고 있지 않다. 대신,
상가를 찾아오는 각양각색의 손님들에 따라 재미있는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오늘도 길종상가의 입주민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특별한 일들을 시도하며, 상가를 방문하게 될 손님들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다.

TO THE RIGHT
Inside the studio of Kiljong Arcade

BELOW
1. A bird’s-eye view of Kiljong Arcade
inspired by Seoul Express Bus Terminal
2. A bird’s-eye view of Kiljong Arcade
inspired by Bank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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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INET CLUB HOUSE
Cabinet Club House : A Space for Unlimited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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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ast, buying famous artists’ artworks was regarded
as either the wealthy class’s privilege or as a sense of
investment for the future. However, young consumers in
their 20-30s nowadays are more willing to own artworks
than just see them in art galleries. Likewise, demands
soured for posters of famous artworks that are relatively
affordable and have high accessibility for the public. This
explains the recent increasing demand for posters of Henri
Matisse and David Hockney’s works. However, the poster
market only expanded within the copies of artworks drawn
by foreign artists rather than domestic or local artists. By
capturing this phenomenon, urban rehabilitation company
UrbanPlay sought an opportunity to make a platform
named Cabinet Club House, highlighting domestic artists’
artworks and their excellence. In this way, they hoped to
encourage the sustainability of the local culture and art and
make a virtuous cycle of local consumers supporting local
artists and designers.

과거에 유명 작가의 예술품을 소장하는 것은 부유층의 특권 혹은

Cabinet Club House, located at Yeonhee-dong in Seoul,
South Korea, resembles a private residence. In fact, the
three-floor cultural complex that was previously a personal
residence is now a flagship store as well as an exhibition site.
Given that Urban Play has been trying hard to revitalize
the local domestic areas by supporting the local business
and culture since its establishment, it can be seen that they
strategically placed Cabinet Club House in the region as a
way of regional revitalization.

연희동 주택가 골목길에 위치한 캐비닛 클럽 하우스. 네이버 지도로

투자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문화예술을
갤러리에서 구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젊은 20-30대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예술품의 소장은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특히 유명 작가의 작품을 인쇄한 포스터는 원화보다
비교적 저렴하기에 대중의 접근성이 높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앙리 마티스와 데이비드 호크니와 같은 해외의 저명한 작가들의
작품 포스터들이 유행하는 현상도 같은 이유로 설명된다. 한편, 판화
또는 포스터 시장의 규모는 계속 커짐에 불구하고 수요는 해외 작가
작품들에만 한정되었다. 이때, 도시재생기업 어반플레이는 역으로
시장에서 외면받는 국내 디자이너 위주의 아트 컬렉션을 구상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것에 더욱 집중해서 국내 문화예술의 선순환을
이루자는 취지의 캐비닛 클럽 하우스가 문을 열었다.

위치를 확인하지 않으면 언뜻 보기에 일반 고급 주택으로 보이는 이
3층 구조의 문화복합공간은 연희동 주택을 개조한 플래그십 스토어
및 전시장이다. 국내 로컬 지역들의 자체적인 행동력을 이끌어내어
지역의 마이크로 브랜드나 창의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현지 문화를 구축하는 것에 힘써온 어반플레이다운 위치
선정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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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a visitor walks across the garden on the first floor,
one can arrive at the art shop where various artists’ art
pieces and posters are displayed. While visitors are looking
around the art shop, artists who are partners with Cabinet
Club are busily working on their project in a residency
room located on the other side of the floor.
The gallery on the second floor is where exhibitions are
held. Artists who have collaborative relationships with
Cabinet Club participate in either solo exhibitions or team
exhibitions. One notable previous team exhibition is called
< What’s Your Favorite Cabinet? >. The exhibition was
filled with up to 300 posters of art pieces created by about
80 artists. Cabinet Club gathered such a large number of
posters at one spot as they considered that people might
not be able to find their personal taste by only seeing one
poster from one artist. Since visitors were not only able to
find out their artistic taste but also were able to take nice
pictures with the photo spot-like exhibition site, many
millennials have visited the show. The coordinator told
ACCESS that “People can’t realize if they like something
when they have never seen it,” inferring that people
cannot find their interest and taste for aesthetic images or
illustrations when they have not seen a variety of artworks.

STUDIO

햇볕이 내리쬐는 평화로운 분위기의 마당을 거닐다 보면 그와
이어진 1층 아트숍에서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들과 포스터들을
볼 수 있다. 방문객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포스터를 여유 있게
둘러보는 동안, 1층에 있는 또 다른 공간인 작가 레지던시 룸에서는
캐비닛클럽과 컬래버하여 전시를 진행 중인 작가들이 분주하게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다.
2층의 전시장은 캐비닛클럽과 연이 있는 국내 작가들이 전시를
할 수 있는 창구이다. 이곳에서 두 번째로 열렸던 < What’s Your
Favorite Cabinet? > 전시는

Cabinet Club encourages domestic culture and art
and supports young local designers to pursue their art
careers without barriers. Rather than relying on artists’
backgrounds, including their alma mater, age, and
networks, they consider anyone with artistic excellence
as a potential artist and allow them to participate in
exhibitions held at Cabinet Club. In that the art space does
not limit the genre of the art pieces as well as the artist’s
background, the place deserves more attention for its
unlimited sustainable cycle of domestic art.

국내 문화예술을 지속시키고 국내의 좋은 디자이너들이 계속해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의 공간인
캐비닛클럽은 참여 작가의 학벌, 배경, 나이 보다 작품의 완성도를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신진 아티스트들에게도 열린 공간이다. 참여
작가의 배경이나 작품의 장르에 한계를 두지 않고 예술을 다양한
형태로 대중에게 소개하는 이 실험적인 아트 스페이스가 더욱
많은 방문객들에게 사랑받으며 진정한 국내 문화예술 선순환의
중심지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한 작가로부터 2~3개의 포스터를

제공받아 총 80여명의 작가들의 200~300개가량의 포스터를
동시에 관람할 수 있게끔 했다. 작가의 포스터를 한 개만 보게
된다면 관람객이 그것이 자신의 취향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것을
감안하여 고안해낸 대형 포스터 전시였다. 취향을 알아가는 것은
물론, 인생 사진을 건지기 좋은 여건이 마련되어 포토 스폿으로 SNS
에 알려져 밀레니얼 사람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담당자는 “원하는
걸 아직 못 보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라고 말한다. 즉, 사람마다 잠재적으로 추구하는
저마다의 이미지 또는 일러스트 등의 취향 (자신만의 캐비닛) 이
있는데, 그건 각자마다 다르기에 보편적인 취향이 아닌 자신만의
개인 취향을 마음껏 발견해서 자기에게 맞는 캐비닛을 찾자는
의미에서 장소의 장을 뜻하는 캐비닛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캐비닛 클럽이라는 설명이다.

A visitor who took a look around the second floor can move
up to the third floor, where a rooftop cafe named Ordinary
Fit is located. Here, visitors can glance at the view that
captures the whole scenery of the Yeonhee-dong region.
The place is aimed at attracting domestic consumers who
are used to visiting cafes for relaxation. Since the cafe is
located on the highest floor, visitors naturally look around
the first and second floors along the way. Likewise, people
who visit Cabinet Club for a cafe could be allured by the
artistic works they encounter on the way to the cafe. In this
way, the Cabinet Club hopes that consumers who come
for coffee can revisit to watch exhibitions and consume
artworks later on.

2층에서 전시를 둘러본 관람객은 3층의 연희동 주택가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루프탑 카페 오디너리핏을 휴식공간 삼아 쉼을
얻어 갈 수 있다. 카페 소비에 익숙한 국내 소비자들이 카페를
찾아 캐비닛클럽에 오게끔 해서 다음에는 전시를 보기 위해 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류 문화인 카페가 문화 예술까지 확장되길
바란다는 담당자의 설명이다. 3층에 카페를 둔 것은 관람객들이
모든 구간들을 다 지나쳐야 원하는 것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들면서
콘텐츠를 주입시키는 캐비닛의 클럽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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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inet Club House Poster Exhibition < What is your favorite cabinet?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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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inet Club House Poster Exhibition < What is your favorite cabinet? > 2020.08
TO THE RIGHT
Cabinet Club House Art Shop on the First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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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H LEGACY

Eco-Friendly Cafes
b y. J E O N G M I M O O N

Find your way of sustainable living

친환경 카페 에코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하는 한남동 카페, 유성

Harmonizing modernity and oriental beauty in its interior
design, EARTH LEGACY strives to think of the symbiosis
of nature and human beings and, at the same time, practice
of the right food culture. Food ingredients will be carefully
selected in each famous mountainous area of the country,
and tea will be made by Atelier Yuseong and served in glass
precious as four seasons. With its strong-willed philosophy,
it sells eco-friendly tea, cups, straws, tissues, detergents,
and even receipts. It breaks the stereotype that plastic or
environmentally harmful substances are inevitably used for
cafe operations.

모던함과 동양미가 고루 느껴지는 유성카페는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Sustainable HABITs

As the population is constantly growing amid the limited
resources given by the environment, it has become more
important to prevent waste for sustainable resources. This
has greatly changed the flow of products, leading to growing
interest in a zero-waste society. Waste management must
be done more cyclically and efficiently in order to practice
zero-waste, which is more than removing waste through
recycling and reuse. As such, interest in environmental
protection has emerged as a zero-waste practice in
various spaces in society. For an eco-friendly lifestyle and
a sustainable life, we would like to introduce a zero-waste
space that we can easily access around us.

환경이 주는 한정된 자원 속에서 인구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생각하고 동시에 바른 먹거리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전국
유명 산지의 식재료를 직접 엄선하고 아뜰리에 유성에서 손수 차를
만들어 사계절처럼 귀한 시간을 한 잔에 담아서 손님에게 선보인다.
친환경 철학을 가지고 차를 판매하여 컵, 빨대, 휴지, 세제, 심지어
영수증까지 모두 친환경 제품이다. 플라스틱이나 환경 유해 물질
사용이 카페 운영에 어쩔 수 없이 사용된다는 고정관념을 깬다.

The cultural complex of eco-lifestyle

복합문화공간 sustainable HABITs

Sustainable HABITs is a lifestyle platform to help us develop
eco-friendly habits. It was built to hope that the small steps
of everyone practicing and sharing sustainable habits would
come together and become a culture. As a lifestyle platform
and cafe, all products inside are aimed at zero waste. Instead
of disposable plastic cups, eco-friendly TO-GO tumblers
made of bamboo material can be rented or purchased.
They also offer healthy desserts that are less harmful to the
environment, such as organic, gluten-free, and vegan. In
addition, various workshops such as lectures on sustainable
materials, book clubs, and volunteer activities are held each
month to create habits through campaigns. Sustainable
HABITs suggest that coexistence with the environment
and consideration and practice for future generations can
permeate customers’ lives beyond physical space.

Sustainable HABITs는 지속가능한 습관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We could see how close the keyword “zero-waste” is to
our lives through the two spaces above. It can be achieved
through a bit of interest in the environment, not for a
grand and great reason. Spaces such as Yuseong Cafe and
Sustainable HABITs will enable us to pursue zero-waste
lifestyle continuously.

위의 두 가지 공간을 통해 제로 웨이스트라는 키워드가 얼마나

플랫폼이다. 모두가 그런 삶을 위해 작은 실천을 공유하고 문화로
확대하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다.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이자
카페로서 내부의 모든 제품은 제로 웨이스트를 지향한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 대나무 소재로 만든 친환경 TO-GO 전용 텀블러를
대여 혹은 구매 가능하게 하거나, 유기농, 글루텐 프리, 비건과 같이
환경에 덜 해로우면서 건강에 좋은 디저트를 제공한다. 지속가능
소재에 관한 강연, 북클럽, 봉사활동 등 다양한 워크숍이 진행되며
매달 캠페인을 통해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 HABITs는 이처럼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어 환경과의 공존, 미래 세대를 위한 배려와 실천이
고객의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제안한다.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낭비를 막는 것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는 제품의 흐름을 크게 바꾸어 낭비가 없는 사회를 목표로 하는
제로웨이스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재활용과 재사용을 통해
폐기물을 없애는 것 이상인 제로 웨이스트를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관리가 보다 순환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환경보호에 관한 관심은 사회 속 다양한 공간에서 제로 웨이스트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다. 친환경적인 라이프스타일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공간을
소개하고자 한다.

ABOVE
1. EARTH LEGACY
2. Sustainable HABIT’s Seoul-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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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에 가까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제로 웨이스트는 거창하고
대단한 이유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작은 관심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성, 그리고 Sustainable Habits
와 같은 공간들이 지속가능성을 끝없이 확장하여 지속되는 습관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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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upcycling brands
contributing to a virtuous cycle”
b y . S O Y E O N PA R K

The planet is being polluted by the enormous amount of
waste emitted from each country, making the problem
more and more serious. These days, several companies’
efforts to solve problems such a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waste of resources are notable. Upcycling is the
manufacturing method chosen by these companies, aiming
to create sustainable products and positively impact the
environment.

대량으로 배출되는 전 세계의 폐기물은 환경을 오염시키며 날로

Have you heard of the word Upcycling, which is also called
Creative reuse? This refers to how abandoned resources
or objects are redesigned and transformed into qualitative
and environmental value objects. Various upcycling
brands with their own unique characteristics have been
launched in many countries and are gaining popularity. In
Korea, the number of companies that produce products by
incorporating various types of waste into art has increased.
But still, some consumers are reluctant to buy them because
the price is too high. Some people express their antipathy:
“Isn’t it made of ‘waste’ anyway?” However, we need to
know that brands positively influence certain social areas
alienated through production processes and sales revenues.
These are Korean upcycling brands that have ‘reasonable
reasons for expensive product prices’:

Creative reuse라고도 불리는 업사이클링Upcycling은 버려지는

늘어가는 쓰레기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는 땅과 바다를
병들게 한다. 이러한 환경 오염과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독특한 제품을 선보이는 기업들이 생겼다. 이 기업들이 채택한

SUSTAINABLE LIFESTYLE

119 REO
Generally, fire suits worn by firefighters should be discarded
after three years of use. With fire suits to be discarded,
119REO produces a variety of fashion items. Although the
suits are supposed to be abandoned, they are made of highintensity new materials and have excellent waterproofing
and anti-inflammatory features. Not only this but also their
activities should be noted. 119REO contributes 50% of its
sales revenue to firefighters fighting cancer. They also tell
the public the stories of firefighters at high risk of being
exposed to carcinogens through exhibitions and talk shows.
The company is said to start such activities with the idea
that using fire suits, which are used to protect firefighters,
would be more effective in conveying the fire-fighting
reality. As you can see from the brand name REO, which
means Rescue Each Other, the company is clearly having a
good influence on society.

일반적으로 방화복은 입은 지 3년이 지날 경우에는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119REO는 폐기될 방화복으로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제작한다. 폐기될 처지에 놓였지만 고강도의 신소재로
제작된 폐방화복은 뛰어난 방수 기능과 방염 기능을 아울러
갖추었다. 119REO는 판매 수익금의 50%를 소방단체에 기부하여
암 투병 소방관들을 도우면서 전시나 토크쇼를 통해 발암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큰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비롯한 오늘날의 소방 현실을
대중들에게 알린다. 소방현장에서 소방관을 지켜주던 방화복을
통해서 소방 현실과 소방관의 처지에 대한 의미를 전달한다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다는 119REO의 방화복 업사이클링.
‘서로를 돕는다 (Rescue Each Other)’는 의미의 브랜드명 REO
에서도, 슬로건 ‘소방관과 우리 서로가 서로를 구하다’에서도 이
기업이 갖는 선한 영향력을 엿볼 수 있다.

방법은 바로 업사이클링(Upcycling)이다.

Ul:kin
자원이나 물건을 새로이 디자인하여 질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물건으로 재가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낡고 못 쓰게
된 물건이 더 많은 가치를 부여받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시 머물게 된다는 점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에
따라 많은 나라에서 제각기 다른 매력의 업사이클링 브랜드들이
하나 둘 론칭하여 인기를 얻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예술에 접목시켜 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소비자들은 단가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업사이클링 제품의 소비를 꺼린다. 혹자는 “어차피 쓰레기로 만든
건데….”라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한다. 하지만 제품 제작 과정과 판매
수익을 통해 다양한 사회 분야의 활성화를 돕기까지 하는 브랜드가
있다면 어떨까? 속칭 ‘비싼 값’을 하는 착한 국내 업사이클링 브랜드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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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kin, which supports up-and-coming artists through
sponsoring exhibitions and providing art materials, is a
representative brand that contributes to the talent cycle,
and it actually had been already introduced in ACCESS
vol. 6-2. The company has its own mission statements
that use upcycling designs to reduce the gap between
artists and the public and deliver eco-friendly messages
to the public. Therefore, Ulkin shows a responsible
attitude in environmental ethics. The company collects
the works of study and canvas that need to be discarded. It
manufactures fashion items by replacing leather used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with specific leather to be discarded
or recycled. Even after being introduced in vol. 6-2, Ul:kin
has continued to pursue sustainability in various ways. The
company suggested many different kinds of Non-contact
performances which fit with the Post-Pandemic era. In
addition, it introduced an on-demand commerce platform
that allows consumers to freely apply visual licenses of
various artists - including upcoming artists - to their brand
products. Like such, Ul:kin is continuing to stick to its
mission statements and move toward sustainability.

컬래버레이션 또는 후원 전시나 미술재료 제공 등을 통해 신진
아티스트들을 지원하여 재능 순환을 실현하는 얼킨은 ACCESS 6-2
호에 이미 소개된 바 있다. 업사이클링 디자인으로써 예술가와 대중의
간극을 줄이는 동시에 대중에게 친환경 메시지를 전한다는 브랜드
철학을 갖고 있는 얼킨은 피치 못하게 폐기되는 습작들과 캔버스를
수거해 패션 용품을 제작하고, 그 과정에 쓰이는 가죽은 폐가죽이나
리사이클링 가죽 등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환경 문제와 윤리에 있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인다. 6-2호에 소개된 이후 얼킨은 포스트
코로나 공연, 언택트 공연과 같은 다양한 문화생활을 제시하거나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특색 있는 여러 작가들의 시각 라이선스를
브랜드 제품에 적용하여 구매할 수 있는 온디맨드 커머스 플랫폼을
도입하는 등, 브랜드 철학을 고수하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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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unique form of product manufacturing is different from ‘recycling’ in terms of
design and utilization. The charm of upcycling is that old and unusable things are
given new value and stay with us. In other words, upcycling is also deeply related
to art. In fact, companies that adopt upcycling can reduce the amount of waste and
prevent waste of resources. They also attract consumers by selling products with
unique designs and artistic values. Furthermore, consumers who purchase their
products can reconsider environmental problems and waste resource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upcycling is an upgraded form of eco-friendly challenge in
recycling. Therefore, upcycling products and their brand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sustainability in many areas.
Social enterprises seeking sustainability are steadily and unlimitedly moving
forward, and upcycling is essential for realizing them. At the same time, it is expected
to be a key point that will lead to trends in various fashion and art fields in the
future. I hope that more consumers interested in the environment will become more
attracted to upcycling products. We look forward to the unlimited development of
Korean upcycling brands not only pursuing sustainable fashion to cope with the
global crisis but also contribute to revitalizing various social fields.

업사이클링이 리사이클링(Recycling, 재활용)과 갖는 차별점은 디자인과 활용도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업사이클링은 예술과도 그 관련이 깊다.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추가적인 자원의 낭비
또한 막으며, 더 나아가 독특한 디자인과 예술적 가치로 소비자의 눈을 사로잡고 소비자로 하여금
환경 문제와 자원 낭비에 대해 재고하게끔 한다는 데에서 업사이클링은 가히 리사이클링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Upgrade) 된 형태의 친환경 행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 측면에서 업사이클링
제품과 브랜드들은 환경과 패션, 혹은 더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여러 분야들을 움직이게 할 것으로 보인다.
업사이클링은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며 앞으로의 트렌드를 이끌 키워드이기도
하다. 소비자들이 환경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심미적 가치까지 갖춘 업사이클링 제품들에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지구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패션을 추구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공헌하고 해당 분야의 활성화를
돕고자 하는 국내 업사이클링 브랜드들이 앞으로 보일 행보를 기대해 본다.

TO THE RIGHT
119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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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TAY C O N N E C T E D
A CC E S S AWA I T S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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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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