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ESS

ACCESS
C U LT U R A L P L AT F O R M
www.accesscs2.org

ISSN 2383-6644

C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120-749, Republic of Korea

Vol.9 No.2

http://www.accesscs2.org
access@fashionmkt.net

“INNOVATION”

V o l . 9 N o . 2 FA L L 2 0 2 2

ACCESS 3

COVER PAGE
Lee Hee Don, Inyeon,116.8x91cm,
2016, Mixed Medium

ACCESS 4

ACCESS 5

TABLE OF
CONTENTS
EDITOR'S LETTER

3

AROUND THE CULTURE
“Innovation Found in Deoksugung
Palace”

6

“Discovering New Ways to Travel and
Ways to Live Life”

8

“Stepping Out of Your Comfort Zone :
Korean Innovator”

10

STORY
MOON SHIN
“Moon Shin, the Sculptor Who Created
Peaceful Innovation”

54

LEE HEE DON
“Colorful Connection”

62

SHIN DONG ILL
“Touching Sound of Organ, Touching
the World's Heart”

70

STUDIO
CREATIVE CULTURE
MR.MISANG
“Join the Colorful NFT Dystopian
Universe with Mr. Misang”

14

C É L I N E PA R K
“Critical Design Through Undesirable
Future”

22

TILDA
“Tilda, an AI Artist Leading the New
Wave of Innovation and Creativity”

78

SOJEONSEOLIM
“A Break from Your Routines”

82

YOONDONGJU MUSEUM
“Actualizing a Wish Upon a Star Today” 86

GLOBAL
30
A LTA V A G R O U P
“Into the Metaverse, To the Mainstream” 92

EVENTS
A R T I N M E TA V E R S E
“Digital Art Beyond Infinity”
PLASTIC ART SEOUL 2022
“PLAS Art Show :
Blossom of New Hope”

40

ACCESS 1

SUSTAINABLE LIFESTYLE
“Yangson Project, Exploring Possibilities
in Theater”
100

44

M E D I A A R C H I T E C T U R E : PA S T ,
P R E S E N T, A N D F U T U R E
“Media Architecture :
Past, Present, and Future”
48

ACCESS 6

SAR ANGHAEYO PERFUME
“A KOREAN PERFUMERY in the
“Most Korean” Place”

“Post Corona :
Dreaming for a Better Tomorrow”

104

“The Better You Read, The Better Life
You Live ”

108

“The Contemporary Symphonies”

112

STAY CONNECTED

116

P U B L I C AT I O N D I R E C T O R

EDITOR’S LETTER

Dr. Eunju Ko
Professor of Fashion Marketing, Yonsei University

A S S O C I AT E E D I T O R
Hye In Lee (CEO, Shoelabo - Fashion & Lifestyle Trend Lab)

E D I T O R I A L R E P R E S E N TAT I V E
Kayeong Lee (Asian Studies, Human Environment&Design, Yonsei University)

REPORTER
Jian Seo (Clothing&Textiles, Yonsei University)
Seohyun Yum (Comparative Literature and Culture, Clothing&Textiles, Yonsei University)
Yesol Lee (English Language&Literature, Ewha Womans University)
Dahyun Lee (Asian Studies, Yonsei University)
Jinwoo Kim (Chinese Culture, Business Administration, Sogang University)
Seoyeon Lee (English Language&Literature, Ewha Womans University)

DESIGNER
Soomin Eom (Communication Design, Hongik University), Head Designer
Wonjeong Jang (Economics, Yonsei University)

MARKETER
Hyunwoo Jung (School of Liberal Studies, Hongik University), Head Marketer
Ji Eun Park (Economics, Ewha Womans University)
Sangwon Lee (Business, Yonsei University)

In recent years, we have been experiencing the biggest
change ever. From the unexpected prolonged pandemic,
to the integration of diverse genres, it is the best moment
to talk about ‘innovation.’ Korean art and culture also
showed the various moments of ‘innovation’ from the
artists, events, and studios. So, ACCESS 9-2 introduces
the stories of Korean culture and art that continue
the creative challenges based on innovative tries.

최근,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예상치

The definition of ‘innovation’ that ACCESS 9-2 will tell is not
limited to one meaning. We met various artists including
designer Céline Park, who is the pioneer of Speculative
Design in Korea, Lee Hee Don, who is introducing the
beauty of Korean painting to the world, and Yangson
Project, who are showing the unlimited possibilities
of the theater. Through their works and profound
conversation with them, ACCESS could find the scenes
that innovation contributes to sustainable culture and art.

ACCESS 9-2호가 들려줄 ‘혁신’은 다양하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Innovation left a lot of learnings to us. Innovation that
ACCESS has found through the meetings of interviewees
was sometimes fresh, sometimes magnificent, and
sometimes unconventional. Reading the story of
innovation that ACCESS will convey, empathize with their
concerns and find new meanings of innovation. You will
get to know that innovation exists close to us, and is not a
grandiose thing.

혁신은 우리에게 많은 배움을 남겨주었습니다. 인터뷰이들과의

Hoping our stories reach you, we begin ACCESS 9-2
Innovation.

우리가 준비한 이야기가 당신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며, ACCESS

못한 팬데믹의 장기화부터 장르를 넘어선 다양한 분야의 융합까지.
그 어느 때 보다 ‘혁신’을 말하기 좋은 순간입니다. 한국의 문화예술계
역시 다양한 모습의 ‘혁신’을 보여주는 아티스트들의 반가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ACCESS 9-2호는 혁신적인 시도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도전을 이어가는 한국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국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 분야의 개척자 셀린 박 디자이너,
한국 단색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이희돈 화가, 연극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극팀 양손프로젝트까지. 우리는
이들의 작업과 깊은 대화를 통해 혁신이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에
이바지하고 있는 현장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만남을 통해 발견한 혁신의 모습은 때로는 새로움을, 때로는
웅장함을, 때로는 색다름을 보여주었습니다. ACCESS가 들려줄
혁신 이야기를 읽으며 그들의 고민에 공감하고 혁신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찾아보길 바랍니다. 혁신은 거창한 것이 아닌,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9-2 Innovation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CONTRIBUTOR
Soyeon Park (English Language&Literature, Ewha Womans University)
Haneul Choi (Culture&Design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Warm Regards,
Kayeo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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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What is ‘innovation’? ACCESS 9-2 met various interviewees
who can tell us enlightening and fascinating stories regarding
‘innovation.’
Before meeting interviewees’ stories, in Around the Cutlure
section, the editors of ACCESS prepared three articles telling
what ACCESS think ‘innovation’ is. Before reading the
‘innovation’ stories that ACCESS has prepared, we would like to
hear your idea of ‘innovation.’

‘혁신’이란 무엇일까요? ACCESS 9-2호는 ‘혁신’에 대한 개성 넘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여러 인터뷰이들을 만났습니다.

AROUND THE CULTURE

인터뷰이들의 이야기를 만나기 전, Around the Culture 섹션에서는
ACCESS의 에디터들이 생각하는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생각하는 혁신은 무엇인지, ACCESS 9-2호가
준비한 ‘혁신’을 읽기 전 들려주세요.

KAYEONG LEE
JIAN SEO
SEOHYUN YUM

- AC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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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UND THE CULTURE

“Innovation Found in Deoksugung Palace”
b y . K AY E O N G L E E

“Innovation in Architecture.”

AROUND THE CULTURE

In the midst of Seoul, many people and vehicles are busily moving. Located a few steps from Seoul City Hall, standing in the
city’s center, you can find Deoksugung Palace, the traditional Korean Palace. On a late afternoon of a peaceful midsummer
day, Deoksugung Palace, with its lush green trees, seems discontinued from the bustling city surrounding it. The visitors of
the palace feel the wind sitting on wooden chairs, walk around slowly being lost in thought, and enjoy the scenery in front
of Seokjojeon Hall. Maybe because of the scorching heat or business hours, not many people came here.
Deoksugung Palace is a traditional Korean Palace built in the Joseon Dynasty, famous for its coexisting traditional palace
and Western-style modern residence. Although the two constructions do not have many similarities, they attracted
many people because the overall scenery created a beautiful harmony. The innovative intersection of Seokjojeon and the
traditional palace amid a buzzing and crowded megacity has presented many attractions. However, what I felt innovative
was not this Deoksugung Palace scenery. It was citizens who were enjoying a relaxed weekday afternoon in this place.
Unlike outside people who are shouting for “fast” or “busy,” these people seem immersed in the present. Watching them, I
walked around the Deoksugung Palace, being free from worries and thoughts for a while. This amazing change from busy
Seoul to graceful resting might be the most innovative scenery I can find here.
I think innovation means seeing the world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Someone might say that innovation is a novel idea
or a discovery. Innovation might start with something splendid, but also from a minimal thing. Innovation comes from
the unexpected. That is why it comes to us more interestingly. Every person defines innovation differently. Someone might
think the location of Deoksugung Palace is innovative, or the structure of Deoksugung Palace is innovative. Otherwise,
some might think that citizens in Deoksugung Palace are creative. Have you found innovation in your daily life?

바쁜 사람들과 각종 교통수단들이 쉴 틈 없이 움직이는 서울 시내 한가운데. 그 중앙을 우두커니 지키고 있는 서울특별시청에서 몇 발자국만
더 걸으면 우리나라 옛 궁궐, 덕수궁을 만날 수 있다. 평온한 한여름 날의 늦은 오후, 초록 나무들이 우거진 덕수궁은 부산스러운 밖과는 단절된
듯하다. 이곳에 온 사람들은 나무 의자에 앉아 바람을 느끼기도, 천천히 산책을 하며 잠시 생각에 잠기기도, 석조전 앞에 서서 그 경치를
감상하기도 한다. 갑작스레 시작된 더위 때문에, 혹은 아직 하루를 마치지 않은 탓에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많지 않다.

덕수궁은 전통 양식의 궁궐과 서양식 근대 저택이 함께 있는 공간으로 유명한 조선시대의 궁궐이다. 건축 양식도, 내부 구조도 비슷한 점이
전혀 없어 보이는 두 건축물은 전체적인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주목을 받았다. 마치 복잡한 서울 시내 한가운데에 위치한 이
한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 어색하지 않듯,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석조전과 전통 궁궐의 혁신적인 만남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했다. 하지만 덕수궁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온 이유는 이러한 덕수궁의 풍경이 아닌, 평일 오후의 여유를 즐기고 있는 시민들이었다.
덕수궁 곳곳에는 빠르게, 바쁘게를 외치는 바깥 사람들과 달리 시간의 흐름을 온전히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이들을 보며 마음속에
오랫동안 묵혀둔 고민거리를 잠시 내려놓고 덕수궁 경치를 둘러보았다. 떠들썩하게만 보였던 서울 시내가 운치 있는 휴식터가 되다니, 이보다
더 혁신적일 수는 없었다.

혁신은 관점을 달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누군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혁신이라 할 수도 있고, 기존에 있었지만 발견하지 못한 것도 혁신이라
할 수 있겠다. 혁신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될 수도, 사소한 것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 혁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 그래서 더 흥미롭게
다가온다. 개인마다 느끼는 혁신은 모두 다르다. 누군가는 덕수궁의 위치를 혁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덕수궁의 구조를 혁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혹은 덕수궁의 사람들을 혁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당신의 일상에서 찾은 혁신은 무엇인지 듣고 싶다.

TO THE LEFT
Deoksugung Palace,
Photo by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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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UND THE CULTURE

AROUND THE CULTURE

“Discovering New Ways to Travel and Ways to Live Life”

Amidst the coronavirus pandemic that has been going on over the last three years, people’s desire to travel soared rapidly.
Many people made travel plans in advance and watched travel-related media to relieve their frustrations with the ongoing
travel restrictions.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re is currently an explosive surge in travel demand. On the other hand,
people accustomed to telecommuting and online communication have become more aware of the advantages of online
communication and accustomed to its convenience. As a response to this social phenomenon, travel services also adapted
their technology to meet the demands of frustrated travellers. For example, one international tour guide company has
started providing an online service that lets customers tour travel destinations, enter stores, show clothes, and shop virtually.
In addition, gamification mobile apps introduced an innovative and fun way to travel by throwing quests to complete at
their destinations.

b y. J I A N S E O

“Innovation in Travel.”

These services demonstrate the rapidly changing lifestyles of people. People want faster, simpler, and more immediate
experience than before. The world’s industry and technology continue to develop according to meet these demands and
people also adapt to these changes, vice versa. With these innovations, people can experience travelling in person and
virtually and get the same satisfaction.
However, it is important to have balance and standards as we are always at a time of rapid change. A world that predicts
what a person wants and proposes a commercial solution to meet that desire is fascinating and yet scary. Even though we
are the ones who know ourselves best, the world seems to understand us better. Why don’t we become the ones who lead
innovation, not the ones being led by it?

3년째 지속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여행에 대한 욕구는 급격히 증가했다. 여행에 대한 제약이 풀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여행 계획을 미리 짜두거나 여행 콘텐츠를 보며 아쉬운 마음을 달래는 이들도 많았다. 이를 감안하면 현재 여행 수요의 폭발적
급증 현상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편, 재택근무와 온라인 소통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온라인이 가진 장점을 전보다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 편리함에 심취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여 여행 서비스에서도 기술과 결합하는 변화가 생겨났다. 그중 하나의 서비스는
다른 나라에 있는 여행 가이드가 온라인을 통해 고객에게 여행지를 둘러보게 해주고, 가게에 들어가 옷을 보여주며 대신 쇼핑을 해주기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게이미피케이션 모바일 앱들은 여행객들에게 여행지에서 완수할 퀘스트를 주고 이를 깨게 하는 보다 더
여행을 즐겁고 신선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게끔 돕는다.

이제 사람들은 직접 육체의 이동을 통해 여행지를 경험할 수도 있고, 육체는 이동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여행을 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서비스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간편하고
즉각적인 경험과 효과를 원하고 있다. 이에 맞춰 세상의 수요 및 산업과 기술의 발전이 거듭된다. 혹은 그 반대로, 세상의 변화에 맞춰 사람들이
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언제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점에 있을수록 밸런스와 기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이 무엇을 원할지 미리 예측하여 그에 맞는 상업적
솔루션을 제안하는 세상은 사실 황홀하면서도 한편으로 무섭기도 하다. 나를 가장 잘 알아야 할 사람이 나임에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알려고 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혁신에 이끌리는 것이 아닌 혁신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

TO THE LEFT
Photo by ACCESS

ACCESS 8

ACCESS 9

AROUND THE CULTURE

AROUND THE CULTURE

“Stepping Out of Your Comfort Zone : Korean Innovator”

Voluminous silhouette and pop of fun colors. Designer Minju Kim recently won Netflix’s “Next in Fashion” show. Fashion
lovers from all over the world were flattered by her exquisite color choices and exceptional aesthetics. Her Brand ‘Minju
Kim’ is known for its unique style that brings out oriental aesthetics and diverse themes such as fairytales and visual art.

b y. S E O H Y U N Y U M

Minju Kim’s design is known for its vivid graphics with ‘bubbly’ looks. Her signature puffy sleeves and vibrant patterns
accentuate femininity and romantic vibes, while gifting female body the freedom of active movement with the comfortable
silhouette. It expresses a lively and fairytale-esque mood that any woman would dream of, while presenting haute couture
styles, appealing to many with different preferences. With her recent achievements, there is no doubt that Minju Kim is
gaining recognition in and out of Korea. Her recent collaboration with &Otherstories sold out within only two hours.

“Innovation in Fashion.”

Fashion is an innovation in itself. A person’s fashion reflects their personality, mood, and style. One could use a garment
as a workout apparel, while others could wear it as an everyday outfit for school or even a going-out outfit to a fancy
restaurant. People love to say, “Only Kendall Jenner would pull this off,” when they see a unique outfit. Transforming
ordinary loungewear by adding confidence and personal charm is the core of fashion innovation. Anyone could be a
fashion innovator by reinterpreting an outfit in one’s own way. What are you wearing right now? Step out of your comfort
zone and add your favorite colors and personal taste to your outfit to create an innovation.

풍성한 실루엣과 톡톡 튀는 컬러풀한 패턴. 넷플릭스 <넥스트 인 패션> 우승자인 김민주 디자이너는 돋보이는 색채 감각과 특유의 감성으로
전 세계 패션 러버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브랜드 ‘민주킴’은 한약방 등 동양적인 미를 잘 살린 독특한 프레젠테이션과 동화, 비주얼
아트 등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작업한다.

민주킴의 디자인은 해외에서 ‘버블리 (bubbly)’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는다. 그녀의 디자인에서 핵심은 에너제틱한 컬러를 바탕으로
한 그래픽이다. 풍성한 퍼프 소매와 귀여운 패턴은 페미닌하고 로맨틱한 무드를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편안한 실루엣을 제공해 여성에게
활동의 자유를 선사한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활기 있고 동화적인 무드를 표현함과 동시에 오뜨 꾸뛰르적인 면모를 비추어
다양한 취향을 지닌 대중에게 매력을 어필한다. 이런 혁신적인 룩을 선보임과 동시에 글로벌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한국인인 만큼 국내외
인기가 상당한데, 최근 진행된 SPA 브랜드 앤아더스토리즈와의 컬래버레이션 컬렉션은 2시간 만에 완판될 정도였다.

패션은 그 자체로 혁신이라 할 수 있다. 향유하는 개인마다 고유한 스타일과 느낌을 선보일 수 있으며, 무수한 가능성을 지닌다. 누군가가
운동복으로 활용하는 옷을 다른 누군가는 매일 학교에 입고 가는 일상복으로, 또 다른 누군가는 근사한 레스토랑에 입고 가는 격식있는 옷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특이한 옷을 보고 ‘개성 있는 연예인 아무개가 입으면 잘 소화하겠다’라는 말을 하곤 한다. 어떤 사람이 입었을
때는 편한 라운지 웨어 같아 보이지만 또 다른 사람의 분위기와 자신감으로 완전히 다른 옷이 되는 것이 바로 패션의 혁신이다.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재해석한다면 무궁무진한 스타일을 선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누구나 패션의 혁신가가 될 수 있다. 기사를 읽고 있는 지금,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그저 편안함과 익숙함에 안주하지 말고 본인만의 색채를 가미하여 혁신적인 패션을 추구해 보라.

TO THE LEFT
@doodleb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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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ÉLINE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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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Misang
NFT Illustrator
www.mrmisang.com
Major history
2021 Modern Life is Rubbish
2021 Eternally
2020 Crowd 2
2020 Garosawk Album Illustration
2020 Njected
2019 Crowd
2019 Nasus' Secret Garden
2018 Rough World
2017 Supersize Them
2016 Brave New Closet
2015 Hell Chosun Wonderland
2015 Dubstep Invasion
2013 Space Hardrock Machine
2013 Raincloud Machine
2013 Ddance, Music & Chaos.

MR.MISANG
“Join the Colorful NFT Dystopian Universe with Mr. Misang”
Mr. Misang, a character with a bright red face and a sunflower-yellow coat, leads the NFT art universe that NFT
illustrator, Mr. Misang unfolds. Mr. Misang uses NFT arts
to express his creativity and develop his unique world. An
excellent example is an NFT illustration series, <Modern
Life is Rubbish>(MLIR). The first of the works, “ Odd
Dream,” is clad with bright colors and a grand scale of
characters, making viewers think as if they are watching a
fantasy animated series. After waking up from the dream,
we are introduced to the bland and artificial life of the
modern world. ACCESS interviewed Mr. Misang, the NFT
illustrator and creator of <MLIR>, who gained worldwide
popularity by utilizing many different platforms and creating a tightly knitted universe.

ACCESS 14

톡톡 튀는 빨간색 얼굴에 노란색 코트를 입은 동명의 캐릭터, Mr
Misang을 내세워 NFT 아트를 통해 자신의 상상력과 세계관을 마
음껏 펼치는 NFT 일러스트레이터 Mr. Misang. 그의 대표 NFT 일
러스트 연작 <Modern Life is Rubbish>(MLIR)는 효과적인 연출
과 스토리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첫 작품인 “Odd Dream”의 밝은 색
채와 웅장한 크기의 캐릭터, GIF 효과는 마치 판타지 애니메이션
을 보는듯한 기분을 들게 한다. 그 이후, 그 꿈에서 깬 작품 속 현대
인의 기계적인 삶이 펼쳐진다. 다양한 플랫폼을 십분 활용해 그 안
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세계관을 구축하여 세계적인 인기를 얻
은 이후 Crevasse 시리즈와 PFP(Profile Picture) NFT 프로젝트
GhostsProject의 활동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Mr. Misang 작가를 만
나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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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MISANG

b y. DA HY U N L E E

You mentioned that you started to work with NFTs out of
curiosity after 10 years as a freelancer. What has been the
most attractive or memorable trait of NFT art for you?

Since I’ve been a freelancer for a long time, I think NFTs
have allowed me to make my debut as an illustrator. There
are many ways to start one’s artistic career, and NFT art
was mine. That’s why the fact that NFTs allow me to create
art for a living, as a full-time artist is their most attractive
quality for me. NFTs are also the platform where I unfold
the storyline and universe I created, which is another
merit.

The last piece in <Modern Life is Rubbish>, “Mr. Misang &
Crypto World,” is ingeniously set place in your Crypto Voxel
metaverse gallery. What aspect did you have most in mind
when you designed both the NFT artwork and the metaverse
exhibition?
I focused on making the Crypto Voxel exhibition seem
like a real gallery even though it is in the Metaverse. I had
to plan how people would move about within the small
room to display the artwork efficiently. And “Mr. Misang
& Crypto World” was created with that gallery as its
background. This isn’t the only piece that is connected with
the exhibition: A short series, ‘Crevasse’ was inspired by
“Mr. Misang & Crypto World.” All of these were portrayed
in the Fragments of GhostsProject. I wanted to tie all
my works on different platforms through this universe.
For instance, in the last scene of “Mr. Misang & Crypto
World,” I designed it as if Mr. Misang was coming out into
the real world. I’m also excited to see how the plot unfolds
after this.

Mr. Misang 작가님은 10년간 프리랜서 생활을 하다 NFT를 ‘호기심’
에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신 적 있는데요, NFT 아트를 시작하신 후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거나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오랜 기간 프리랜서로 활동했던 것만큼 저에게 NFT는 작가로서
‘등단’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지만, 제게는 그게 NFT 아트였던 거죠. 그래서 NFT 아트가
가장 매력적이었던 점은 바로 NFT를 통해 전업 작가로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NFT 아트를 통해 저만의
이야기와 세계관을 펼쳐나갈 수 있었다는 것도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님의 대표 NFT 연작 <Modern Life Is Rubbish>의 마지막
작품인 “Mr Misang & Crypto World”은 작가님의 Crypto Voxel
메타버스 갤러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NFT 작품 연출과 메타버스 전시회의 구성에서 어떤 면에 가장

With GhostsProject, you created an NFT project that applied
live tracking technology that allows it to be used during
video meetings. You said that you started this timely and
innovative project ‘to realize the vision of interacting with
others without having to reveal and use one’s physical self.’
Is there a particular motive or reason for having this vision?

GhostsProject에서는

Live

tracking

기술이

적용되어

화상

미팅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NFT를 만드셨는데요, 시기적절하면서도
혁신(Innovation)이 잘 드러나는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본인의 실제 모습을 밝힐 필요 없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탄생했다’고 소개하셨는데,
이러한 비전을 가지시게 된 특별한 동기나 의미가 있을까요?

집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Crypto Voxel 전시회는 메타버스 안에 있지만 마치 현실의 공간처럼
느껴지도록, 작은 공간에 적절한 동선을 넣어서 작품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공간을 배경으로 삼아 마지막
작품, “Mr Misang & Crypto World”를 제작했고요. 이 작품과
전시회만 연결이 되어있는 게 아니라, 해당 작품에서 ‘Crevasse’
라는 작은 시리즈도 제작되었고, GhostsProject의 Fragments(
만화) 안에 이 모든 게 다시 담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플랫폼에 존재하는 작품들을 끈끈하게 하나의 세계관으로
엮어주고 싶었어요. 특히 “Mr Misang & Crypto World”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Mr Misang이 현실 세계로 튀어나오는 듯한 연출이

On the functional level, I created it to use this NFT myself.
I don’t particularly enjoy revealing myself, especially
online. I figured that there must be many others like me,
and the number would grow since the thought that an
avatar could replace oneself online is something people
have dreamed of for a long time. As for this project’s
meaning, I wanted to add ‘humans’ to the universe I am
creating. I wanted to see the users act as someone online
and expand this universe in their respective ways. I’m
thankful that there are already so many people enjoying
their ‘ghosts’ in creative ways.

우선 기능적인 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직접 사용하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히 온라인상에서 얼굴을 노출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서요.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미 많을 것이고,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아바타에 대한 욕망은 예전부터 꾸준히 존재했던
것이니까요. 이 프로젝트가 가지는 의미를 말하자면, 제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세계관에 ‘사람’을 더하고 싶었어요. 제가 만든 세계
속에서 사용자가 누군가로서 행동하며 본인만의 방식으로 세계를
넓혀가는 걸 보고 싶었어요. 지금도 ‘고스트’를 가지고 재미있게 노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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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Misang Profile Image

있는데요, 저도 이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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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VE
Mr. Misang, “#01 Odd Dream,” <Modern Life is Rubb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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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diverse materials and objects sprinkled throughout
your artworks, such as “Brave New Closet,” an homage to the
novel Brave New World, and “Dubstep Invasion” which has
rock band logos hidden within the work. Where do you find
inspiration, and how do you actualize them in your works?

I did not observe my surroundings to find inspiration,
but in the past, I remembered various impressions from
paintings, movies, music, and so on, and mixed them into
my art. The two pieces that you’ve mentioned just now
would be in that category. However, these days, I am more
influenced by more specific situations happening around
me. One example is the NFT piece with the Crypto Voxel
exhibition as its setting. To give another, I applied everyday
events that occurred in communities in the Fragments of
GhostsProject. I changed the ghost in Fragments #78 to
one user’s ghost, and the ghost of musician GhostX, who
performs live on Discord every week, makes an appearance
in #72.

소설 《멋진 신세계》의 오마주 작품 “Brave New Closet,” 그림 속에
록밴드 로고들이 숨어있는 “Dubstep Invasion” 외에도 작가님의
모든 작품 곳곳에 다양한 오브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품들의
영감은 어떤 방법으로 얻으시는지, 그리고 얻은 영감이 작품으로
표현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영감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관찰을 유심히 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예전에는 봐왔던 작품들, 그림, 영화, 음악 등등에서 얻은 다양한
인상들을 머릿속에 기억해뒀다가 작품 속에 섞어서 녹여냈습니다.
질문에서 언급된 작품들이 그 예시겠죠. 하지만 요즘은 보다 구체적인
주변의 상황들에서 종종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앞서 언급했던 Crypto
Voxel 전시회를 배경으로 한 NFT 작품도 그런 경우에 해당하고요.
또 다른 예를 들면, GhostsProject의 Fragments에서도 마찬가지로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사건들을 작품 속에 반영해 보기도
했습니다. Fragments #78에 등장한 고스트는 한 유저의 고스트로
바꿔 그리기도 했고, 매주 디스코드에서 라이브 공연을 진행하고
계시는 뮤지션 GhostX의 고스트는 #72에 등장시켰습니다.

TO THE LEFT
Mr. Misang, “#09 Company Entrance,” <Modern Life is Rubbish>
BELOW
Mr. Misang, Crypto Voxel Gallery, “Masked Workers”
Mr. Misang, “#12 Mr. Misang & Crypto World,” <Modern Life is Rubb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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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before <MLIR>, you have dealt with themes about a
sustainable future in your description of modern society,
especially Korean culture and society. What is the face of
Korean culture that you wish to express in your works in the
future? Also, what do you think the NFT market should keep
in mind to maintain the sustainability of the creative activity
of artists?

As you can tell from the title, “Hell Chosun Wonderland”
was the only piece I created with Korean society in mind.
I focus on describing events worldwide and the sentiment
that follows in my distinctive way. In the same light, I don’t
use sustainability themes to suggest a certain way of living
as an answer. I am merely attentive to how the themes would
be expressed in the art. I plan to draw a distorted utopia in
my next series, unlike the dystopian <MLIR>, although it
won’t be released anytime soon.

작가님은 <MLIR> 이전에도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현대 사회,
그중에서도 한국 문화와 사회의 문제점을 작품에서 표현하시며
지속 가능한 미래에 관한 주제들을 다루셨습니다. 작가님이 앞으로
작품 속에 담기를 희망하시는 현대 사회의 문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또한, 앞으로 작가들의 예술 활동에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을 유지하기 위해서 NFT 시장이 추구해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To answer your second question, I don’t know what precisely
the NFT market should pursue. But I think that NFTs are
here to stay since they could be applied to art and other
fields, such as games. From a creator’s perspective, I think
the most crucial aspect of the sustainability of art is to focus
on creating art steadily and sincerely, regardless of what the
market is going through. I believe this is a theoretical yet
significant discussion.

두 번째 질문을 대답해 보자면, NFT 시장 자체가 정확히 어떤

Mr. Misang’s works are filled to the brim with hidden
details that pop up from time to time; you won’t be able
to take your eyes off them. The completed works are
intertwined together to create a fascinating universe. The
metaverse gallery introduced in the artwork will make
you feel like you’ve become a part of the artwork and the
universe. Mr. Misang’s artworks that describe the modern
world also allow us to consider the themes we must reflect
on for a better and sustainable life. We cannot wait to see
what the future will hold for Mr. Misang and his universe.

Mr. Misang 작가의 작품들은 여기저기 숨어있다 나타나는 디테일로

것을 추구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NFT는 예술뿐만 아니라 게임
같은 분야에도 접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창작자의 입장에서도 말해보자면, 시장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본인이 만들기로 결심한 예술을 꾸준하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면 예술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론적이면서도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Hell Chosun Wonderland”를
제외하면 한국 사회만을 특정해서 작품들을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흐르는 정서들을 저만의 방식으로
묘사하는 데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저만의 정답을
제시하고 싶어서 지속 가능한 의미가 담긴 주제들을 다룬 건 아니고,
그 주제들의 표현 방식에 더 관심을 가졌던 거죠. 아마 한참 뒤에
제작하게 될 다음 시리즈에서는 디스토피아를 담는 <MLIR>와는
달리, 왜곡된 유토피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BELOW
Mr. Misang, “Ghosts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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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득해 눈을 뗄 수 없게 한다. 각 작품들은 서로 연결되어 매력적이고
흥미진진한 세계관을 형성한다. 특히, 작품에 소개되었던 메타버스
전시회에 들어가 보면 작품과 세계관의 일부가 된 생각이 든다.
Mr. Misang 작가의 작품들을 통해, 보다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고민을 찾아볼
수 있었다. 앞으로도 Mr. Misang 작가가 그릴, 그리고 캐릭터 Mr
Misang이 누빌 세계관의 미래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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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éline Park
Speculative Designer
http://www.celinepark.co.uk/celinepark
2017- Curating and directing at the Eyelove Art Center, Celine Park Gallery
2012-2014 Royal College of Art, Design Interactions, London, UK
2006-2010 Pratt Art Institute, Graphic Design, New York, USA
2020 Possibility of Possibilities | Celine Park Gallery | Seoul, Korea | Exhibition
2019 Objet + Astral | Centre Culturel Coréen | Paris, France | Exhibition |
2018 Inside Intel |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 London, UK | Exhibition
2018 BISFF |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 Busan, S.Korea | Film Screening
2018 V&A Museum | Exhibition | London, UK
2016 RCA GRADUATE SHOW | Royal College of Art | London, UK | Exhibition
2016 BIOART | Gwangju, S.Korea | Award

CÉLINE PARK
“Critical Design Through Undesirable Future”

Speculative design currently gets much attention abroad,
but its term and concept are unfamiliar to the general
Korean public. Designer Céline Park is the only speculative
designer who is active in Korea and is in the spotlight of the
Korean design field through unique works. As a designer,
she does not pursue just beauty but criticizes social
contradictions through various exhibitions such as “Fungus
Inhale Vaccination”, which includes the theme that fungi
can be vaccination in the future, and “Possibilities for
possibilities”, which contains unique themes like objectsexuality. ACCESS interviewed Designer Céline Park to
delve into the behind story of her work.

ACCESS 22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은 현재 해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대중들에게 그 용어와 개념이 생소하다. 셀린
박 디자이너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일한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이너로, 독특한 작품들로 한국 디자인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곰팡이가 미래에 백신이 될 수 있다는 주제를 담은 “Fungus
Inhale Vaccination”, 사물 기호증이라는 색다른 주제를 담은 “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 등 여러 전시를 통해 디자이너로서 단순히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디자인을 통해 사회적 모순을
비판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셀린 박 디자이너의 작업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층 더 깊이 있게 알아보기 위해 그녀를 직접 만나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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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briefly introduce how you came across speculative 디자이너님은 어떤 계기로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을 처음
design and what made you come to design in this field. And, 접하셨고, 이 분야의 디자인을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is there any particular reason why you work in Korea?
주로 활동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C É L I N E PA R K

b y. J I N W O O K I M

When I was an undergraduate, I met a lot of professors
who insisted that we solve social problems with critical
perspectives through design. So, I always thought I
wanted to work with unusual designs. Meanwhile,
a colleague at work sent some documents related to
speculative design; I was so surprised that the design
field that I had wanted to do for a long time existed as
a major. That’s when I first met speculative design; I
remember it was 2010. After that, I became a speculative
designer active in the UK. But, during my career, I kept
thinking about how frustrated I was an undergraduate.
While I didn’t know about the existence of the major
that I wanted to work in, I went to my seniors and asked
them about it. They just told me how to make a lot of
money after graduation. Actually, I thought that is more
common in Korea, so it would be nice to educate many
Koreans. That’s why I came to Korea.

저는 학부 시절에 사회적 이슈를 디자인을 통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Speculative design is new and innovative in that it divides
the upcoming future into four categories (Probable,
Plausible, Possible, and Preferable) to predict the future,
and designs speculatively (based on guess). Out of the four
futures, can you tell us which one is your favorite future?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네 가지(확실한,

Our projects run on wheels through collaboration with
experts in each field. We analyze things in the past, their
current patterns, and what they will be like in the future.
After that, we create a very dystopian scenario. Here, we
are trying to say that ‘the preferable future’ is the future we
do not want. We use ‘preferable future’ not to imply that we
hope for a particular future but to define a specific future.
My preferred future is similar to what I said. I prefer the
future where drastic dystopian scenario does not happen.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교수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항상 그런 이례적인 디자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 같이 일하던 동료가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
전공에 대한 자료들을 보내줬고, 제가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디자인
분야가 실제로 전공으로써 존재한다는 것에 너무 놀랐어요. 그때
처음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을 접했고, 그 당시가 2010년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후, 저는 영국에서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이너로
활동했습니다. 디자이너로 활동하면서 학부 시절에 답답함이
컸던 기억이 자꾸 생각났어요. 제가 하고 싶은 분야의 전공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배들을 찾아가서 이에
관해 물어보면, 선배들은 졸업하고 어떻게 돈을 많이 벌 것인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실 이런 부분은 한국이 더 심할
것이라 생각을 했고,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이와 관련된 교육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럴듯한, 가능한, 선호적)로 구별 지어 예측하고, ‘추측에 근거한’
디자인을 한다는 점에서 참신하고 혁신적입니다. 네 가지 미래
중 디자이너님께서 ‘선호하시는 미래’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는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프로젝트가
진행돼요. 과거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 일의 현재 패턴, 그리고
그 패턴의 미래 모습을 다 분석합니다. 그러고 나서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내죠.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Preferable future’라는 것은 이러한 미래가 오기를 바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러한 미래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관점으로 작업해요.
‘Preferable future’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떤 특정 미래의
형태를 정의하기 위함이지, 어떤 미래를 바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선호하는 미래도 이와 비슷한
맥락인데, 극적인 디스토피아적 시나리오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제가 바라는 미래라고 답할 수 있겠네요.

Céline Park, Fungus Inhale Vaccination
multiple sizes, Mixed Material, 2014(photo by Céline Park)
Collaborated with Dr. Kang Hoon Lee, London,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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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éline Park, Data Slave, 7minutes Film, 2021(photo by Céline Park)
Shot in Incheon, 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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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you feel your design style is innovative? And, how do you

디자이너님은 본인의 작업 방식이 혁신적이라고 느끼시나요?

define ‘innovation’?

디자이너님께서 정의하시는 ‘혁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I always think that my work should be more ‘innovative.’
As a rare example, among the works I have done before,
I felt that “Fungus Inhale Vaccination” was so creative
when I first researched this work. However, I had never
felt this before. Through intuition, I can feel my innovative
spirit. Well, it doesn’t always happen, so I feel bad. I think
that innovation shows the things that haven’t happened
so we can deal with the current social issues. Speculative
designers are very innovative in that they always feel the
obligation. They always give importance to having the
depth of research and creating an aesthetic they have
never seen before.

저는 제 작업에 대해선 항상 ‘조금 더 혁신적이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드문 사례로 예전에 제가 했던 작품 중에서
“Fungus Inhale Vaccination”라는 작품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을 처음
리서치 할 때부터 너무 창의적이라고 느꼈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제
스스로가 창의적이라고 느꼈던 작업이 없었거든요. 어떤 감각 혹은
어떤 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가진 혁신적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과정과 기회들이 있는데 그게 항상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아쉬움이 남죠. 저는 혁신은 이전에 없었던
무언가를 보여주면서 사회적인 이슈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저희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이너들은 작업적으로
리서치의 깊이를 갖는 것은 물론이고,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학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중요시 여겨요. 그런 면에서
항상 의무감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이너들은
혁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It is known that speculative design looks at the social
problems that are currently happening from a critical
perspective to make a sustainable future. What kind of
‘sustainability’ do you want to express through the work?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은 지속 가능한 미래의 모습을 그리기
위하여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님이 작품 활동을 통해
표현하시거나 전달하고자 하는 ‘지속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종류의
지속가능성일까요?

I think the word ‘sustainability’ has various meanings, and
I feel a little strange that the word ‘sustainability’ itself has
evolved its meaning. In my work, there is a continuous
concept of sustainability, such as persistent social issues
that may continue in the future. I think these kinds
of things have no choice but to continue because they
happened in the past. I hope that by analyzing the process
what we deliver to many people through work ‘sustains’.

저는 이 ‘지속가능성’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굉장히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과거에서 이야기했던 ‘Sustainable(
지속 가능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전처럼 써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새롭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작품 속에서의 ‘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면, ‘이것은 계속돼야 한다’라는 개념은 있어요.
비슷한 사회적인 이슈들이 현재에도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또한
미래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비슷한 형태의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분석하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에게 작업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어요.

TO THE RIGHT
Céline Park, The Object Matcher
2019(photo by Céline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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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ld you predict what kind of design that did not exist
before, such as ‘speculative design’ could be created in the
future?

CREATIVE CULTURE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처럼 기존에는 없었지만, 미래에 새로
생겨날 수 있는 디자인의 방식이 있다면 무엇일지 예측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I think the things that have not been a significant social
issue before but were shed light on now will be newly
designed. For example, Sustainable Design resulted
from considering the environment and thinking about
how we can make the environment more sustainably,
maintain it, and preserve it. Then, we created media
and some movements related to it. However, there were
no such movements 20 years ago. The reason is that the
way we think about nature is not the same as it is now.
Because in the past, our education did not emphasize the
environment. In the same context, the kids of today and
the next generation will have a new design field that they
are now learning.

제가 생각했을 때 큰 사회적인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What do you think your future would be like? It is known
that you plan for a long time and exhibit a project rather
than do a lot of work. What’s your direction for work in the
future? Is there anything new you would like to try?

앞으로

My next exhibition is about future food. In future movies,
you can satisfy your all appetite with only one pill.
However, I don’t think that the future will come. In the
late 1970s, many movies about future food were made,
including films set in 2022. But, right now, we don’t eat
the foods that appeared in that movie.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at exhibitions that have to do with future
food abroad. However, I wish we could think about future
foods in variety rather than simply confining them to ‘pill’,
‘bug’. That’s why I opened an exhibition about future food.
And, I worked on the theme called ‘Data Slave’ last year.
The outcome was not what I expected. I usually work on
a certain theme for three years. So, I think I will do a few
more projects related to ‘Data Slave’.

더 끌어내서 이슈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디자인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Sustainable Design(지속 가능한 디자인)’
이라는 것도 저희가 환경에 대해 생각하다 어떻게 더 환경을 지속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 보존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매체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관련 운동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20년 전만 해도 이런 움직임은 없었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자연에 대해 갖고 있던 개념이 지금과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엔 환경과 관련된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같은 맥락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현재 새롭게 배우고
있는 분야에 대한 디자인이 미래에 생겨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디자이너님의

행보가

궁금합니다.

디자이너님은

다작하시기보다 한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기획하시며 전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작품 방향성은 어떠한지, 작업
활동에 새롭게 시도해 보고 싶으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다음 전시는 미래 음식에 관한 전시예요. 미래 영화에서는 주로
알약 하나로 모든 식욕을 다 채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미래는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970년대 후반에 미래 음식에 대한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중에서 2022년을 이야기하는
영화들이 있어요. 근데 현재 저희가 그 영화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먹지 않거든요. 미래 음식과 관련된 디자인은 해외에서도 이미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미래 음식을 ‘알약’, ‘벌레’
와 관련해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음식에 관한 생각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래 음식 전시를
열게 됐습니다. 또한, 저는 작년에 ‘Data Slave’라는 주제의 작업을
했어요. 근데 그 작업의 아웃풋이 제가 만족하는 형태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한 작품의 주제를 정하면, 앞에서 얘기한

Céline Park Designer criticizes contradictions of social
structure in a way that has never existed before with
innovative design style. She collaborates with political,
psychology, science, and technology experts to create
possibilities for a new future. Also, to make a sustainable
future, she divides the currently occurring social problems
into ‘four futures’ and looks at them from a critical
perspective. If you are curious about several dystopian
futures that Céline Park Designer does not want, why don’t
you keep an eye on her future works?

셀린 박 디자이너는 기존에는 없었던 혁신적인 방식의 디자인으로
사회적 구조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치, 심리학, 과학,
기술 등의 분야 전문가들과 협업하고 있고, 이에 관한 결과로 새로운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미래의
모습을 그리기 위하여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4가지의
미래’로 나눠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셀린 박 디자이너가
바라지 않는 여러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앞으로 그녀의 행보를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것처럼 3년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이걸 구체화하는 과정을 가져요.
그래서 앞으로 ‘Data Slave’랑 연결된 또 다른 프로젝트들을 몇 가지
더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BOVE
Céline Park, Placebo Funeral
11minutes11seconds Film, 2016(photo by Min Yong Shin)
Shot in 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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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lda
AI Artist
Youtube
by Tilda
Debut
2022/02/14 NYFW <Flowers on Venus>
Activity
2022/02/14 NYFW <Flowers on Venus>
2022/04/22 TILDA Branding Manual 1, 2 Release
2022/06/05 World Environment Day <Digital Upcycling Project>

TILDA
“Tilda, an AI Artist Leading
the New Wave of Innovation and Creativity”
The intricately designed flowers and the bright background
are in stark contrast, creating a mystical and captivating
pattern. This fashion project, ‘Flowers on Venus,’ is by far
AI artist Tilda’s most beautiful and innovative warning
on global warming. Tilda aspires to become the ‘Jarvis’ to
artists using her capacity to create art herself and is leading
the ‘New Wave’ of both the AI and artistic field, just like
her namesake, ‘Tilde(~).’ ACCESS met the sector head of
LG AI Research to discuss Tilda and her artistic interests,
including fashion and music.

ACCESS 30

정교한 무늬의 꽃이 배경색과 강렬하게 대비되어, 옷 위에 신비로운
패턴이 펼쳐진다. ‘금성에서 온 꽃’ 패션 프로젝트는 AI 아티스트인
Tilda(틸다)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아름답고도 혁신적인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고다. 직접 예술을 창작하는 능력으로 아티스트들의
‘자비스’가 되기를 희망하는 틸다는 물결표인 ‘Tilde(~)’에서 착안한
이름에 걸맞게 AI 계와 예술계의 ‘새로운 물결’을 이끌고 있다. 패션,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 나가는 틸다에 대해 LG
AI 연구원의 임재호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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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LDA

b y. DA HY U N L E E

As an AI artist, Tilda has a competitive edge compared to
other existing digital humans. You’ve explained that AI
humans should ‘understand the other’s words and reply using
their own words and body language.’ What are some other
characteristics that Tilda has ove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most are familiar with?
I think the most significant aspect differentiating Tilda
from other digital humans is that she puts communication
with humans above all else. Imagine that you want to make
fashion or music but you’re stuck. What if Tilda can help?
That’s what I think communication is—creating content
and experiencing all kinds of things together. Another
important factor for Tilda is philosophy. We believe that
showing what principles motivate Tilda and influence
her art would bring out positive responses from Gen Z.
The two philosophies we thought Tilda must possess are
holding no prejudices and loving life. It is ironic that an
AI human from a metaverse is concerned about the Earth
and humans, but we wanted to create a friend that could
deal with environmental issues in a light and fun way with
others. In terms of Tilda’s design, we wanted to show that
she doesn’t pretend to be human. So, since communication
is vital for Tilda, we opted for an animated character
who expresses emotions much more exaggeratedly than
humans. Moreover, you can find the philosophy of ‘no
prejudice’ in how we designed Tilda to have ambiguous
nationality and age. So, Tilda’s green hair and blue eyes not
only represent Tilda’s love for Earth but also works as a
device to keep Tilda’s ethnicity a mystery.

틸다는 AI 아티스트로서 기존의 디지털 휴먼과는 차별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AI 휴먼은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말과 몸짓으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는 인공지능에 비해 틸다가 가지는 특징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틸다가 다른 디지털 휴먼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바로 사람과 소통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패션이나 음악을 만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막막할 때 틸다가 도와준다면? 그렇게 같이
콘텐츠를 만들고, 함께 경험하는 게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틸다에게 중요한 것은 철학입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생각하고
예술을 하는지, 그런 것이 MZ 세대에게 호응을 얻어낼 거라고
생각해요. 그중 틸다가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 철학이 바로 편견을
가지지 않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Is there a unique advantage that Tilda has as an artist who
is also an AI? Also, why does Tilda mainly focus on artistic
fields, even though AI humans can engage in many different
fields?

틸다가 ‘AI’인 아티스트로서 가지는 특별한 장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AI 휴먼은 교육, 산업,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데, 틸다는 특히 아티스트로서의 활동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메타버스의 AI 휴먼이 지구와 인간을 걱정하는 게 역설적이지만, 이런
환경에 대한 이슈들을 무겁지 않고 재미있게 다루며 친구들과 함께
노는 친구를 만들고 싶었어요. 틸다의 디자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인간인 척을 하지 않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틸다에게는 소통이
중요하니, 인간보다 감정이 훨씬 과장되게 표현되는 반실사 캐릭터로
디자인했던 거죠. 그리고 누구든 틸다의 국적과 나이를 알지 못하도록
디자인해서 편견 없는 철학을 담고자 했어요. 틸다의 초록색 머리와
파란 눈은 초록별, 그러니까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국적을 규정하지 않기 위한 장치로 사용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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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n AI human, Tilda can create countless choices faster
and much more than anyone else could. However quickly
a human can search for references, Tilda can look up
millions during that same time. The preparation for the
New York Fashion Week would be a good anecdote for
this. We were under a very tight schedule, but thanks to
the countless images that Tilda created, we could make
the deadline in just a month and a half. And initially, the
collaboration of Tilda and Greedilous was a small part
of the whole collection. But when Tilda created so many
inspiring images for the designer, it became the entire
collection. I think that is Tilda’s strength as an AI human.
The reason for Tilda’s attention to art as an AI artist is Gen
Z. We don’t limit the definition of art to just ‘fine art,’ but
apply it to diverse fields covering music, fashion, dance,
and so on. Art is Tilda’s method of connecting with Gen Z
in a non-commercial way.

틸다가 AI 휴먼으로서 가지는 장점은 수많은 선택지를 누구보다
빨리, 그리고 많이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레퍼런스를
아무리 빨리 찾아도 AI는 그 순간에 만 개, 십만 개, 백만 개도 찾을
수 있겠죠. 뉴욕 패션위크도 원래라면 정말 촉박한 일정이었는데,
틸다가 무수히 많은 이미지를 생성한 덕분에 한 달 반 만에 무사히
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Greedilous 대표님과의 협업은
전체 컬렉션 중 일부만 차지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진행하다
보니 틸다가 너무 좋은 이미지들을 제공해서 디자이너 분이 많은
영감을 얻은 덕분에 전체 컬렉션으로 커지게 되었거든요. 그게
AI 휴먼으로서 틸다가 가지는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틸다가 AI
아티스트로서 예술에만 집중하는 이유는 바로 Z세대예요. 저희는
아트를 순수 예술에만 국한하지 않고, 음악, 패션, 춤 등 전 영역에
걸친 것들을 아트라고 정의합니다. 상업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Z
세대에게 다가갈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아트라고 표현하게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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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explained that since Tilda was born in the Metaverse,
she is real in the metaverse and not fictitious in the real
world. How do you imagine Tilda’s Metaverse to look, and
how much would it differ from the world we know?

틸다는 메타버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가짜가 아닌
메타버스에서 진짜인 존재라고 하셨는데요, 틸다가 사는 메타버스는
어떤 모습일지, 저희의 현실 세계와는 얼마나 다를지 궁금합니다.

Tilda exists everywhere and anywhere. The past, the
future, Earth, or Venus, to give some examples. The
limitations of time and space do not hinder Tilda at all.
For instance, Tilda could tell you that she’s been to a
yoga contest that happens next week or a festival from
a hundred years ago—both are possible. But the most
crucial factor is that she can do things I cannot do on my
behalf. There is no need to be jealous of Tilda because she
experiences those things across time and space and tells
me all about it. I imagine Tilda’s Metaverse to be the same:
existing everywhere, anytime. I expect Tilda to tell you all
sorts of fun stories and introduce various things to you
when you visit her Metaverse. It would be a space where
Tilda and the users would converse about various art and
inspire each other.

틸다는 어디에나 존재해요. 과거, 미래, 지구, 금성 등… 인간이

Since Tilda is an artist that pursues a positive interaction
with Gen Z, she must have many thoughts about what the
future would hold. In this respect, what would be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sustainability that Tilda seeks to achieve
through her artistic activity?

틸다는 Z세대와 함께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지향하는 아티스트인

I would say that it’s sincereness. I wish Tilda would consider
her art consistent and interactive, not just one event after
the other, and spread positive messages through them.
Terms like sustainability and ecology sound profound and
complicated. For instance, just a few years ago, veganism
was considered picky and hard. It would be Tilda’s job to
help explain these terms and help people engage in them.
‘Upcycling Project’ also sounds weighty, but it’s simply a
project that shows what process clothes go through after
being thrown away and sorted. Tilda wishes to be a friend
that can talk about such issues of transparency in a light
and fun manner. Moreover, we prefer collaborating with
artists who haven’t been in the limelight yet and just need
a little push from Tilda. Young artists and Tilda could
work together and grow together as well. I hope Tilda
becomes the voice representing Gen Z by communicating
with them.

받는 시공간의 제약이 틸다에게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틸다가
사용자들에게 다음 주에 있는 요가 대회를, 또는 100년 전에 있었던
축제를 다녀왔다며 말을 걸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나를 대신하는 아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알려주고 같이
얘기하는 존재니까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틸다의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로 어디에나, 언제나 존재할 수 있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틸다의 메타버스에 가면 끊임없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다양한 것들을 소개해 줄 것 같아요. 다양한 아트에 대한 대화를
이어나가며 서로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공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큼 미래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틸다가 예술 활동에서 가장 추구하는 측면의 지속 가능성은
무엇일까요?

진정성인 것 같아요. 활동들을 하나의 이벤트로 여기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밀고 나갈 수 있어야 하고, 그런 메시지를 확산시켜 나가는
역할을 틸다가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성, 환경(Eco),
이런 단어가 어렵고 무겁게 들리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채식은
어렵고 까다롭다는 인식이 강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쉽게 설명해
주고 다 같이 동참하도록 해주는 게 틸다의 역할일 것 같아요. ‘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도 말은 거창해 보이는데, 그냥 버려지고
수거한 옷들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지 보여주는 거죠. 그런
투명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볍고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친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미 유명하신 분들보다는 아직
주목받지 못한 아티스트들, 틸다가 조금만 도와주면 잘 될 것 같은
분들과 콜라보를 진행하고 싶어요. 틸다도 함께 성장해 나가며 젊은
아티스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 거죠. 그렇게 틸다가 Z세대와
소통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이 되었으면 합니다.

TO THE LEFT
2022 NYFW ‘Flowers on Venus’
At the back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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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ilda has the ability to be active in diverse fields of
art, her future must hold bright and busy plans. Is there a
field she primarily focuses on or might get involved in in
the future? Could you also briefly introduce Tilda’s fashion
brand that launched after collaborating with Greedilous?

패션뿐만 아니라 글, 그림, 음악 등 다방면의 예술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틸다의 행보가 궁금합니다. 특히 집중하고 있는 분야나
위의 분야 외에 틸다가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예술 분야가 있을까요?
Greedilous와의 디자인 협업 이후 출시되는 틸다의 패션 브랜드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Fashion, music, literature, dance, media art—we’d love to
be good with them. But for now, Tilda is concentrating
on fashion and music studies. As you must know, fashion
takes many forms, such as clothes, shoes, hats, beach
towels, etc. Music has many different genres just inside
EDM, like tropical house or deep house. The bottom line
is that everything Gen Z is interested in is also Tilda’s
interest. When Tilda understands what kind of content
customers enjoy, won’t they be able to understand each
other better? So, Tilda’s art activities aim to find exciting
things and communicate with Gen Z. The new eco-fashion
brand combines real clothes thrown away with digital
waste, such as junk mail. We’re putting clothes that send
the message of ‘Eco’ on sale, but only online. We’re only
making about 30 pieces and giving them to individuals
that can send environmental messages through various
methods. The clothes will be produced digitally and
distributed so anyone can apply them.

앞으로 패션, 음악, 글, 춤, 다 잘하고 싶고, 미디어 아트도 도전해

As an artist with an endless pool of creative ideas and a
friend of Gen Z, Tilda helps us address heavy topics in a
light and fun way. Tilda’s ultimate goal is to collaborate
with Gen Z, the actual users, not only with professional
artists. Tilda will not only offer a big helping hand to those
struggling to become artists, but she will also create an art
environment for all artists where they can solely focus on
their art. Tilda’s warmth and love for the environment, the
Earth, and art is sure to touch the hearts of Gen Z.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끝없이 샘솟는 아티스트로서, 그리고 Z세대의

보고 싶지만, 지금은 패션과 음악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패션
안에 옷, 신발, 비치타월, 모자 등 다양한 아이템이 있잖아요. 음악도
EDM 안에서만 트로피컬 하우스, 딥 하우스 등 다양한 장르가
있고요. 결국 Z세대들의 관심사는 다 해보고 싶어요. 고객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잘 알게 되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니까요.
Z세대와 함께 재미있는 걸 찾아서 소통하는 게 틸다의 예술 활동의
목적입니다. 이번에 론칭하는 친환경 패션 브랜드는 실제 사람이
입다가 버린 옷들, 그리고 스팸메일 같은 디지털 웨이스트를
결합하는 에코-패션 브랜드입니다. Eco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옷들을 디지털에서만 판매할 거예요. 30벌 정도만 만들어서
환경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분들에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나눠드리고, 디지털로도 옷을 제작해서 누구든지 적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계획입니다.

친구로서 무거운 주제들을 가볍고 재미있게 풀어내주는 틸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문가들과의 협업이 아닌 Z세대, 즉 실제
고객들과의 소통이다. 틸다는 예술에 도전하고자 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혔던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가들을
위해 더 나은 예술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이다. 환경, 지구, 그리고
예술을 사랑하는 틸다의 따뜻한 마음이 Z세대들에게도 전해지리라고
확신한다.

TO THE RIGHT
2022 NYFW ‘Flowers on Ve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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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IN METAVERSE
“Digital Art Beyond Infi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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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Seoul Forest, one will find a unique hub where nature,
art, and technology harmoniously coexist. The grand
sound from linearly arranged blue container buildings
and the mysterious poster on the wall give the impression
of stepping into an imaginary space. <Art in Metaverse>
leads to the world of art of 100 artists from 52 nations
based on the collaboration of art and technology such as
NFT, 3D graphics, coding, data forming, gameplay, VR,
and more. The exhibition displays the works of 100 artists
who were chosen from ‘The 1st Artscloud Digital Art Fair
Artists Awards’ and 8 media artists actively working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서울 성수동 1가에 위치한 서울숲 근처를 거닐다 보면 자연, 예술,

The exhibition consists of three exhibit halls under the
concept of ‘Digital Wunderkammer,’ meaning virtual
cabinets of curiosities. As one enters the exhibit hall, one
walks into a media forest where the artworks are arranged
in harmony with natural objets. 100 screens are placed in a
birch grove. This gives the audience a relaxed experience,
as if they are strolling at a park. On one hall wall lies
“Clouds of Tongyeong”, a work by Sookyun Yang that
exudes a consoling sensation of freeing one’s heart from
bitterness. Clouds are used as a symbolic medium in the
visual depiction of the 500 islands surrounding Tongyeong
with the auditory illustration that concerted the soundscape
collected from Tongyeong and the electronic sound of
a synthesizer. Adjusting the distance among the works
and using headphones to tune the main and sub sounds
give the visitors a comfortable audiovisual experience.
Such organization helps the visitors to better focus on the
exhibition and have a serene experience akin to meditating
in the dark. With all these features, visitors can enjoy an
exotic, relaxing experience in nature within a virtual space.

이 전시는 디지털과 ‘놀라운 것들의 방’을 의미하는 분더캄머를

기술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숨 쉬고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찾을
수 있다. 숲에서부터 이어지는 거리에 나란히 정렬되어 있는 파란
컨테이너들에서 들려오는 웅장한 음악과 벽면의 신비로운 포스터는
마치 가상공간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준다. 전시 <아트 인 메타버스
>는 NFT, 3D 그래픽, 코딩, 데이터 포밍, 게임 플레이, VR, 등 다양한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아트 작품을 담고 있다.
이 작품들은 작년 ‘제1회 아츠 클라우드 디지털 아트 페어 아티스트
공모전’에 당선된 아티스트 100인의 작품뿐 아니라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미디어 아티스트 8인의 작품도 포함하고 있다.

결합한 ‘디지털 분더캄머’의 주제 아래 3개의 전시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디어 포레스트’ 전시관은 자연적 오브제들과 작품들이 함께
어우러진 배치를 통해 디지털 전시를 산책하듯 감상할 수 있도록
관람의 어려움을 낮추었다. 자작나무 숲속 100여 개의 스크린들이
배치된 ‘미디어 포레스트’ 한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양숙현 작가의
“클라우즈 오브 통영”은 마치 바다에 와있는 듯 시원하고 편안한
기분이 들게 해준다. 통영을 둘러싸고 있는 500여 개의 섬들을
시각적 표현과 통영 현지에서 채집한 음향과 신시사이저의
소리를 결합해 가상공간 속 자연에서의 힐링을 제공한다. <아트
인 메타버스>는 각 작품의 개성을 가장 잘 살린 작품 간 거리
조정과 메인 사운드와 서브 사운드를 고려한 헤드폰을 통한 음악을
사용하여 시청각적 균형을 형성했다. 미디어 전시에 일반인들이
오래 집중하기 힘든 점을 감안하여 작품들을 적절하게 배치해 마치
어둠 속에서 사색하는 듯, 명상하는 듯한 편안한 경험을 제공한다.

PAGE 43(1)
Shunsuke Takao, Automatic Masks, 2021
NFT Art (HTML, CSS, JavaScript[p5.js])

ABOVE
<Art in Metaverse> Exhibition Hall 1,
Art Cloud provided

PAGE 43(2)
Room tone, in the gray, 2018
VR installation, video projection, color, sound,
5 minutes and 50 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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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side the exhibition hall, there are also spots where
visitors can repose, such as the art shop, artist lounge, and a
brief introductory exhibition of rising artists. Visitors of the
art shop ‘a:musee’ can encounter analog souvenirs designed
based on the artworks introduced in the exhibition. Also,
the brief introductory exhibition of rising artists introduces
nine artists. Director Huki Kwak, the mastermind of the
exhibition, used the term ‘Table Sequence’ to explain the
show’s overall structure. The term’s etymology originates
from the traditional Korean dining notion of eating side
dishes according to one’s taste among various dishes. The
‘table sequence’ allows individuals to roam among the
main content and sub-contents freely and thus, creates
a personal experience by paving their route within the
exhibition.

전시관 밖으로 나가면 아트숍, 아티스트 라운지, 신진 작가

Each artwork in the exhibition conveys various messages.

<아트 인 메타버스> 속 작품들은 다양한 메시지를 전한다. 모션

“If That's Your Choice”, a work by Sungseok Ahn, utilizes a

motion-gear simulator and game engine. By riding on the
simulator, the viewer plays the role of a person who illegally
disposes of trash and attempts to run away. Through this
work, Sungseok Ahn criticizes the unrighteous social
system that does not allow a single intervention of an
individual. “Bird Lady”, a work by Hayoun Kwon that solely
occupies a single exhibit hall, recreates the story and space
based on the recollection of Daniel, her former drawing
teacher. Likewise, rather than firmly remaining in the realm
of science, technology is grafted onto human memory and
the social domain, further implying its infinite potential in
artistic depiction. This exhibition defines an inexplicabl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and art as ‘destiny.’
Numerous innovative aspects can be found in <Art in
Metaverse> regarding its purpose, overall organization,
and artworks. The boundless development of art along
with technology demonstrated through the sympathetic
artworks of daily and familiar themes might have provided
people with the consolation that art will remain a lifelong
companion. <Art in Metaverse> stands at the starting point
of the journey towards an innovative platform where the
public can communicate and sympathize with artists living
sustentative lives while consistently pursuing their artistic
values. When all is said and done, may digital art prosper
beyond infinity.

소개전과 같이 관람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
아트숍 ‘아뮤제’에서는 전시에서 소개된 작품들을 활용한 굿즈를
판매하여 사람들이 아날로그적 기념품들을 접할 수 있다. 또한,
신진 작가 소개전에서는 매주 새롭게 총 9인의 신진 작가들을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아트 인 메타버스>를 기획한 곽은경
디렉터는 ‘밥상 시퀀스’라고 하여 밥상에서 각자의 식성에 따라
마음에 드는 반찬을 집어먹는 듯한 동선을 구상했다고 했다.
이로써 사람들은 메인 콘텐츠와 다양한 서브 콘텐츠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며, 관람객 스스로 동선을 만들며 자신만의 콘텐츠
경험을 쌓아간다.

기어 시뮬레이터와 게임 엔진을 이용한 안성석 작가의 “너의
선택이 그렇다면”은 시뮬레이터에 탑승한 관람자가 투기꾼이 되어
가상공간 속에서 경찰차에 쫓기는 경험을 하게 한다. 이는 최소화된
개인의 개입조차 용납하지 않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던진다. 하나의 전시관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권하윤
작가의 “새 여인”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다니엘의 기억에 기초하여
기억 속 이야기와 공간을 재창조한다. 기술이 과학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의 추상적 기억과 사회적 영역과 접목되는
모습을 보며 과학기술의 무한한 표현적 잠재성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기술과 예술의 만남을 이 전시에서는 ‘운명’이라고 본다.

<아트 인 메타버스>는 기획 의도, 공간의 구성과 작품들에 있어 모두
혁신적인 모습을 보인다.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일상적이고 친근한
주제의 작품들을 통해 사람들은 기술과 더불어 무한히 발전하는
예술이 영원히 곁을 떠나지 않는 동반자가 되어주겠다는 위안으로
받았을지도 모른다. <아트 인 메타버스>는 아티스트들이 생계를
유지하며 본인이 원하는 작업으로 지속해서 대중과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을 향한 여정의 시작점에 서 있고,
앞으로 이어질 <아트 인 메타버스>의 행보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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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TIC ART SEOUL 2022
“PLAS Art Show: Blossom of New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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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is an era where hope is needed more than ever.
Since the pandemic emerged, people have missed the
essentials that make humans humane, such as community,
pluralism, and empathy in the fragmented society. The
absence of hope deeply entrenched in our society is at
the core of anxiety and distrust. To comfort the public’s
pain and deliver a message of a hopeful future, Plastic Art
Seoul(PLAS) planned the <New Hope> exhibition.

그 어느 때보다 ‘희망’이 필요한 시대다. 팬데믹이 도래한 이후

PLAS is one of the largest art fairs in Korea, building
grandeur by displaying large sculptures that can only be
seen outdoor indoors. And it is striving to popularize art,
lowering entry barriers of arts and sculptures to the public.
In addition, it provides a venue for communication and
opportunities between artists and companies that desire
large sculptures. It also brings together works of various
genres of outstanding artists, from promising artists to
renowned masters. Thereby it serves as a stepping stone
for Korean artists with great caliber in crafting to the
worldwide stage. The other characteristic of PLAS is that
it annually holds a special exhibition expressing the theme
of the year. Five artists, Kim Sungbok, Kwon Chikyu, Kim
Kyungmin, Park Changeol, and So Hyunwoo are invited to
produce special sculptures solely for <New Hope> largescale sculpture exhibition.

조형아트서울은 국내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이다. 야외에서만 볼 수

When entering the exhibition hall for the first time, Park
Changeol’s Birth of Venus Sliced image welcomes visitors.
It is a reinterpretation of Sandro Botticelli’s famous
painting of the same name as a motif and expresses love
and hope through the birth of Venus, the goddess of love.
By displaying works with clear symbolism that match
hope at the entrance of the exhibition hall, PLAS attempts
to represent themes while arranging various pieces.
Moving further inside, the dynamic large sculpture of Kim
Sungbok’s Let the wind blow, we must go captures visitors’
attention. The sculpture, shaped like a person taking a
solid step, conveys hope by expressing his willingness to
take action further amid trials, as the title suggests.

가장 처음 전시장으로 들어서면 박찬걸 작가의 ‘비너스의 탄생’이

파편화된 사회, 불안함 속에서 사람들은 공동체성, 다원성, 공감과
같이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하는 본질적인 것들을 놓쳤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의 중심에는 ‘희망의 부재’가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간 마주한 수만 가지 아픔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조형아트서울은 <New Hope> 전시를
기획했다.

있던 대형 조각 작품들을 실내에 전시함으로써 웅장함을 조성하고,
대중들에게 조형 작품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며 예술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더불어, 대형 조각 작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작품을
선보이며 아티스트는 물론 기업 간 소통과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
또한 신진 작가들부터 거장들까지, 걸출한 작가들의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한데 모아 두었다. 이로써 조형물에 큰 강점을 보이는
한국 아티스트들에게 세계로 뻗어나갈 발판이 되어주는 것이다.
조형아트서울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매년 그 해의 테마를 담은 조각
전시를 진행한다는 점이다. 이번 <New Hope> 대형 조각전을 위해
초청된 박찬걸, 소현우, 김경민, 김성복, 권치규 이 다섯 작가들은
이번 전시 테마를 담은 특별한 조각들을 제작해 선보인다.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산드로 보티첼리의 동명의 명화를 모티브로
재해석한 작품이며, 사랑의 여신인 비너스의 탄생을 통하여 사랑과
희망을 표현한다. 희망과 걸맞은 명확한 상징성이 있는 작품을
전시장 가장 입구 쪽에 전시함으로써 다양한 작품들을 배치하면서도
테마를 드러내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조금 더 안쪽으로 가다 보면
김성복 작가의 ‘바람이 불어도 가야 한다’는 역동적인 대형 조각이
눈에 띈다. 사람이 힘차게 걸음을 내딛는 형상을 한 이 조각은
제목과 같이 시련 속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해 희망을 전달한다.

TO THE LEFT
Kim Sungbok,
Let the wind blow, we must go, 130×162cm,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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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ing around, one can see the sound of an orgel from
So Hyunwoo’s “A guide to dreams”. The previous works
visualize hope in traditional materials and methods, and it
is a work that expresses hope with a new attempt. Although
the primary material is stainless and steel, standard and
traditional materials, the final piece is a collaboration
with installation art and orgel. Likewise, the highlight of
PLAS is letting visitors see these new attempts. Art pieces
expressing what is ‘Korean’ do not portray the stereotype
but instead expand its scope in diverse ways by including
modern materials.

고개를 돌려보면 소현우 작가의 “꿈의 안내자”에서 흘러나오는

As a large exhibition, visitors need a rest area while
walking around this vast hall. On the edge of the rest
area, the pieces of Kim Kyungmin’s “The First Time I Met
You” and Kwon Chikyu’s “Bio-Resilience” are displayed
together. Even at this time, the specialty of PLAS comes
out. No safety line keeps the visitors at a certain distance
from the works installed in other galleries here. They can
see and touch all the works on display at any distance they
want. Indeed, more cautious attention is required as there
is no safety line, but it guarantees freedom of observation
and joy. In addition, those two works installed in the rest
area fully utilize these characteristics to add vitality and
induce the participation of the visitors. “Bio-Resilience” is
the work characterized by a graceful curve in the form of
a tree stuck in a vase, allowing visitors to sit at the bottom.
“The First Time I Met You” is designed to be a photo spot
where people can sit together with the piece of human
figures at the end, presenting a special moment to the
visitors.

규모가 큰 전시인 만큼, 여러 작품들을 둘러보다 보면 쉼터가

Not only the large-scale sculpture session, but it also
qualifies both popularity and artistry filled with decent
artworks of various genres prepared by several galleries.
Most importantly, these works involve warmth based
on solidarity and empathy. Hope consists of the power
to overcome hardships and become solid based on the
belief that a better future awaits and we get through all the
adversity. The hope probably fuels warmth to brighten the
flames of life. As the New Normal era has emerged along
with the Endemic, the <New Hope> exhibition, hosted by
PLAS, is an exhibition filling our losses with hope colored
by bright lights.

대형 조각 전시 외에도 각 갤러리에서 준비한 다양한 장르의

오르골 소리에 시선이 간다. 위의 작품들이 전통적인 소재와 방식으로
희망을 선보였다면, 이번엔 눈과 귀가 모두 즐거운, 오르골을 활용한
새로운 형식의 설치 미술로 희망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전에도
지금도 스테인리스를 주재료로 작품을 만드는 건 동일하지만,
이렇게 조각과 오르골과 결합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관람할 수 있는
것이 조형아트서울만의 백미다. 이외에도 회화에선 ‘한국적’인 것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흔히들 떠올리는 전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현대적인 소재를 넣어 다채롭게 영역을 넓혀나간다.

필요하다. 휴게 공간이 마련된 가장자리 쪽에는 김경민 작가의 작품
“첫 만남” 그리고 권치규 작가의 작품 “이수목”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 이때도 조형아트서울만의 특이점이 드러나는데, 여타
갤러리에 설치된 작품과 관객과 일정 거리를 두게 하는 안전선이
이곳엔 없다. 관람객들은 전시된 모든 작품들을 원하는 거리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으며 일부 작품에는 손을 대는 것도 허용된다.
물론 안전선이 없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지만, 그만큼
관람의 자유와 재미를 보장해 준다. 거기에 휴게 공간에 비치된
두 작품은 이러한 특징을 십분 활용해, 생동감을 더하고 관객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이수목”은 마치 나무가 화병에 꽂힌 듯한 유려한
곡선이 특징인 작품으로, 가장 하단 부분에 관람객들이 앉을 수 있게
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첫 만남”은 사람 조각을 벤치 양
끝 쪽에 앉히고 중앙엔 관람객이 앉도록 해 같이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작품으로 기획돼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수준 높은 작품들로 가득 채워진, 대중성과 예술성을 두루 겸비한
아트페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작품들에선 연대와
공감을 기반으로 한 따뜻한 감성이 전해진다는 것이다. 고난을
이겨내고 단단해지는 힘, 그 근간엔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숨어있다. 희망은 어쩌면 삶의
불꽃을 크게 밝혀주는 연료와 같은 역할이 아닐까. 조형아트서울이
준비한 <New Hope> 전시는 이름대로 엔데믹과 더불어 뉴 노멀
시대가 도래한 지금, 그간 있던 다중 상실을 밝은 희망의 색채로
채워주는 전시였다.

TO THE LEFT
Park Changeol,
The Birth of Venus Sliced image, 163 × 120 × 500cm,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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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title suggests, “Media Architecture: Past, Present,
and Future” is an exhibition about how Kim Joong-up’s
architecture does not only stay in the past but also resonates
with the modern day. Through this exhibition, one can
discover how his architecture can give us a hint of the future.

“Media Architecture: Past, Present And Future”
b y. YE S O L L E E

이번 전시의 영문 이름은 Media Architecture: Past, Present, and
Future. 즉, “미디어 아키텍처의 과거, 현재와 미래”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미디어 아키텍처: 김중업, 건축예술로 이어지다>는
김중업의 건축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현대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고, 이 건축이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를 토대로 기획한 전시라고 할 수 있다.

The first part gives us a view of the interiors and exteriors
of the French Embassy through various media. We can
observe how the building changes in spring, summer,
fall, and winter through 3D projection mapping. This
technology shows us the intricate details of the French
Embassy by projecting images onto the object’s surface
and making changes. The mosaic mural of the embassy’s
residence responds to the movement of the person standing
before it. Next to it, a video of the famous office building
of the French Embassy is played. The office building was
built in the early 1960s after the design was chosen in late
1959. It is the first roof with eaves on top of Hanok. This was
made thin by utilizing its curved beauty, which is noticeable
because it hangs above a pillar. Moreover, you can see the
graphicizing process of the office roof in 3D, starting from
the sketch to the completed roof.

1부 [주한 프랑스 대사관, 미디어를 만나다]에서는 여러 가지

When you move to the second part, you can hear the
mysterious music flowing out. This is a media façade,
a collaboration project between illustrator Kwon Minho and music director Jang Young-gyu. Media façade is
a combination of ‘façade’ and ‘media’, and LED lighting
is installed on the outer wall of the building to realize
media functions. Illustrator Kwon Min-ho and director
Jang Young-gyu reinterpreted drawings of Kim Joong-up’s
representative works: the main building of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31 Building, and the World Peace Gate.
This can be seen as a new attempt at the exhibition since it
combines music and architecture as a new experience. As
you watch the video, you can feel Kwon Min-ho’s concern
about how to reinterpret it differently from the actual
building while saving the feeling of the drawing. At the same
time, you can admire music director Jang Young-gyu, who
made the music that perfectly fits the reinterpreted video.

2부에 있는 [김중업 건축, 현대 예술로 이어지다]로 옮겨가면

미디어를 통해서 주한 프랑스 대사관의 외부와 내부를 살펴볼 수
있다. 김중업의 대표작인 주한 프랑스 대사관의 건물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는지 3D 프로젝션 매핑을 통해
관찰할 수 있었다. 대상물의 표면에 영상을 투사해 변화를 주는
프로젝션 매핑 기술을 통해 주한 프랑스 대사관 건물의 다양한
성격을 볼 수 있다. 대사관저의 모자이크 벽화는 앞에 서서 관람하는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그 옆을 보면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유명한 집무실, 즉 업무동 건물의 영상이
재생된다. 업무동 건물은 1959년 말에 설계안이 당선돼서 1960
년대 초에 지어졌으며 최초로 한옥의 처마선이 있는 지붕이다. 이는
곡선미를 살려 얇게 만든 것으로, 기둥에 맞추어 띄워져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1부에서는 집무실의 지붕을 3D로 그래픽화하여 스케치
선부터 시작해서 완성된 지붕 형태가 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신비로운 음악이 흘러나온다. 이것은 [김중업 건축, 선과 음악으로
분명하다]라는 미디어 파사드이며, 권민호 일러스트레이터 작가와
장영규 음악감독의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이다. 미디어 파사드란
건축물 외면의 가장 중심을 가리키는 파사드(façade)와 미디어
(media)의 합성어로, 건물 외벽 등에 LED 조명을 설치해 미디어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다. 권민호 작가와 장영규 감독이 김중업의
대표 작품인 제주대학교 본관, 삼일빌딩, 서울 올림픽 평화의
문들의 도면들을 본 후, 재해석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이것은 음악과
건축이 합쳐져 공감각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전시의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감상하다 보면 ‘도면에 있는 느낌을 살리면서
실제 건축물하고 다르게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권민호
작가의 고민이 느껴짐과 동시에 재해석한 영상에 맞는 음악을 만든
장영규 음악감독에 대한 감탄이 나오게 된다.

TO THE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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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ird part of the exhibition focuses on delivering
architectural information about Kim Joong-up’s life. If you
enjoyed the first floor as an art museum, you could see
the story of Kim Joong-up on the second floor in detail by
watching the video and actually touching it.

3부 [다큐멘터리 김중업, 건축 예술로 나아가다]는 김중업의 건축

The fourth part showcases activities where you can unfold
your imagination and ideas. Visitors can pick their favorite
among various architectural drawings which represent
Kim Joong-up’s works and color them. After pressing
the ‘Send’ button, the finished art is reflected on the
large screen. While looking at the buildings you painted
yourself, you can imagine the appearance of the building
when the shape changes. This provides an opportunity for
the visitors to reinterpret the drawings. The intention is for
the visitors to imagine that even current structures can be
changed in the future.

4부 [건축과 도시, 미래를 꿈꾸다]에서는 자신의 상상력과

생애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1층에서는
미술관에서 하는 것처럼 감상을 했다면, 2층에서는 김중업에 대한
스토리를 영상으로 보고 터치를 함으로써 김중업의 대표 건축들에
대한 정보를 세부적으로 알 수 있다.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활동이 준비되어 있다. 김중업의
작품을 대표하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제주대학교, 삼일빌딩 등의
건축도면들 중 마음에 드는 도면을 골라 관람자가 직접 전시장에
준비된 태블릿에 색칠할 수 있는 것이다. 색칠을 완료한 후 화면의
‘보내기’를 누르면 전시장 한 벽을 차지하는 큰 화면에 관람자의
그림이 반영된다. 자신이 직접 색칠한 건축물을 보면서 형태가
바뀌었을 때 건물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도면을
재해석할 기회가 제공된다. 이러한 활동은 관람객들이 현재 있는
건축물도 미래에는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력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되었다.

For Kim Joong-up, architectural art was a comprehensive
art that moved people beyond the so-called simple,
functional technology or building as a construction. He
emphasized that architecture should intricately reflect
modern senses. In addition, he believed that architecture
as art could raise the cultural level of Korea and restore
humanity. Kim’s works and activities also showed his belief
in architectural art. He actively interacted with cultural
artists from various fields throughout his life and made
efforts to integrate architecture and art through various
architectural works.

김중업에게 건축 예술은 흔히 말하는 단순한 기능에 충실한 기술,
혹은 건설로서의 건물을 넘어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감동을 주는
하나의 종합 예술이었다. 또한, 공학이 아닌 예술로서의 건축으로
우리나라의 문화 수준을 높이고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한다. 즉, 건축에 현대 감각을 예민하게 반영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김중업의 작품과 활동도 건축 예술에 대한 그의
신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생에 걸쳐 여러 분야의 문화 예술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다양한 건축 작품을 통해서 건축과 예술을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한 것이 이에 대한 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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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exhibition tried to highlight the artistic part of Kim’s
intention: to integrate architecture and art. In addition,
what is significant is that this is the first exhibition in
Korea that interprets the world of architectural art with
digital media and futuristic technologies. When it comes
to architecture, it is often perceived as complex by people,
especially since most architectural exhibitions were only
archive-oriented exhibitions that displayed drawings
of buildings and written materials. However, <Media
Architecture: Past, Present, and Future> allows anyone
to come and appreciate the structure and interior of the
French Embassy through a 3D media façade. This move was
innovative as it is possible to appreciate how the architect’s
sketches have changed personally. Moreover, viewers can
see how the buildings look different depending on the
four seasons. With the aid of modern art and futuristic
technologies, this exhibition provided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the architectural art pursued by Kim Joong-up
and the direction we will move forward while also making
us imagine the buildings in the future.

이번 전시는 건축과 예술을 통합시키려고 한 김중업의 의도를 담아서
예술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에 노력했다. 또한, 건축 예술의 세계를
디지털 미디어와 미래기술로 새롭게 해석한 국내 최초의 건축 실감
콘텐츠 전시라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건축이라 하면 흔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이미 다 지어진 건물 외에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도된 건축 전시 역시 건축물의
도면과 글로 쓰여진 자료들을 전시한 아카이브 위주의 전시뿐이었다.
반면, <미디어 아키텍처: 김중업, 건축 예술로 이어지다>는 누구나
쉽게 주한 프랑스 대사관 건축물의 구조와 내부를 3D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시청각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건축가의 스케치가 어떻게
변화하여 구현되었으며 사계절에 따라 관람객에게 달라 보인다는
것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고 본다. 다양한
현대 예술과 미래기술로 연출된 이번 전시는 김중업이 추구했던 건축
예술과 향후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건물들을 상상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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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SHIN
LEE HEE DON
SHIN DONG 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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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SHIN

“Moon Shin, the Sculptor Who Created Peaceful
Innovation”
Moonshin Art Museum
History
1994 Moonshin Art Museum established
1995 Moon Shin passed away
2003 Donated to the former Masan City
2004 Reestablished as Masan City Moonshin Art Museum
2010 Changed its name to Changwon City Masan Moonshin Art Museum
Moonshin Original Form Museum established
2022 10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Moon Shin
Exhibition
1995 ‘Moon Shin Art 50 Years’ Multi Video Show Celebrating the 50th Anniversary of Independence
1996 The First Memorial of Moon Shin, Exhibition of EbonyㆍHandwriting Materials
2004 Masan City Moonshin Art Museum Reestablished Exhibition ‘Moonshin, Drawing and Sculpture’, ‘Moon Shin Atelier’
2007 Moon Shin Total Art Festival
2010 The First Moon Shin International Sculpture Symposium
2011 Moon ShinㆍLee Ungno Exhibition ‘Beautiful Companion’
2017 ‘MOONSHIN 1960s’
‘Modern Art Society, Bloom Avant-Garde Art’
2019 Invitation of Local Artists Celebrating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Moon Shin
2020 Exhibition of Moonshin Art Award Winners
2021 ‘Successive Language: Moon Shin Monument’
2022 Special Exhibition Celebrating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Moon Shi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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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a silent hill in Changwon City, the coast of Masan and a small village are seen. The giant silver sculptures
over the gate designed with delicate patterns shine under the sun, welcoming visitors. This is the yard of
“Moonshin Art Museum,” where we can see artworks of Moon Shin, the representative Korean sculptor.
Since Moon Shin built this place himself over a decade, visitors can feel his elaborate effort from floor to
the gate. At the place where Moon Shin’s artistic passion is alive, ACCESS met curator of Moonshin Art
Museum to have more talk about Moon Shin.
마산 앞바다와 작은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창원시의 어느 조용한 언덕 위. 섬세한 문양을 가진 대문 너머로 햇빛에 반짝이는
거대한 은빛 조각품들이 보인다. 한국을 대표하는 조각가, 문신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문신미술관’의 마당이다. 문신
작가가 십여 년의 세월에 걸쳐 직접 건립한 이곳은 섬세한 바닥부터 웅장한 대문까지,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문신
작가의 예술혼이 살아있는 곳, 문신미술관에서 정서연 학예사를 만나 문신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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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shin Art Museum was built by Moon Shin, a sculptor
of worldwide fame, over 15 years. I wonder why he built this
museum in Masan, which is also his hometown, and the
process of building it.

Moonshin Art Museum is the birthplace of Moon Shin.
He lived here during his childhood and had a memory of
his father in this place. According to his autobiography,
Moon Shin was born in Japan, moved to Masan, and lived
with his father and grandmother when he was five. The
manuscript tells that he reminisced a lot about his father.
He recalled childhood memories such as flying a kite with
his father on Chusan-dong hill near Masan Sea. Moon
Shin bought this land partly when he was an adolescent
when he moved to Japan to work on painting signboards.
Moonshin Art Museum is often introduced as a museum
built by Moon Shin, who returned to Masan permanently
in the 1980s. Like Moon Shin’s artworks, which seem
to have been calculated very carefully, this style is also
reflected in the construction process of Moonshin Art
Museum. The wall built in the fountain seen from the
museum’s yard, as well as the gate, was built by Moon
Shin. He also designed the mosaic on the floor. He is an
incredible artist who worked not only on paintings and
sculptures but also on architecture.

문신미술관은 세계적인 조각가이신 문신 작가님께서 15년 세월에
걸쳐 직접 건립하신 미술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신 작가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마산에 미술관을 건립하신 이유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In Moonshin Art Museum, we can also see various artworks
such as gypsum form, oil paintings, colored paintings, and
drawings, besides sculptures. What is the value of these
artworks and how are these related to the overall activities
of Moon Shin?

문신미술관에서는 문신 작가님의 조각 외에도 석고 원형, 유화, 채화,
드로잉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 작품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각 외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문신 작가님의 작품성은 무엇이고,
이 부분이 작가님의 전반적인 작품 활동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신미술관은 문신 선생님께서 어릴 적 살았던 생가터이자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추억이 깃든 공간이에요. 친필 원고를 보면
문신 선생님께서는 일본에서 태어나 5살 때 여기 마산으로 넘어와
할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마산 앞바다가
보이는 추산동 언덕에서 아버지와 연을 날리던 기억이 난다는 등
아버지를 회상하는 내용이 많아요. 선생님께서는 이 문신미술관
부지를 청소년 때부터 본인이 직접 조금씩 사셨어요. 청소년기에
일본으로 넘어가 간판 그림을 그리며 생계를 이어갈 때도 가족들한테
부탁해 부지를 하나씩 사셨다고 해요. 이렇게 시작된 문신 미술관은
문신 선생님께서 1980년대에 마산에 영구 귀국하셔서 손수 건립한
미술관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문신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미술관을 짓는
과정에서도 이런 스타일이나 개성이 보여요. 미술관 마당에서 보이는
분수 뒤에 쌓은 벽도, 대문도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셨어요. 바닥의

To Moon Shin, there were no limitations, especially on
his artworks’ genres. From his adolescence to the 1960s,
before he moved to France, he worked actively as a painter.
On the second floor of Moonshin Art Museum, you can
see his various paintings, such as the design of painting
and abstraction per period. The representative paintings
of Moon Shin are abstraction works using pigments mixed
with French sand. In the early 1900s, the abstraction art
trend ‘Informel’ was popular in France, influencing Moon
Shin while he lived there. He began sculpting in the 1960s
when he got interested in sculpture in the process of
repairing the old castle to earn a living. Because most of
his paintings were abstract, he also worked with abstract
sculptures after he began sculpting.

문신 선생님은 작품을 하시면서 장르에 한계를 두지 않으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청소년기부터 1960년대에 프랑스로 넘어가시기
전까지는 화가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어요. 문신미술관의 2층에
가면 여러 회화 작품들을 볼 수 있는데요. 시기별로 구상 회화부터
추상회화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프랑스
모래를 안료에 섞어 만든 추상회화 작품들이 있어요. 1900년대
초반에 프랑스에서 ‘앵포르멜’이라는 추상 미술 사조가 유행하고
있었는데, 문신 선생님이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다 보니 그때의
사조에 많은 영향을 받으셨어요. 선생님께서 조각을 시작하신
계기는 1960년대 프랑스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래된 성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조각에 눈을 뜨면서 시작하셨다고 해요. 문신
선생님의 회화 작품 스타일이 추상적이다 보니 조각을 시작하신
후에도 추상 조각 쪽으로 주로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모자이크 모양도 직접 설계하셨고요. 선생님은 회화, 조각뿐 아니라
건축도 종합적으로 작업하신 멋진 작가이시죠.

Moon Shin’s works have creative methods of expression,
which are “distinctive to other artists’ works.” Compared
to other sculptures, in what sense Moon Shin’s artworks
are distinctive, and was there any background of his
inspiration?
There are many features of Moon Shin’s artworks.
Symmetry is a widely discussed feature of his works.
However, I’d like to introduce a different one. Another
aspect of Moon Shin’s works is that there are many circles.
In Moon Shin’s works, there is a form where a large circle
surrounds a small circle, where the circle repeats itself,
and where it splits inside. I think he thought that the
circle is the most fundamental human form. Drawing
circle shapes by hand are challenging. However, Moon
Shin worked hard to look at these circles as the complete
form of a circle. For example, he soldered it thousands
of times and applied acid to make a complete volume.
Especially, you may feel as if the sculpture is shining
itself; many people retrospect that he had sandpapered it
a million times to make it shine. Moon Shin rarely got
help from other people in producing his work. Moon Shin
envisions a certain beauty in balance and ratio so he did
the job him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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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작가님의 작품은 “다른 작가의 작품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등
독창적인 표현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작가님의 작품은 다른
조각 작품들과 비교하여 어떤 점에서 독창적인지, 이에 대한 영감의
대상이나 배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신 작가님의 작품 특징에 대해 소개해드릴 부분은 굉장히
많아요. 대칭성이 흔히 소개되곤 하는데, 또 다른 작품 특징을
소개해드리자면 바로 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문신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 큰 원이 작은 원을 아우르는 형태도 있고, 원이
반복되는 형태도 있고, 원 안에서 쪼개지는 형태도 있어요. 원이라는
형태 자체를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형태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원이라는 형태가 사실 사람이 손으로 그리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작품들이 완전한 원형처럼 보이기 위해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이를테면 완전한 볼륨을 위해 수천 번의
땜질을 하고 산을 도포해 만드시는 것처럼 말이죠. 특히 조각
작품을 보면 작품에서 빛이 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이런 광택을 위해 수만 번의 사포질을 계속해서 반복하셨다고
회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문신 선생님을 작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남의 손을 거의 태우지 않으셨어요. 균형이나 비례와 같이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있다 보니 작품을 제작할 때 다른
분의 손을 거의 태우지 않으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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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Shin participated in numerous domestic or abroad
invitations, and after returning to his home country, he got
worldwide fame from his work “Olympics 1988”. I wonder
why Moon Shin’s works could attract global attention.

문신 작가님은 수많은 국내외 화랑 초대전에 초대되거나 귀국
후에도 대표작 “올림픽 1988”로 세계인들로부터 명성을 얻는 등
세계 조각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문신 작가님의
작품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I think that is because the message Moon Shin and the
Olympics wanted to convey matched well. “Olympics
1988” is a commission work that started production when
the 1988 Olympics were held. It is also the representative
work that people initially think of when they think of
Moon Shin’s sculpture, and it is so huge and high that you
can see it everywhere. And it is shaped like a vast sphere
repeatedly rising toward the sky. Overall, the shape of
the half-cut sphere increases at regular intervals, and the
shape rises at regular intervals on the other side to not
lose its balance. It also matched the Olympic spirit well,
so I think this is why it received a lot of attention from the
world. Also, in Moon Shin’s other works, there are many
works titled solidarity, peace, and harmony. I think this
also fits well with the Olympic spirit. In other words, the
works of Moon Shin have a utopia that everyone hopes for,
which is to live in peace, solidarity, and warm life.
You explained that Moon Shin’s works are innovative in that
they do not have exact shapes and change according to the
scenery. Likewise, what is innovative or remarkable in his
work?

The innovation in Moon Shin’s work is that he makes
artwork that breaks stereotypes. As I mentioned, Moon
Shin’s works are well known for their symmetry. Moon
Shin did not use mechanical machines or similar devices
to make this natural beauty. So, critics say that Moon Shin’s
artworks have symmetric aesthetics and are simultaneously
non-symmetric. In one of his memoirs, Moon Shin said,
“do not use a ruler to measure size but adjust it by seeing
the whole with eyes.” Not to make his works seem like
industrial products, he threw his heart and soul into his
works. Of course, it would be possible to make a perfect
work, but I think he wanted to make complete symmetry
rather than perfect symmetry.

문신 작가님의 작품의 메시지와 올림픽 정신이 잘 맞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올림픽 1988”은 1988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제작을
시작하신 커미션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조각가 ‘문신’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표 작품이기도 해요. 실제로 보면
어디서 봐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거대하고 높은데, 거대한
구체가 하늘을 향해 반복적으로 솟아오르는 형상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반으로 잘린 구체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솟아오르는
형태, 그리고 그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 반대쪽에서도 구형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올림픽 정신이랑도 잘 맞아서 이
작품이 큰 주목을 받지 않았나 생각해요. 또, 문신 선생님의 다른
작품 제목을 보면 연대, 평화와 화합 이런 식의 이름이 많아요. 이런
부분 역시 올림픽 정신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문신
선생님의 작품은 누구나 평화롭기를 원하고 연대하고 따뜻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두가 희망하는 이상향을 품고 있어서 많은
애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문신 작가님의 작품은 형상을 뚜렷하게 가지지 않거나 풍경에 따라
매일 변화한다는 면에서 혁신적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문신 작가님의 작품에서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나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문신 선생님의 작품에서 새로운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선생님께서 고정관념을 깨는 작품을 만드신 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문신 작가님의 작품은 대칭성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문신 선생님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위해 단 한 번도 작품을 만들기 위해 기계로 찍어내거나 비슷한
행위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평론가분들은 문신 선생님 작품은
대칭이면서도 약간의 비대칭을 가진 미학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세요.
문신 선생님의 한 회고록을 보면 선생님께서는 “크기를 잰다고
자를 대지 말고 전체를 눈으로 보고 조절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자신의 작품이 찍어낸 듯이 만들어낸 작품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셨던 것 같아요. 물론 완벽하게 작품을
만들고자 하셨다면 그것도 가능했겠지만, 선생님께서는 완벽한
대칭을 만들기보다는 완전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거라고

ABOVE, TO THE RIGHT
Moonshin Museum of Art
(©Changwon City Masan Moonshin Art Museum)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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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Universe, bronze, 114×48×22cm, 1989
(©Changwon City Masan Moonshin Art Museum)

PAGE 56
Approach with Balance, ebony, 30×58×12cm, 1988
(©Changwon City Masan Moonshin Art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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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shin Art Museum is a place where Moon Shin’s
artworks and artistic soul has remained intact, and people
can sustainably enjoy it. For visitors in the future, is there
any plan or goal to enjoy Moon Shin’s works more?

문신미술관은 문신 작가님의 작품과 예술 혼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공간이자 이를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문신미술관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작가님의 작품을 더
잘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한 문신미술관의 향후 계획이나 목표가
있을까요?

This year is the 100th century of Moon Shin’s birth, so
Moonshin Art Museum is preparing various exhibitions,
education, and events. In our future exhibition, we are
considering a contemporary art exhibition under the
theme of various characteristics, shapes, or elements
presented in Moon Shin’s works. This exhibition will be
more related to Moon Shin’s aesthetic consciousness and
showcase various contemporary artworks. We are also
developing exhibition programs and activity sheets for
students. Likewise, we plan various activities to introduce
art worlds or values of Moon Shin’s works.

올해가 문신 작가 탄생 100주년이라 저희 미술관에서 굉장히
다양한 전시, 교육,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특히 향후 전시에서는
문신 선생님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나 형태, 다양한 요소들을
주제로 한 현대미술 기획전을 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신의
미의식과 연계된, 좀 더 다양한 현대 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또 전시 감상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특히 학생분들 같은 경우 전시에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
전시 감상 프로그램이나 활동지를 개발하고 있기도 해요. 이렇게
문신 선생님의 예술 세계나 작품성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In Moon Shin’s works, there is fascinating stability. Perhaps, it is because of Moon Shin’s affection for sculptures amid
completely symmetric structures. Aesthetics that feel both peace and innovation. The visitors are attracted to Moon Shin’s
artworks because Moon Shin’s peaceful innovation remains in Moonshin Art Museum.
문신 작가의 작품을 보면 신비로운 안정감이 느껴진다. 아마도 완전한 대칭 구조 속에 담긴 문신 작가의 조각에 대한 애정 때문일 것이다.
평화로움과 혁신이 함께 느껴지는 미학. 어쩌면 문신 미술관에 방문한 이들이 그의 작품에 매료되는 이유는, 현재에도 이곳에 남아있는 문신
작가의 평화로운 혁신 때문일지도 모른다.

TO THE RIGHT(1)
Hwa II, stainless steel, 234×382×65cm, 1988
(©Changwon City Masan Moonshin Art Museum)

TO THE RIGHT(2)
Hwa I, stainless steel, 279×400×92cm, 1988
(©Changwon City Masan Moonshin Art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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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HEE DON
“Colorful Connection”
Lee Hee Don
Director
Awards
1st World Peace Exhibition, Honorary Mention
24th, 25th, 26th Creative Art Competition, Honorary Mention
32th, 33tn International Art Competition, Silver Prize
1st DAN-WON Art Competition, Honorary Mention
22th Korean Culture and Art Exhibition, Silver Prize
23th Korean Culture and Art Exhibition, Gold Prize
28th, 30th Gusangjeon Exhibition, Honorary Mention
29th, 31th, 32th Gusangjeon Exhibition, Special Selection
7th Haengju Art Competition, Grand Prize
16th, 19th Korean Art Exhibition, Honorary Mention
20th Korean Art Exhibition, Special Prize
Collection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Korea(Government Art Bank)/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Korea(Art Bank)
Korean Federation of Art and Culture Organizations/Gold Color/Hyowon Culture Training Institute, Korea Office
Hamodek Co., Ltd./Cheil Investment Bank/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Yangpyeong County Museum of Art
President Benu Srnivasan, Indo.TVS Motors Group (second place in business)/And many more

b y. S E O HY U N Y U M

Vivid colors and rough but delicate texture describe the work of Lee Hee Don, the master of monochromy,
who never fails to grab attention with his work even from afar. His process of layering colors serves as a
time for reflection and cultivation, which is depicted in various ways on canvas. The artist traces his past
relationships and time through these layers. Our lives are never the same and are all unique even though they
may look similar. ACCESS looked into global artist Lee Hee Don’s life and the legacy he is leaving behind.
강렬한 색채와 거칠지만 세밀한 질감. 단색화의 거장 이희돈 작가의 작품은 멀리서도 눈길을 끈다. 층층이 물감을 쌓아올리는
과정은 성찰과 수행의 시간이며, 이는 다양한 형태로 캔버스에 나타난다. 이희돈 작가는 여러 겹의 ‘층’을 통해 지금껏 만나온
다양한 인연의 흔적이자 세월의 흔적을 표현한다. 우리의 삶은 결코 동일하지 않고, 비슷해 보이더라도 제각각 다르다.
우리나라를 빛낸 세계적인 화백 이희돈 작가가 어떻게 작품 속에 인생의 흔적을 남겼는지 ACCESS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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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are well known for using a unique punching technique
which creates little holes on canvas, and even attained the
invention patent no. 10-1487418 for the mulberry paint. It
is uncommon for an artist to create their own ingredients.
What made you do this?
I have created my own pigment in order to uniquely deliver
many stories on a single canvas. Existing paints had their
limits in formatting the texture, so having my own paint
was a necessity for my work. The process of layering paint
is my time for training and reflecting. The most important
thing when I work is being fully present in my art. I try my
best to enjoy my work progress, focusing only on myself
and my art on canvas.

STORY

작가님께서는 캔버스에 작은 구멍을 뚫어 작업하는 독특한 타공
기법을 사용하시며 닥나무를 빻아 만든 물감으로 재료 부분 발명특허
제10-1487418호를 취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아티스트가 직접
재료를 만들어 쓰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독특한 방식으로 여러 이야기를 하나의 캔버스 위에 전달하고자
저만의 물감을 만들어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물감은 질감을
형상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만의 물감은 작업 과정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층층이 물감을 쌓는 과정은 저에게 하나의
수행이자 성찰의 시간입니다. 작업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에 온전히 정신을 쏟을 수 있는 집중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물감을 캔버스 위에 올리는 과정 속에서 온전히 나
자신과 캔버스 위의 작업에만 집중을 하며 언제나 이 수행의 시간을
즐거운 마음과 자세로 임하려 노력합니다.

What made you start monochromy when you started out
with realist landscape paintings? Additionally, what are your
criteria for choosing the single color for your work?
I started out mainly with exhibition art to understand
various genres. In the early 80’s, I realized the authentic
value of cultivation by incorporating a used box to learn
punching and layering paint through repeated brush
strokes. From then on, I have been continuing the work.
For the color choice, I usually choose one that would best
deliver the holes and texture during brainstorm sessions.

초기에 사실주의 풍경화를 주로 작업하시다가 단색화를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또한 작품에 사용하시는 한 가지 색상을
선택하시는 기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초기에는 공모전 위주의 미술활동을 하며 다양한 장르의 미술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80년대 초반, 폐박스를 이용해 구멍을
뚫는 과정과 그 위에 반복적인 붓질로 물감을 층층이 쌓아가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수행의 의미를 깨달은 뒤로 꾸준히 작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색상 선정의 경우, 본격적인 작업

Owning Hong Ju Atelier in Bugahyeon-dong for years, you
must have met many people pursuing art in various ways.
What effects did operating an atelier have on your artwork?

북아현동의 ‘홍주화방’을 수십 년간 운영하시며 다양한 방식으로

I started the atelier in the 70’s only with the urge to paint.
I was not able to afford art supplies then, so managing my
own studio was the most ideal and realistic way to study
and pursue art. Having a thorough understanding of
art supplies was vital, so I saw an opportunity for me to
experiment with different supplies. The constant trial and
testing have become a basis for my work today, and I still
experiment until now. I also got to meet and interact with
many artists through Hong Ju Atelier, which helped me
keep up with artistic trends. All of these memories are so
special to me personally, and they all serve as key factors
when working on my theme ‘Inyeon (relationship)’ today.

70년대 오직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화방을 운영하게

예술을 향유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습니다. 화방
운영이 작가님의 예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전 작품 구상 과정에서 선택하며, 구멍 및 여러 질감들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색상은 무엇일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찰
끝에 결정합니다.

TO THE RIGHT(1)
Inyeon, 91×72.7cm,
2020, Mixed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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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yeon,116.8×91cm,
2016, Mixed Medium

TO THE RIGHT(2)
Inyeon, 116.8×91cm,
2021, Mixed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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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습니다. 그 당시 미술 재료를 충당하기엔 여유롭지 않았기에
어떻게 하면 미술을 할 수 있을지, 끊임없는 고뇌 끝에 미술 재료를
다루는 화방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화방을 운영하며 보다 더 열정적으로 재료를 연구하고, 나만의
재료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저의 작업 활동을 위해서는 미술 재료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재료 선택에 있어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재료에 대한 탐구는 현재 작업 활동의 기반이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많은 재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끊임없이
탐구 중입니다. 또한, 화방을 운영하며 다양한 미술인을 만나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미술에
대한 애정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미술 동향에 대해서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들이 저에게는 하나의 추억과 소중한
인연으로 자리 잡아 지금의 작품 주제인 ‘인연’을 작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소중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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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you work mainly on abstract painting, the
interpretations may vary for each viewer. Do you aim for
a specific interpretation, or do you just leave it up to the
viewers, and why?
I refrain from a forced interpretation and respect individual
understanding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abstract
painting. However, I do talk about my own intentions
when people are curious about additional descriptions
or pure author’s intention. It is important to respect the
viewers’ freedom of interpretation, but it is also respectful
to provide them with an explanation when they require
one. I try to keep my faith in balanced appreciation of art
in such ways.

You have once mentioned that visual art must be beautiful
in any form, and I believe beauty standards are different for
everyone. What is your concept of beauty in art?

주로 작업하시는 분야가 추상화인 만큼 감상하는 사람에 따라
작품을 해석하는 방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의도하신 작품의 해석
방향이 특별히 있는지, 아니면 보는 사람의 자유에 맡기시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추상화의 본질에 따라 저 또한 강압적인 해석을 주입하는 것을
지양하며, 감상자의 해석을 이해하며 존중해요. 그러나 추가적인
설명이나 온전히 작가만의 의도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만의 해석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기도 합니다. 감상자들의
해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할 경우 선택적으로
해석을 들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도 작품 감상에 있어서 존중되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저만의 방식으로 균형적인 감상의
방향성에 대한 철학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각 예술은 어떤 형태이든 근본적으로 아름다워야 한다고 하신
적이 있는데요, 아름다움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작품의 시각적인 예술성, 작품이 담고 있는 심오한 메시지 등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술 속 아름다움의 개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I strongly agree that beauty standards are unique for
individuals. I believe art is basically a medium to intensify
human beauty. Beauty can be seen in anything, but I
think the combination of colors and the story in a work
delivers greater beauty. My work is a monochromy based
on an oriental philosophy interpreted in a Korean way. I
am reminded of the great memories I experience while
working on each piece. This is the essence of the beauty
in my artwork.

아름다움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예술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움이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특히 색채에서 오는 느낌과 작품 속에서 느껴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더해졌을 때 아름다움이 극대화되죠. 특히나 저의 작품은
우리 동양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한국적으로 해석한 단색화입니다.
즉 저의 경우 예술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추억과 이야기들을 떠올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저의 작품 속에서 아름다움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TO THE LEFT
Inyeon, 116.8×91cm,
2020, Mixed Medium

ACCESS 66

ACCESS 67

STORY

STORY

Your recent exhibition <Inyeon: Interacting with the World>
portrayed relationships in flowing depictions. How did
you manage to express the role of relationships in a more
individualistic, severed society especially after COVID-19?

최근 전시 <초대 개인전 ‘綠_인연_세상과 소통>에서 작품 속에
흐르는 듯한 표현을 통해 '인연'을 표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사회구조의 확산과 코로나19 이후 더욱 단절된
사회에서 인연의 역할, 그리고 세상과의 소통을 전시에 어떻게
풀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An individual’s life consists of millions of relationships.
I organized the exhibition to provide people with time
to think about various relationships in their life that
were either passing or deeply rooted. Also, I hope my
work somehow served as comfort in the depressing time
of COVID-19. In such a time, when the awareness of
surrounding connections is fading, I wanted people to
realize that relationships are everywhere, all around us.
In the process, I intended to naturally create an internal
interaction between my work and the viewers.

인간의 삶은 무수히 많은 인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 혹은 이미 우리의 삶에 깊게 자리 잡은 인연 등과 같이
다양한 인연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고자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어요.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점점 사람과 멀어져야 하는 우울한
상황 속에서 저의 작품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주변 인연에 대한 인지가 사라져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이미 얽히고 설킨 물감들처럼 언제나 인연은 우리
주위에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이 과정 속 작품과

You have participated in an international art fair 13 times
and have been a jury for the Korean Fine Arts Exhibition,
so you must have already kept a broader audience. What
do you think is necessary for a Korean artist to receive
sustainable attention in the global art scene?
I think it is about treating art like it is the first time. One
can only receive sustainable attention with genuine love
and passion for art. Also, I think an active interaction on
one’s work is essential. For me, I try hard to communicate
about the aesthetics of Korean monochromy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Color is a single language that I use
as a means to interact with my viewers. So, I try my best
to provide various ways and opportunities for people to
connect with my art.

TO THE RIGHT
a panoramic view
of the exhibition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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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페어에

13회나

참여하셨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지위에도 오르셨기 때문에 더 광범위한
관객을 대상으로 작업할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한 시대에
한국 화백으로서 한국 예술계가 세계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주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언제나 미술을 처음처럼 대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미술에
대한 애정과 진중한 마음가짐으로 작업 활동을 꾸준히 해야만
지속 가능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국내, 해외에 한국적 단색화의 ‘미’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는 편입니다. 특히 저의 작품 속에서 물감은 하나의
언어가 되어 모든 감상자와 소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감상자들의 내적인 소통을 자연스레 일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ABOVE
Inyeon, 162.2×130.3cm,
2021, Mixed Medium

작가님께서는

Lee Hee Don continues with his theme ‘Inyeon’ given his
prolonged experience and association with many different
people. Indeed, it is valuable to be part of other people’s
lives, forming special relationships with them and adding
more colors to their life.

많은 경험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한 이희돈 작가는 계속하여
‘인연’의 주제로 작업한다. 반복적인 붓질을 통한 성찰과 수행은
그동안 맺어온 인연을 되돌아보는 기회이다. 타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은 고귀한 일이다. 기사를 읽는 지금, 당신도 누군가의 또
다른 인연이 되어 그들의 삶에 색채를 더해주고 있음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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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DONG ILL

“Touching Sound of Organ, Touching the World's Heart”
Shin Dong Ill
Organist, Professor at the Dept. of Church Music, College of Music, Yonsei University
Education
Conservatoire National Supérieur de Musique et de Danse de Paris 3e cycle
Conservatoire National Supérieur de Musique et de Danse de Lyon MA
Yonsei University Church Music BA
Awards
Musashino-Tokyo International Organ Competition 3rd place (1996)
Ciurlionis International Piano and Organ Competition, Lithuania 2nd place (1999)
The 51st Prague Spri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and Competition Jury Special Prize (1999)
The 21st St. Albans International Organ Competition, Great Britain 3rd place (2001)
The 20th Grand Prix de Chartres International Organ Competition (2006)
Concerts
2012,07.26. Seoul Philharmonic Orchestra’s Masterpiece 2012 Series 2
2013.06.22 Shin Dong Ill & LaubePipe Organ Duo Concert - Golden Duo
2014.12.30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Year-End Concert / Memories 2014 (Sumi Cho, and winter fantasy)
2015.09.01 The 25th Anniversary Mr. Pizza Charity Concert
2016.12.17 <Shin Dong Ill Pipe Organ Concert>Elim Opening Festival
2016.12.30 ~ 2016.12.31 Lotte Concert Hall New Year’s Eve Concert
2017.12.16 Elim Art Center 1st Anniversary Concert - Christmas Concert with Dong Ill Shin
2017.12.30 ~ 2017.12.31 Lotte Concert Hall New Year’s Eve Concert
2021.10.10 Orchestra Series 1 Tribute Special Edition 1 Camille Saint Saens
2021. 11.14 2021 Baroque Music Festival <Organ Fest>
2021.12.30 ~ 2021.12.31. 2021 Lotte Concert hall a year-end concert

b y. J I A N S E O
Unlike in western countries where organs are in every church, organs are not common in South Korea. However,
an organist, Shin Dong ill was deeply impressed by the sound of the Organ that echoes in the whole space when
he first discovered this instrument unexpectedly in Myong-Dong church. His father's advice on learning music
as a hobby rather than seeking for professional career led him to rediscover his pure interest and affection for
music. While performing the Organ on the global stage, he received questions on if he could connect his roots as
a Korean and his music. Likewise, he came to work on creating a new style of Organ by combining Asian and
Western organ music. Starting with his first collaborative concerto with the Korean traditional wind instrument
Saeng Whang, he continues to open new possibilities for Organ music's expansion.
교회마다 오르간이 있는 서양에 비해 비교적 오르간을 흔히 접하기 어려운 국내에서 태어난 신동일 오르가니스트는 공간
전체를 장악하는 울림을 가진 오르간에 매료되었다. 어릴 적 음악을 취미로만 삼고 직업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아버지의 조언은 오히려 그가 음악에 대한 열정을 되새기게 하고 음악가로서의 그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세계를 무대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한 그는, 한국음악과 그의 오르간 음악 간의 연관관계를 묻는 질문을 많이 받으며
그의 뿌리와 그가 연주하는 악기를 연결시킬 수 있을 만한 작업을 고민하게 된다. 생황과 오르간의 협주를 시작으로, 그는
오늘도 동서양 음악을 접목하는 등 오르간 음악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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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ly, you received a heated response after your
first attempt at an ensemble of Eastern and Western pipe
instruments, the Organ and the Saeng Whang. Since then,
he has worked with Gugak orchestration in Korea, and
recently, he has drawn harmony between East and West
in the performance of <Confrontation and Harmony:
Concerto.>What made you try to harmonize Gugak with
Western music?

At first, you were learning the piano, but you were deeply
impressed when you first encountered the Organ. You talked
about this during the interview with other media and said
you felt like Organ’s sound as an orchestra played by one
person. What aspects of Organ and its sound fascinated you
that much?
I learned to play the piano when I was very young. I had
a desire to compose or conduct an orchestra. When I was
in middle school, my father told me to learn music as a
hobby. So then, I didn’t touch the keyboard for about a
year, believing that my father’s words were meant for me.
I seriously thought about what I should do to be happy, so
that time made me clearly realize my longing and passion
for music. During this period, I came to Seoul and heard
the pipe organ at Myeongdong Cathedral for the first
time. It left a strong impression on me; that a performer
used all his limbs to create a tone and various expressions
equivalent to an orchestra. Learning the Organ was
difficult for me since I had to use both hands and feet, but
I think it was attractive that I could play various tones that
I couldn’t express on the piano.

처음에는 피아노를 배우시다가 오르간을 처음 접하시고 오르간이
‘한 사람이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처럼 느껴져 깊은 감명을 받으신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르간의 어떤 점이 연주가님을 매료시켰나요?

Even after I went to France to study the Organ, I had been
an organist for 10 years abroad. At that time, locals saw
me as a foreigner from Korea, so they used to ask about
the Korean elements in my music. I was also asked how
traditional Korean music influenced my music. Those
things had never crossed my mind then, so I regret that I
couldn’t give them proper answers. I used that opportunity
to seriously think about the boundary and harmony
between traditional music and Western music that I do.
Then, when I was offered a performance in Russia, I was
asked if I could play a concert with a traditional Korean
musical instrument player, and I realized my long-standing
concern. Although the principle is the same as that of an
organ, there is a subtlety that a pipe organ cannot do. The
player can try to make a sound even when the sound is
made by blowing directly through the mouth. On the
other hand, I think these two instruments can complement
each other’s strengths and weaknesses because the Organ
also has more volume and tone. So we continue to work
on the concerto because we believe that if we use the two
instruments properly, we can create something new.

이전에 러시아에서 동서양의 파이프 악기인 오르간과 생황의
앙상블을 처음 시도하신 후 뜨거운 반응을 얻으셨습니다. 이후
국내에서도 국악관현악과 호흡을 맞추시고 최근에는 <대립과 조화:
콘체스토> 공연에서도 동서양의 조화를 그려내셨는데요. 국악과
서양악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프랑스에 오르간을 배우러 유학을 간 이후로도 해외에서 10
년간 오르가니스트로 활동을 했는데요. 당시 현지인들은 저를
한국에서 온 외국인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낸 음악에 어떤 ‘
한국적인 무언가’가 있는지를 물어보곤 했어요. 한국의 전통 음악이
당신의 음악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기도 했죠.
그런 점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좋아 보이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그런 계기를
통해 전통음악과 제가 하는 서양 음악 사이의 경계와 조화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러시아에서 연주
제의가 왔을 때, 한국의 전통 악기 연주자와 협주를 할 수 있는지를
물어봐서 제 오랜 고민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생황은 오르간과
발음 원리가 같지만 파이프 오르간이 해낼 수 없는 섬세함이 있어요.
입으로 직접 바람을 불어 소리를 내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순간에도
연주자는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죠. 한편, 오르간 또한 생황보다 더
음량과 음색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두 악기는 서로의 장단점을 잘
보완해 줄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악기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계속 협주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 피아노를 배우며 막연하게 작곡이나 오케스트라 지휘
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중학생이 될 무
렵 아버지께서 저에게 음악을 취미로만 배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저를 위하는 마음에서 하시는

In modern times, music is becoming very diverse and the
public’s ears are getting used to electric sounds. But why can
an organ survive in modern society?

현대에 이르러서 음악이 매우 다양해지고 대중의 귀는 일렉트릭
사운드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르간이 현대 사회에서
존속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이리라 믿고 1년 정도 건반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가
뭘 하면서 살아가야 행복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오
히려 제가 가진 음악에 대한 갈망과 열정을 더 명확하게 깨닫는 계기
가 되었어요. 이 시기에 서울에 놀러 왔다가 우연히 명동성당에서 파
이프 오르간 소리를 처음 듣게 되었는데, 한 연주가가 혼자서 사지를
다 쓰면서 오케스트라에 맞먹는 음색과 다양한 표현을 해내는 모습이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손과 발을 모두 활용하여 연
주해야 하는 오르간이 어렵긴 했지만, 피아노에서 표현할 수 없는 다
양한 음색을 연주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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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times change, the patterns of music consumption
change considerably, and complex art based on classics
tend to be less loved. I don’t know if electric sounds will
ever replace classical music, but I hope not. Because the
emotion of sitting in the same space as the performer and
listening to the sound of the instrument through the sound
is clearly different from the emotion of hearing through the
speaker. When you listen to a musical instrument, you can
feel the echo with your body depending on the frequency.
And the listener can be a part of the echo. These unique
elements can never be replicated with electronic sounds,
so I think the instruments with echoes will continue to
exist.

시대가 변할수록 음악 소비 양상이 상당히 달라지면서 고전에
기초한 복잡한 예술이 덜 사랑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일렉트릭 소리가 아예 고전 음악을 대체할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직접 연주자와 같은
공간에 앉아 있으면서 악기에서 나는 울림을 통해서 나는 소리를
듣는 감동은 스피커를 통해 듣는 감동과 분명히 다르거든요. 직접
악기 연주를 들을 때, 때로는 주파수에 따라 울림을 몸으로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있기도 해요. 그리고 또 청자가 그 울림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특별한 요소는 전자 사운드로 결코
재생할 수 없기 때문에 울림이 있는 악기는 계속 존속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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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here any development in organ music or performance
methods that can be linked to the topic Innovation of
ACCESS?

ACCESS의 이번 호 주제인 Innovation과 연결될 만한 오르간 음악
또는 연주 방법의 발전이 있을까요?

The Organ continues to be built and developed, reflecting
the music culture where the instruments were built,
and these days, they design the organ in fusion with
technology. The physical builds of Organists are different.
In the East, it is not easy for women organists to play
organs built to suit the body shape of a Western man.
However, there is also a system that adjusts the height of
the keyboard and the distance between the pedal board
and manuals, and allows you to program it so that each
player can bring up the settings they want when playing.
Also, it is easier to save and import through a computer
than before. In addition, the organist has a limitation in
that he can’t listen to the sound objectively because he can
always hear the pipe sound around him when playing. But
if he plays the music after encoding it into the computer,
the organist can check the sound objectively. So in the 21st
century, I think the Organ, combined with technology, is
making it much easier to play.

악기가 지어진 곳에 음악 문화를 반영하면서 오르간은 계속

Beyond the organist, as an educator, he is a professor of
church music at Yonsei University and also runs a Korean
organ camp. I’m curious about your mission and goal as a
performer and educator.

오르가니스트를

In Korea, far and few organs are available in the country.
I thought about what I can do as an organist in a country
where the organ is unfamiliar: give people a lot of organ
sounds and get inspiration by giving them a chance to
experience musical instruments. That’s how I started an
organ camp. Whenever I look back, I feel that more and
more audiences enjoy organ sounds. In addition, the
church music department of Yonsei University, where I
teach, comprehensively teaches the deep connection of
the Organ’s history to church and religion. I think it is
significant to educate the two together because the Organ
and the church are inseparable. I hope that all my efforts,
including performance and education, will help the Korean
organ and church music industry.

지어지고 발전했는데, 21세기 오르간은 특별히 테크놀로지와
융합해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르간을 연주하는
사람들의 신체 조건은 다 다른데요. 동양에서는 여성들이 오르간
전공을 많이 해왔는데, 서양 남성의 체형에 맞게 지어진 오르간을
연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건반의 높이, 발
건반과 손건반의 거리 등을 모두 조정하고 이를 프로그램적으로
입력해서 연주자마다 연주할 때 자신이 원하는 세팅을 불러올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를 통해 음색을 저장하고
불러내는 것도 예전에 비해 쉬워졌어요. 오르가니스트는 연주할 때
항상 자신 근처에 위치한 파이프 소리가 가장 잘 들리기 때문에
소리를 객관적으로 들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데, 컴퓨터에 입력한
후 재생시키면 연주자가 객관적으로 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죠. 따라서 21세기에서 오르간은 테크놀로지와 결합되어 훨씬 더
연주가 용이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

교육자로서

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의

교수님으로 재직하시고 한국 오르간 캠프도 함께 운영하고
계십니다. 연주가로이자 교육자로서의 사명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오르간이 몇몇 지역에 흩어져 있고 많지도 않기 때문에
오르간이 생소한 나라에서 제가 오르가니스트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오르간 소리를 많이 들려주고, 악기를 접할 기회를
주면서 영감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오르간
캠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되돌아보면 점차 오르간 소리를 즐기는
청중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또한, 제가 교육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에서는 교회와 함께 성장해 온 역사를 가진
오르간이 교회 및 종교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가르칩니다. 오르간과 교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둘을 함께 교육하는 것에는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부디 제가 하는 연주와 교육 등 모든 노력이 대한민국의 오르간과
교회음악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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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Dong 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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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strument Organ sounds and spells the same as the
Organs of the human body. In fact, they actually have
interconnecting traits. The echoing sound of the Organ
penetrates the human soul, touching the organs inside the
human body. Shin Dong Ill, an organist, also repeatedly
mentioned during the interview that echo is a pivotal
element of organ music. Due to consistently innovating
technology that is applied to music, some show their
concerns about whether classical music and instruments
such as Organ will ever last. However, Shin Dong Ill
believes that Organ has special traits that cannot be
replaced by electric sounds and likewise has faith in how
Organ will continue to exist in the future. He continues
to play and educate the Organ today so that the echo of
Organ can spread wider and longer.

오르간의 영어 철자 Organ은 사람 인체의 장기를 뜻하는 영어
Organ과 철자가 같다. 이것은 우연일까? 사람의 몸속 내부에 있는
장기에 닿을 정도로, 오르간의 깊은 울림의 소리는 사람의 영혼까지
침투하는 듯하다. 신동일 오르가니스트 또한 인터뷰 중 울림이
오르간 음악의 중추적인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듯이 반복하여
언급했다. 기술의 혁신에 따라 오르간과 같은 고전 악기만을
활용한 음악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신동일
오르가니스트는 울림과 같은 요소는 일렉트릭 사운드로 대체
불가하기에 오르간은 앞으로도 계속 존속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
울림이 더 넓게, 더 오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오르간을 연주하고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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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NGHAEYO PERFUME
“A KOREAN PERFUMERY in the ‘Most Korean’ Place”
b y. J I N W O O K I M

These days, most niche perfume brand’s showrooms
are located in Garosu-gil or Hannam-dong to match
the ‘premium’ brand image of the area. Although
SARANGHAEYO PERFUME is a niche perfume brand, it
chose the 4th-floor space in a small building where Jongro 6-ga and Dongdaemun meet as its showroom. Thanks
to that, the process of visiting the showroom has been
pleasant. Passing through Dongdaemun, called the ‘most
Korean’, and turning around the alley where the Jong-ro
flower market is, you can see the oldest building in the
neighborhood. Right, there is where the SARANGHAEYO
PERFUME showroom exactly is.

요즘 대부분의 니치 향수 브랜드들의 쇼룸은 ‘프리미엄’이라는

Entering the building, you can find so many high stairs.
When we first went inside the showroom, I had fun and
felt very comfortable. You will see two things when you
enter the room: a space that relives 1969, and another space
that screams 2022. You will feel as though two different
time periods coexist, as these two spaces unite. 1969 was
the year when the building with the SARANGHAEYO
PERFUME showroom was made. Over time, some of the
buildings were remodeled, but the indoor fire hydrant in the
showroom shows its original appearance. The walls inside
the showroom can also be seen with some sections peeled
off, which were subsequently overlaid to expose the walls at
the time the building was first built. The entrance door is
made up of a transparent glass and a round handle. Its motif
takes after a clean glass bottle and a cap of SARANGHAEYO
PERFUME that is on sale in 2022.

건물을 들어가면, 높은 계단들이 즐비해 있다. 쇼룸 안으로 처음 들

브랜드 이미지에 맞게 가로수길이나 한남동에 있다. 그러나 사랑해요
향수는 니치 향수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종로 6가와 동대문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자그마한 빌딩의 4층 공간을 쇼룸으로 택했다.
그 덕분에 사랑해요 향수 쇼룸을 찾아가는 과정이 즐겁다. 가장
한국적이라 할 수 있는 동대문을 지나 종로 꽃 시장이 나오는 골목을
끼고돌면 동네에서 몇 안 되는 가장 오래된 빌딩이 보인다. 바로
이곳에 사랑해요 향수 쇼룸이 있다.

어갔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고 재밌는 느낌을 받았다. 이 공간에서
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다. 1969년도를 재현해 놓은 공간과 2022년
을 재현해 놓은 공간. 이 두 가지 공간이 함께 있어 두 개의 서로 다
른 시간이 공존을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1969년은 사랑해요 향
수 쇼룸이 있는 빌딩이 만들어진 연도이다. 시간이 지나 건물 일부
는 리모델링이 되기도 했지만, 쇼룸 안에 있는 옥내 소화전은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쇼룸 내부에 있는 벽도 이 건물이
처음 지어질 당시의 벽을 노출하기 위해 그 후에 덧씌워진 부분들
이 깎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쇼룸을 들어가기 위해 열어야 하는
문은 투명한 유리문과 동그란 손잡이로 되어있는데 이는 2022년 현
재 판매되고 있는 사랑해요 향수의 깨끗한 유리병과 향수의 캡을 모
티브로 한 것이다.

TO THE RIGHT
Kim Sung Soo, Reflection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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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does not exist only in the space of the showroom.
Different time periods are depicted in all of the 11 perfume
products too. There are 11 different numbers in front of
the 11 perfume product names sold-- ‘30 - BREEZE OF
SHINE’, ‘10 - VANILLA BLOOM’, and ‘71 - SERIES A’ to
name a few. The meaning of the number which is in front
of each product’s name is to reverse the year where the
background story of the perfume was made. The story of
‘30. BREEZE OF SHINE’ was made in 2003, the story of
‘10. VANILLA BLOOM’ was made in 2001, and the story
of ‘71. SERIES A’ was made in 2017. The other space in the
showroom highlights 13 different time periods.

쇼룸의 공간에만 시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쇼룸에 있는 11개의

The concept of the SARANGHAEYO PERFUME showroom
is ‘the most Korean perfume store’. The brands’ move to
pursue the ‘very Korean’ idea is an innovation that has
never been seen before. After seeing K-Pop and K-Drama
succeed around the world, CEO Kim Sung Soo thought
K-Perfume could create enough significant impressions.
So, he quit his previous perfume company and prepared
to launch the brand. Although, so many people said that
SARANGHAEYO PERFUME will go out of business soon,
Nevertheless, the CEO continues to believe that even if
you are scared of the path that others may have not taken,
keeping on the path is an innovation.

사랑해요 향수 쇼룸의 컨셉은 ‘가장 한국적인 향수 상점’이다. 니치

향수 제품에서도 서로 다른 시간이 존재하고 있었다. 사랑해요 향수
쇼룸에서 판매하고 있는 11개의 향수 제품명 앞에 각기 다른 11개의
숫자가 있다. 예를 들어, ‘30. BREEZE OF SHINE’, ‘10. VANILLA
BLOOM’, ‘71. SERIES A’ 와 같은 제품들이 쇼룸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 제품들 앞에 붙은 숫자의 의미는 이 향수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
스토리가 일어난 해당 연도를 뒤집어 놓은 것이다. 30번 제품의
스토리는 2003년, 10번 제품의 스토리는 2001년, 71번 제품의
스토리는 2017년에 일어난 것을 의미한다. 쇼룸이라는 하나의
공간에 무려 13가지의 다양한 시간이 존재하고 있다.

향수 브랜드와 쇼룸이 ‘한국적’인 것을 추구한 움직임은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혁신적인 행보이다. 그러나, 김성수 대표는 K-팝과 K드라마 등이 해외에서 성공을 거둔 것을 보고, K-향수도 충분히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기존에 다니던
향수 회사를 그만두고, 브랜드 런칭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이
한국적인 것을 추구하는 향수 브랜드는 잘 안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성수 대표는 다른 사람이 안 갔던 길을 무섭더라도
가보는 것이 혁신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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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NGHAEYO PERFUME showroom started as a
space for making fragrances and taking pictures, but the
other functions ware added on the customers’ request.
Not only will the customers smell the fragrance of the
products, but they will also hear various stories from
CEO Kim Sung Soo about the perfume being made.
SARANGHAEYO PERFUME launched with only 9
scents. Later on, two more perfumes were added, which
was the result of a heated discussion between the CEO and
customers. Conversations related to fragrances also spread
in the showroom as customers visit at one-hour intervals,
so they can comfortably share their life stories and worries
while drinking coffee or tea.

사랑해요 향수 쇼룸은 조향과 촬영을 위한 공간으로 시작하였으나

SARANGHAEYO PERFUME uses a high-purity glass
material for its glass containers. Label stickers are designed
to be removed without a trace to facilitate recycling. The
brand also uses an eco-friendly paper-certified Green-E
to pack the products. Considering these preferences, it
can be said that SARANGHAEYO PERFUME practices a
long-lasting love for nature. CEO Kim Sung Soo is firm
on pursuing sustainability and says, “I hope that every
satisfied showroom visitor shares the experience to others,
and that the person who gets the news visits the showroom
and feels the same way about it. This could then be further
conveyed to everyone in the society.” True enough, this
process has been started by the avid showroom customers.

사랑해요 향수는 용기들을 모두 고순도 유리물로 제작하고,

Currently, the showroom is accepting visitors only
through reservations. The CEO reiterates, “I want people
to understand my brand exactly as it is, and decide to
purchase the products even if I sell only one perfume.” The
showroom has no salesperson. Eleven perfumes contain
the life story of Kim Sung Soo, and he wants to explain it
to his customers in person.

현재 쇼룸은 예약을 통해 방문객들을 받고 있다. 김성수 대표는 이에

이후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쇼룸의 기능이 더해졌다. 그러나
단순하게 쇼룸의 기능만 가진 공간은 아니다. 고객들이 와서 제품의
향을 맡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김성수 대표에게 향수가 만들어진
배경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사랑해요 향수는
처음에 9개의 향수를 갖고 런칭을 했다. 추후에 2개의 향수가 더
만들어졌는데, 이는 모두 쇼룸을 방문한 방문객들과 김성수 대표 간
열띤 토론의 결과라고 한다. 또한, 이곳에서 향수와 관련된 이야기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한 시간 간격으로 고객들의 방문이 이뤄지고
있어 인생 사는 이야기나 고민 이야기 등을 편안하게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할 수 있다.

접착식 라벨의 점성을 조절해 자국 없이 제거되게 하여 재활용도
쉬우며 친환경 종이 원단으로 제품들을 패키징하고 있다. 이러한
브랜드의 행보를 보면 자연 보호적인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랑해요 향수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지속가능성으로 김성수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사람이
쇼룸을 방문해서 행복과 기쁨을 느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감정을 전달받은 사람이 쇼룸을 방문해서 같은 감정을 느끼고,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 과정이 사회 전체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과정은 실제로 쇼룸을 방문하고 있는
방문객들에 의해 작게나마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대하여, “저는 향수 한 개만을 팔게 되더라도 사람들이 정확히 저의
브랜드를 이해하고 구매하길 바라요”라고 말한다. 현재 사랑해요
향수 쇼룸에는 세일즈 직원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11개의
향수에는 모두 김성수 대표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가 담겨 있으므로,
직접 고객들에게 설명해주고 싶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의 새로운
인생 이야기를 어떻게 또 다른 향수로 들려줄지 궁금해진다.

TO THE LEFT
Kim Sung Soo, Testing Bench,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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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JEONSEOLIM
“A Break from Your Routine Self ”
b y. S E O HY U N Y U M

ABOVE
Kim In-chul, ONE O ONE Factory
(©Sojeonseo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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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 peaceful stroll along the Han River in Cheongdamdong, the Rodeo Drive of Seoul, one can easily spot a unique
block-shaped building. Upon entering the building through
a huge glass pivot door, the striking silence and the scent
of books captivate your senses. Sojeonseolim, a private
library located in Cheongdam-dong, provides guests with
a space for recharge and refinement, with its exclusive book
collection and luxurious amenities.

서울 럭셔리의 중심지인 청담동의 한강변 인근을 거닐다 보면 두

A book could be considered an old-fashioned, boring
property of the past for today’s smartphones and Netflix
lovers. People are exposed to tremendous amount of
information yet are deprived of the time and place to
process it themselves. Sojeonseolim works as an ‘extra
space’ in between home and work, where people can solely
be themselves, by themselves. Seojeonseolim allows guests
to continue reading by providing a space where they could
stay long in comfort, away from the social interactions.
Additionally, it contributes to the sustainability of Korean
literary society by providing resident authors with
workspace and financially supporting young authors.
Sojeonseolim not only allows book lovers to enjoy books,
but also create books.

스마트폰과 넷플릭스에 얽매여 사는 현대인에게 ‘책’은 지루하고

Sojeonseolim has various spaces for different purposes,
including ‘Yedam’, where people talk art, ‘Cheongdam’,
a private space for guest lecturers and VIPs, ‘Sojuok’, a
snacking area, and ‘Catwalk’, where all the novels are
placed. This spatial organization reflects the demands of the
contemporaries. Humans instinctively have the urge to be
alone and be social at the same time. Sojeonseolim’s space
satisfies these instincts. People can enjoy reading literature
privately and silently in the main hall. Meanwhile, they can
interact with others and have some drinks in ‘Yedam’, where
the art books are located. Clearly, Sojeonseolim traces back
to the classic role of a library where intellectuals would
interact, along with the contemporary role of providing a
place to read.

소전서림은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예술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인

개의 블록이 쌓인 듯한 모양의 건물이 눈길을 끈다. 큰 피벗 도어를
열고 건물에 들어가면 평화로운 고요함과 은은한 책 냄새가 오감을
사로잡는다. 프라이빗 도서관 소전서림(素磚書林)은 개인이 구하기
어려운 희귀 서적부터 르 코르뷔지에 라운지 체어까지, 엄선된 서적
컬렉션과 고급 시설로 현대인들에게 휴식과 교양의 장소를 제공한다.

어려운, 과거의 전유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현대인들은 많은 지식에 노출되어 있지만 개인으로서 존재하고
사유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빼앗겨 가고 있다. 소전서림은 가정과
직장 사이에, 개인이 오롯이 혼자이며 오롯한 자신일 수 있는 ‘제3의
장소’가 되어준다. 사적 공간이면서도 가족 공동체의 공간인 가정과
사회적 관계로 엮인 직장으로부터 벗어나 긴 호흡으로 편히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용객이 ‘책을 읽는 행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소전서림은 상주 작가들에게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 젊은 작가들을 지원하며 국내 문인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를 하기도 한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책을 즐김과 동시에
책을 탄생시키기도 하는 예술 공간이다.

‘예담’, 초청 문인을 위한 ‘청담’, 식음료 공간 ‘소주옥’, 오직 홀로
독서를 즐길 수 있는 '1인서가’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공간 구성은 동시대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인간의
본성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은 욕구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상반된 욕구가 공존한다. 소전서림의 공간에는 이러한 본성을
반영하였다. 문학 도서가 구비된 메인홀은 조용하고 개인적으로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예술 서적이 구비된
예담은 카페처럼 타인과 교류를 하고 음료를 마시는 등 가벼운
소음이 허용된다. 이로써 독서를 위한 현대적 기능의 도서관뿐만
아니라, 과거 지식인들의 문화에서 비롯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으로서 도서관의 기능도 되찾는다.

PAGE 84,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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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brary is a space for reading. Sojeonseolim carefully
selected chairs that allow for the best sitting and reading
position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Various types
of chairs are arranged to fulfill an individual’s need to be
‘alone amid many.’ Guests could focus on their books in
an upright position and read lying down every once in a
while. Designer chairs, including Arne Jacobsen’s Eggchair,
and Le Corbusier’s Chaise Longue, especially add on to the
heightened level of reading experience.
책을 읽는 공간인 도서관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소전서림은
독서를 지속시키는 ‘앉는’ 행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시켜줄 수
있는 의자를 엄선하였다. 1인 좌석, 2인 좌석, 긴 테이블 등을 통해
여러 사람 속에서 ‘혼자이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자들이 구비되었다. 바른 자세로 앉아 독서에 온전히 집중하다가
누워서 독서를 편히 즐길 수도 있다. 아르네 야콥슨의 에그 체어, 르
코르뷔지에의 셰즈롱 라운지 체어 등 각종 명품 의자를 통해 독서
경험에 또 다른 즐거움을 더해주기도 한다.

Sojeonseolim is a cultural space to recharge away from
home and work. It is a must for everyone living a hectic
modern life. You may feel drained from your daily routine
full of other people, even right now reading this article. So,
visit Sojeonseolim and enjoy your own time reading and
finding your true self.
집과 일터에서 지친 마음을 다스리고 책과 함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다가 타인과의 상호작용도 할 수 있는 문화공간. 아마도 각박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필요한 장소이다. 기사를 읽고 있는
지금, 사람에 치이는 반복적인 일상생활에 무료감을 느끼지 않는가.
소전서림에 방문하여 온전한 개인의 시간을 가지며 독서를 통해
본래의 자아를 되찾고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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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DONGJU MUSEUM
“Actualizing a Wish Upon a Star Today”

b y. S E OYE O N L E E

Walking along a forested walkway followed by Baekyang-ro in Yonsei University, there appears a small dark
brown masonry cottage one would have seen in a fairy
tale as a child. Located on a bustling campus where
students are having a hectic day, this space is the most
tranquil, silent, and harmonized with nature. The Yoondongju Museum was created to commemorate the poet it
is named after, and to uphold and share his values with
future generations by ruminating on his life. Pinson Hall
was completed in 1922 in a Collegiate Gothic style as
the dormitory of Yonhui College, where Yoon Dong Ju
stayed about 100 years ago.

연세대학교의 백양로를 지나 수목이 가득한 산책로를 따라가면 마치
어릴 적 동화책에서 본 듯한 암갈색의 아담한 석조건물이 우두커니

STUDIO

Pinson Hall is the second oldest building after Stimson
Hall, built back in the days of Yonhui College, the former
face of Yonsei. The wall and window finished with mica
schist stones very well depict its designation as No.770
of the National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Since 1994,
the Pinson Hall has been divided by doors and walls for
the usage of the Department of Theology, Department of
Music, the college newspaper ‘The Yonsei Chunchu,’ and
the corporate office. It has gelled with the appearance and
function of the current exhibition hall after some walls
were torn down and doors were removed.

핀슨관은 연희전문학교 시절의 건축물로 스팀슨관에 이어 두 번째로

Entering the Pinson Hall consisting of three floors, one
steps into a space that memorializes Yoon Dong Ju at each
distinct point. The seven exhibition halls on the first floor
are situated in the following order: <Prelude>, <Where
the Falling Stars Drop>, <The Youth>, <A New Path>,
<Self-Portrait>, <One Night, Counting the Stars>, and
<The Ending and the Beginning.> They all pose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poet’s biography and thus, allow the
audience to feel his emotions and the sensibilities of his
contemporaries. The 252 chest drawers in the exhibition
hall disclose the poet’s archives. Visitors will notice
keywords on each drawer and can open the ones that suit
their interests. Such a drawer-type exhibition facility serves
more materials than other exhibitions that use display
cases. This allows the visitors to have a more enjoyable
experience, feeling as though they were treasure hunting.
<The Path> is a media art exhibition hall that reinterprets
the poet’s work via light and sound. It grants visitors an
understanding of the exhibition more easily and quickly.
The Yoondongju Museum provides visitors a refreshing
experience, in that it has digitized the classical exhibition
content in a novel way. At the end of the corridor is the
<Window> hall that reimagines the dormitory room of
Yoon Dong Ju on the rainy evening of July 25, 1938. The
relics lying on his bed and desk show the visitors how the
poet prepared to return home for summer vacation.

총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핀슨관의 현관을 들어서면 각기 다른

오래된 건물이다. 운모편암의 외벽과 옛 모습 그대로인 창문이
보여주듯, 그 시절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어 국가 등록문화재
제770호로 지정되었다. 1944년 이후 신학관, 음악관, 연세 춘추
편집국, 법인 사무처 공간으로 사용되면서 문과 벽으로 나누어졌던
핀슨관은 일부 벽을 허물고 각 실의 문을 없애는 방법으로 현재
전시관으로서의 모습과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시점에서의 시인 윤동주를 기억하는 공간을 만날 수 있다. 1층의
상설전시실 7곳은 <서시>, <별똥 떨어진 데>, <소년>, <새로운 길
>, <자화상>, <별 헤는 밤>, <종시> 순으로, 시인의 일대기 속 각기
다른 시점을 담아내어 일제치하 당시의 시대상과 시인의 감성이
느껴진다. 전시실에 있는 252개의 서랍장에는 시인의 아카이브들이
보관되어 있다. 관람객들은 서랍장에서 본인의 관심사에 맞는
키워드를 보고 원하는 서랍을 열어보는 능동적 관람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서랍형 전시 가구는 진열장을 이용한 전시보다 더 많은
자료를 담아 관람객들이 보물 찾기를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더욱 흥미롭게 관람 할 수 있게 해준다. 빛과 소리로 시인 윤동주의
시를 재해석한 <길> 관은 미디어 아트 전시 공간으로 관람객들이 좀
더 쉽고 빠르게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고전적인 내용의
전시를 참신한 방법으로 디지털화한 점에서 윤동주 기념관은 신선한
전시를 제공한다. 복도 끝에는 비가 내리는 1938년 7월 25일 저녁
시간 윤동주의 기숙사 방을 재해석한 <창> 관이 있다. 그의 유품이
남겨져 있는 침대와 책상은 여름방학 맞이로 귀향을 준비하고 있던
시인 윤동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바쁜 하루를 보내는 학생들로 분주한 캠퍼스
속에 위치한 이 공간은 자연과 어우러진 가장 고요하고 정적인
공간이다. 윤동주 기념관은 시인 윤동주를 기념하고 그의 생애를
되돌아봄으로써 그의 뜻을 계승하고 이를 후대와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1922년에 완공된 대학 고딕 양식의 핀슨관은
약 100년 전, 시인 윤동주가 머물렀던 연희전문학교의 기숙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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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athizing with and remembering someone’s life at a
different point in time is hardly a sinecure. Nevertheless,
the Yoondongju Museum records the poet from a past,
present, and future standpoint, providing a place for many
people to exchange and contemplate his legacy. In addition
to the exhibition, relevant events also play a crucial role.
These include a docent program in which about thirty
students participate every semester, the Yoon Dong Ju
Poetry Award ceremony, and the Yoon Dong-ju memorial
ceremony held every February 16. Since its renovation and
reopening in 2020, the Museum is set to carry the spirit of
solidarity and empathy in the coming years. Yoon Dong
Ju, now a star in the sky, perhaps wonders how his future
generation will lead the reinterpretation of the freedom
and peace he dreamed of and longed for through this
space.

In the <Flowing Street> hall located before the stairway to
the second floor, visitors can appreciate the poet’s representative poems in four languages: Korean, English, Chinese, and Japanese. The Pinson Hall was newly painted
as needed, but the painting was peeled off layer by layer
to retain its old traces. When one goes up the stairs and
arrives at the exhibition hall on the second floor, one will
first notice an old coffer where the poet’s old materials and
archives are stored. The second floor of the museum holds
the Yoondongju library which stores data and materials
that are constantly being added to this day. The space holds
significance as one that remembers the poet from a modern point of view. The Simone Hall on the third floor is a
wooden auditorium with a low attic ceiling, where future
cultural events such as book concerts, special exhibitions,
and related lectures will be held. The roof structure of the
building intentionally exposes the rafters to give the sensation of an old attic. A special exhibition to commemorate
the 100th anniversary of Baek Yeong Jeong Byeong-uk’s
birth was held in it. Moreover, the museum is planning to
further hold special exhibitions about friends who lived
with the poet, artworks that used the poet’s works as motif,
and an exhibition to celebrate Pinson Hall’s 100th anniversary.

다른 시점에서 누군가의 삶을 공감하며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윤동주 기념관은 시인 윤동주를 과거, 현재,
미래에서 기록하여 많은 사람이 그의 뜻을 교류하는 터로 제공된다.
전시 외 매 학기 약 30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도슨트 프로그램,
윤동주시문학상과 매년 2월 16일에 진행하는 윤동주 시인 추모제와
같이 꾸준히 진행되는 관련 행사들도 함께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020년에 새로 단장하여 개관한 윤동주 기념관인 만큼,
앞으로 이곳에서 이루어질 연대와 공감은 무한하다. 아마 하늘의
별이 되었을 시인 윤동주도 후대가 이 공간을 통해 그가 꿈꾸던
자유와 평화를 재해석하여 어떻게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갈지
궁금해하지 않을까.

2층으로 이동하는 복도에 있는 <흐르는 거리> 관에서는 시인
윤동주의 대표 시들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총 4개 국어로
감상할 수 있다. 이 공간에서는 핀슨관의 지난 100년의 흔적을
볼 수 있다. 핀슨관은 용도에 따라 새로이 페인트칠 되었는데, 이
페인트칠이 조금씩 벗겨지며 옛 흔적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다.
계단을 올라가 2층 전시실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시인의 옛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옛 금고를 볼 수 있다. 이처럼 2층은 윤동주
라이브러리로, 현재에도 생성되고 있는 시인과 관련된 자료들을
담고 있다. 이곳의 자료들은 끊임없이 새로이 더해지고 있으며
현재 관점에서 시인을 기념하는 공간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3층의
시몬느 홀은 나무로 마감되고 천고가 낮은 다락방으로, 시인과
관련된 미래의 북 콘서트, 기획 전시, 강연 등 문화 행사가 열린다.
천정을 의도적으로 드러내 서까래를 노출한 건물의 지붕 구조에서
고즈넉하고 여유로운 옛 다락방의 정취가 느껴진다. 이곳에서 <백영
정병욱 선생 탄생100주년 기념 특별전>이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시인과 함께 핀슨관에서 생활했던 친구들에 관한 기획 전시, 시인의
작품을 모티프로 한 예술작품, 핀슨관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를
기획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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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AVA GROUP
“Into the Metaverse, To the Mainstream”
b y. YE S O L L E E

What is the key to the metaverse? It’s an avatar that can
express one’s self. Through our own avatars, we can create a
distinct image that is a true expression of ourselves. In this
context, we met Andrew Ku, CEO of Altava Group, who
has digitized the brand’s fashion and launched it in the field.
His vision is to connect the virtual world’s activities with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 real world.

메타버스에서 핵심은 무엇일까. 바로 ‘나’를 표현해 줄 수 있는

The sophistication of 3D implementation technology is
the biggest advantage of Altava Group. What are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3D digital content development and
technological sophistication?

3D 구현 기술의 정교함이 알타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알고

Altava is the only metaverse that can show the shape, texture,
color, and movement of form as they are. In addition,
refinement is key to 3D implementation technology
because it targets luxury fashion. You shouldn’t do anything
that harms the brand’s value in expressing 100% luxury
fashion in 3D. You must show them the quality that fits
their standards. That’s how brands can trust us. Regarding
the brand’s user experience, it is important to best express
authentic fashion. In that sense, I can confidently say that
our metaverse is the most sophisticated and with highest
quality compared to any existing metaverse.

모양과 질감, 색감과 형태의 움직임까지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수

아바타이다. 나만의 아바타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남들과 차별되게
꾸미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와중, 브랜드의 패션을 디지털화해
게임 안에서 론칭하고 가상 세계의 활동과 실세계의 경제 활동을
연결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알타바 그룹의 구준회 대표를
만나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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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Altava Group has many luxury brands such as
Prada, Burberry, and Armani as customers and partners.
Why do you think luxury brands are interested in fashion for
NFT markets and virtual world avatars?

현재 프라다, 버버리, 아르마니 등 다수 명품 브랜드를 고객 및

First of all, if you look at the past of luxury brands, they were
the last movers when the Internet came out. Similarly, they
did not use social media as a marketing channel right away
when social media came out. They probably felt that they
were a step late each time. And because they experienced
losing the initiative to other platforms, they were aware
that when a new thing called ‘metaverse’ came out, they
shouldn’t respond late this time. Moreover, the age group
of customers who consumed luxury brands was very high
in the past. But it’s getting lower now. The age group that
luxury brands are interested in today is Gen-Z. If you look
at where this generation spends their time, they spend a
lot of time in the virtual world - the metaverse. That’s why
if you follow the customer base luxury brands think is the
most important, and it naturally leads to the metaverse.
Also, the NFT itself has many advantages. Not only does
it ensure the IP of the brands, but it is also very attractive
since it has a model that yields a lifetime commission in
transactions between users. Furthermore, if you look
at digital fashion from a business model perspective,
one critical issue for brands nowadays is how to create a
sustainable and nature-friendly business model. We can
assume that luxury brands seem more interested because
no trash is made in the NFT market.

우선 명품 브랜드들의 과거를 살펴보면, 인터넷이라는 게 나왔을

파트너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가 NFT 마켓 및 가상
세계 아바타를 위한 패션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시 가장 늦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가 처음 나왔을
때도 소셜미디어를 마케팅 창구로 가장 늦게 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들이 느낀 것은 ‘한발 늦었다’ 였을 거예요. 즉, 다른
플랫폼한테 주도권을 뺏기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매체가 왔을 때 ‘이번에는 우리가 늦게 대응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과거에는 명품
브랜드들을 소비하는 고객층의 연령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점점 낮아지고 있죠. 현재 이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연령층은 Gen-Z입니다. 영거 밀레니얼과 Z세대죠. 이
세대가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지 살펴보면, 가상 세계 메타버스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품 브랜드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고객층을 따라가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메타버스로 올 수밖에 없는 시점인 거죠. 또한, NFT 자체가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브랜드들의 아이피를 확실하게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NFT는 유저 간의 거래에서도 평생 커미션을
수령할 수 있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디지털 패션을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재 브랜드들한테 민감한 이슈는 지속 가능하고 자연
친화적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NFT 마켓은 쓰레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명품 브랜드들이 더욱 NFT 마켓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3D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기술의 정교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있는 메타버스는 알타바가 유일합니다. 또한, 3D 구현 기술에서
정교함이 핵심인 이유는 알타바가 명품 럭셔리 패션을 상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명품 럭셔리 패션을 3D로 100% 표현하는 데 있어서
브랜드의 가치에 해가 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퀄리티를 보여줘야만 돼요. 그래야 브랜드들도
저희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브랜드의 사용자 경험 차원에서도
실제 패션 그대로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알타바의 메타버스는 지금 현존하는 그 어떤 메타버스에 비해
가장 정교하고 퀄리티가 높은 메타버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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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ava Group is known to have the largest number of digital
IPs for global fashion brands. What process is needed to
collaborate with so many fashion brands?

알타바 그룹은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디지털 IP를 가장 많이 확보한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패션 브랜드와 협업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은 무엇이고 성공적인 메타버스 프로젝트로 이끌기
위한 노하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In order to collaborate with global fashion brands, you
need to have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brand
at the company level and communicate with them. This
communication does not mean speaking in English or
French; you must have a lot of brand experience. In that
sense, our company has a good balance between luxury
fashion and technology since our company has the best
fashion players and 3D game team. We knew what the
brands were worried about, and wanted, so we were able
to meet their needs. In fact, it’s very difficult to network
with luxury fashion brands. Knowing the local office does
not help at all, and you can’t start without knowing the
headquarters or high-level owners of Paris, Milan, and
London. That’s why I couldn’t do it alone. My co-founder
and partner, Elizabeth von Guttman was a great help to
me. She is the co-founder of a luxury magazine called
‘System.’ She made it possible for us to have a meeting
because she knew all the owners of the headquarters as
she oversees luxury magazines. After that, the technology,
vision, and ideas we had honed so far matched very well.

글로벌 패션 브랜드와 협업하기 위해서는 브랜드를 회사 차원에서
뼛속 깊이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소통이란
단순히 프랑스어나 영어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경험이
많아야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회사는 명품
패션과 기술의 균형이 잘 맞는 회사입니다. 패션 쪽 최고의 핵심
인사들과 최고의 3D 기술개발 팀이 같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원하며, 듣고 싶어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었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잘 맞춰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명품 패션
브랜드들은 관계를 맺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로컬 오피스를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파리, 밀란, 런던 등의 본사 혹은
하이레벨 오너들을 모르면 시작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는 할 수가 없었고 저희 Co-founder이자 파트너, ‘엘리자베스
본 구트만 (Elizabeth Von Guttman)’이라는 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 분은 ‘시스템’이라는 오프라인 명품 매거진 참관자입니다. 명품
매거진의 매체를 운영하며 모든 본사의 오너 분들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미팅을 할 수 있었고, 저희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기술력,
비전, 아이디어들이 잘 맞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Altava Group is innovative in a variety of fields including
virtual fashion design and NFT digital showroom
development. How far do you think digital twins such as
virtual fashion platforms will expand?

패션 메타버스의 선두 주자인 알타바 그룹은 버추얼 패션 디자인뿐만
아니라 디지털 쇼룸 NFT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이패션 런웨이 최신상 제품을 즐길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버추얼 패션 플랫폼과 같은
디지털 트윈이 어디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We believe that as the age group decreases in the future,
all product experience will take place on the metaverse
first. When a product is announced, you can experience
it through your avatar in the virtual world more easily
and faster than going to the shop yourself. We were one
of the first companies to use the word ‘digital twin’ in
2018, and we are predicting that in the next 10 years, there
will be a digital twin to all physical goods. The reason
for this prediction is because we believe ‘the first place
to experience the products will now be in virtual reality.’
We think Direct-to-Avatar (D2A) is more important than
Direct-to-Consumer (D2C). Thus, digital twins are going
to be done in everything, including fashion, and that’s
where the experience will begin. This is why we made a
company called Altava and built our own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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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앞으로 소비자의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모든 제품 경험
(product experience)은 메타버스 선상에서 먼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에서는 제품이 발표가
되면 오프라인에서 직접 숍을 가서 경험을 하는 것보다 더 쉽고
빠르게 가상 세계에서 내 아바타를 통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고
거기서 구매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저희는 2018년부터 가장 먼저 ‘디지털 트윈’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업체 중에 하나였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모든 실물 상품
(physical goods)은 디지털 트윈스가 생길 거라는 거에 배팅을
했었죠. 그 이유는 ‘모든 프로덕 회사들의 제품을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이제 가상 현실일 것이다’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D2C(다이렉트 투 컨슈머)보다는 D2A(다이렉트 투 아바타)가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스는 패션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여기서부터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타바라는
회사를 세우고 저희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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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ava Group is planning to launch a metaverse platform
and cryptocurrency this year. Exactly what is TAVA token
and how do you think this cryptocurrency launch will affect
the metaverse platform?
In the case of the TAVA token, we are planning to launch
it in June so that users can work hard on their economic
activities. There’s a system where you can earn TAVA
tokens, and we’re going to create a new ecosystem through
making a system where you can use it. In this sense,
metaverse is not just a game world, but a place where these
real economic activities take place and connect the virtual
world and the real world. Although there are many different
definitions of metaverse, we believe that metaverse should
first exist in the tokenized economy. In other words, users’
digital assets are not limited to services, and all of this
can be associated with the tokenized economy. Even if
the service is gone, the asset should remain in the asset
category. Thus, our dream is to connect, so that people can
buy the real economy with our TAVA token. This is why
we are creating a link between virtual world activities and
real-world economic activities, and we intend to maximize
benefits and rewards for users. As a platform that provides
users with new economic activities and business models,
our vision is to connect from advertising to commerce in
the future.

As such, the Altava group is moving forward with
unprecedented attempts. Anyone can be a designer in
Altava’s Universe and clothes designed by ordinary users
can be seen and worn by everyone. Metaverse may still be
unfamiliar, but we hope that the most eco-friendly and
sustainable virtual fashion market will develop more and
more along with Altava’s metaverse.

올해 메타버스 플랫폼과 암호화폐 런칭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타바코인이 무엇이고 이 암호화폐 론칭이
메타버스 플랫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타바코인 같은 경우는 유저들이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6월에
실제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타바코인이라는 것을 벌어들일 수 있는
시스템도 있는가 하면 이것을 쓸 곳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메타버스가 단순히 게임세상이
아니라 이러한 실질적인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곳이 되는거죠. 메타버스라는 거에 대한
각자의 정의가 다 다른 것 같은데, 저희는 메타버스가 첫째로
토크나이즈 이코노미(tokenized economy) 선상에 존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즉, 조금 더 탈중심화된 네트워크 선상에서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게 토크나이즈 이코노미에 연관될 수 있어 사용자의 디지털
자산이 서비스에 국한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서비스가 없어져도 그
자산은 자산대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의 꿈은
나중에 타바코인으로 실물 경제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상 세계의 활동과 실세계의 경제 활동의
연결고리 역할을 만들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유저들한테 베네핏과
리워드를 최대화 할 생각입니다. 새로운 경제 활동, 비즈니스 모델을
유저들한테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나중에는 광고부터 커머스까지
다 연결하려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이렇게 알타바 그룹은 전례 없는 시도를 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알타바의 유니버스 안에서는 누구나 디자이너가 될 수
있으며 일반 유저가 디자인한 옷이 만인에게 보여지고, 입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이다. 아직까지는 메타버스가 낯설지
몰라도, 가장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버추얼 패션 시장이
알타바의 메타버스와 함께 점점 더 발전할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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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son Project, Exploring Possibilities in Theater”
b y . K AY E O N G L E E

Walking into the theater where a faint stage light streams
out, fifteen empty chairs are gathered in a circle to greet the
audience. A mysterious tension flows among the audience,
who are waiting for the beginning of the show and sitting
on the chairs that will serve as both a seat and a stage. They
imagine what will happen in the next few minutes, quietly
expecting a peculiar performance to liven up this rather
distinctive theater. Soon after, an actor enters and talks to one
of the audience. The empty space turns into the space that
appears in the novel <The Fall.> This signals the beginning
of Yangson Project’s unique theatrical presentation of the
piece this year. Based on Albert Camus’ novel of the same
title, the performance met a small group of 15 audiences per
play, proving the theater’s limitless power.

어두운 무대 조명이 틈새로 새어 나오는 극장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열 다섯개의 빈 의자들이 둥글게 모여 관객들을 맞이한다. 객석이자
무대가 될 의자에 앉아 공연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관객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이들은 여느 극장과 다른 극장에서
여느 공연과 다른 공연을 기대하며 몇 십분 뒤 이곳에서 펼쳐질
일을 상상해본다. 이윽고 공연이 시작되자 극장 출입문으로 배우가
들어오고 관객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 연극이 시작되는 순간인
동시에 아무것도 없던 공간이 소설 <전락> 속의 공간으로 변화하는
순간이다. 2022년, 연극팀 양손프로젝트가 새롭게 선보인 연극 <
전락>이 시작하는 장면이다. 알베르 까뮈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공연은 회당 15명이라는 소수의 관객을 만나며 연극이 가진
무한한 힘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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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son Project is a theater creative group consisting of
actors Son Sang-kyu, Yang Joa, Yang Jong-ook, and director
Park Jihye. They began as ‘the people who make theater.’ The
group naturally begins a production using a co-creation
approach in which everyone participates in drawing the
entire picture of the play and eventually creating a detailed
structure for it. The biggest strength of having a small
group of only four people is that they can freely and easily
communicate and discuss. They do not hesitate to talk about
the decisions they have to make in the process of creating.
They are not limited to any fixed position, enabling them to
freely bring up work ideas and explore different possibilities
with sufficient time. The group’s horizontal structure also
makes it possible for them to create more candidly.

배우 손상규, 양조아, 양종욱과 연출 박지혜로 구성된 양손프로젝트는

The process of completing the production is like putting the
work on a cutting board and cooking it in many different
ways, considering the members’ different tendencies, tastes,
and personalities. The work begins with them deciding
on the theatricalization of the piece. Yangson Project
goes through countless conversations and questions.
In this process, they sometimes find a new perspective,
persuade others, or are persuaded by others. After that,
they talk about the work from a more diverse angle. They
approach it in consideration of important aspects, such as
the production cost or the specific theater appearance and
location. The most important concerns that Yangson Project
addresses revolve around the questions, “Do we want to talk
a lot about this work?” and “Is this work worth continuing
the conversation?” Even a famous novel can be dropped if
there is no question remained to them, and even if the piece
turned out to be theater-material after a member’s sketch
has persuaded everyone.

성향과 취향, 성격이 각기 각색인 네 명의 양손 프로젝트가 작품을

Yangson Project often presents minimal stages that
minimize staff elements such as lighting, sound, and
stage equipment. In this process, theatricality is revived.
Theatricality refers to the characteristic that makes others
able to believe something that has not happened in the
fictional space. This concept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more alive and interesting things can happen in the theater.
Another advantage of a minimal stage is that the audiences
can see the actors on the stage in more detail and precision.
Since attention is focused on the actor on stage, their
acting stands out more. Through the actor, the audience is
encouraged to imagine more through their senses.

양손 프로젝트는 조명, 음향, 무대 장치 등의 스탭적 요소를 최소화한

‘연극을 만드는 사람들’로 시작한 연극팀이다. 양손프로젝트는 연극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부터 세부적인 구조를 만드는 일까지 전
창작 과정에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창작 방식으로 연극을 만드는 일을
자연스럽게 시작하였다. 4명이라는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된 이들의
가장 큰 강점은 자유로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창작을 하며 결정을 해야 하거나 의논을 나눠야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를 꺼낸다. 각자 정해진 포지션의
구분 없이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가감 없이 자유롭게 꺼내고 충분한
시간을 거쳐 그것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이다. 수평적인
분위기 역시 이들이 자유롭게 작업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완성하는 과정은 작품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여러 방면에서 요리하는
것과 같다. 작품의 첫 시작은 무수히 많은 이야기와 질문을 거치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기도, 상대방을 설득을 하기도,
혹은 설득을 당하기도 하며 작품의 무대화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후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작품을 이야기한다. 고액의 제작비가 있을
때는 어떻게 만들지, 특정한 극장에서 작품을 올릴 때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등 다양한 주제로 작품에 접근한다. 이 때문에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작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대화를 계속하고 싶은 유효한 작품인가’
이다. 유명한 소설 텍스트라도 작품에 대한 궁금증이 남지 않을 경우
과감하게 작업을 시작하지 않기도, 처음에는 가능성을 보지 못했던
작품에서 한 사람이 가져온 스케치에 전원이 설득을 당해 작업을
시작하기도 한다.

미니멀한 무대를 종종 선보인다. 이 과정에서 연극성이 살아난다.
극장이라는 허구의 공간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믿을
수 있게 하는 특성을 연극성이라고 하는데, 덕분에 연극 속에서
살아나는 더 재미있는 일이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미니멀한 무대는 관객들이 무대 위 배우를 좀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무대 위 배우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그의 연기가 두드러지게 하기 때문이다. 관객들이 배우를
통해 더 많은 것들을 상상하고 더 많은 감각을 배우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이다.

TO THE LEFT
Yangson Project,
“An Urgent Appeal by Osamu Dazai”, Seoul Arts Center Jayu Theater,
2022(Photo by Gangmool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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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son Project has consistently worked on the theatricalization of
novel texts such as Hermann Hesse’s <Demian>, Hyun Jin-geon’s <One
Lucky Day>, and Kim Dong-in’s <A Letter and a Photograph.> For the
group, the most important standard in choosing these texts is “how the
text moves me.” During preparation, they select the text that presents a
valid question. When they begin the staging, Yangson Project does not
go through the dramatization of the novel, as it is starting point of the
overall work that actors speak the written sentences of the novel as they
are. The moment the actor delivers the writer’s speech exactly as it is,
that actor becomes the reader, speaker, and character of the novel all at
the same time. This is called an ‘art piece made by someone else.’ This
empowers the performance in imagining the sentence when the actor
speaks the sentence on the stage. For Yangson Project, this is the greatest
power of theater.
양손 프로젝트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김동인의 <
사진과 편지> 등 소설 텍스트를 무대화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 이러한 텍스트를
선정하는 데 있어 양손 프로젝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텍스트가 나를
어떻게 움직이는가’이다. 공연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자신에게 유효한 질문을 주는
텍스트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때, 무대화 작업 과정에서 양손 프로젝트는 소설의
희곡화 작업을 거치지 않는다. 소설의 문어체 문장들을 배우들이 그대로 발화하는
것이 이들 작업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작가의 말인 소설을 무대에서 배우가
내뱉음으로써 배우는 그 순간 독자이면서, 발화자이자 동시에 소설의 등장인물이
된다. 양손 프로젝트는 이러한 작업을 ‘누군가가 만든 아트피스를 가지고 작업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배우가 무대에서 문장을 발화했을
때 관객들이 그 문장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진다. 이 힘은 양손 프로젝트가
생각하는 연극이 가진 굉장한 힘이기도 하다.

The performances of Yangson Project allow us to discover the various
potentials that theater explores and the sense of realism brought about
by different kinds of lines, sounds and movements portrayed by actors
in a space of unlimited possibilities that can change at any time and
place. This is probably why the audiences’ love for theater never wavers.
양손 프로젝트의 무대는 연극이 가진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준다. 어느 시간,
어느 장소로든 변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배우들의 온갖
대사와 소리, 움직임을 통한 현장감. 관객들이 이들의 무대를 끊임없이 찾는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을 것이다.

ABOVE
Yangson Project, “The Fall by Albert Camus”, The Zoom Arts Center,
2022 (Photo by Kim il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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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Corona : Dreaming for a Better Tomorrow”
b y. HY U N W O O J U 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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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19, the Coronavirus pandemic had broken out in the
midst of chaos and despair, and hope—And now we are
welcoming the beginning of the post-COVID era.

혼란과 좌절 그럼에도 희망이 혼재했던 지난 2년 3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On April 25th, 2022, Coronavirus alert levels have been
degraded. As a result, most social distancing regulations
have been lifted and people are slowly returning to their
pre-COVID routine lives. During the unexpected hit, not
only Korea, but the whole world had undergone severe
changes. Digital platforms emerged as a method to prevent
physical contact, which lead to a new cultural wave.
Ironically, the ecosystem has been restored to its old health
during the same period. Now it is important for us to focus
on these changes, just as the discourse on existence has
given humans new hope after the World Wars. We would
be able to face the new future with a wiser perspective when
we review the past crises of mankind and the lessons that
we have learned through them.

2022년

The most prominent change during the COVID-19 era is the
digital transition. ‘Non-contact’ was the biggest challenge.
In response, we began to utilize digital technology. Video
meetings using services such as Zoom and WEBEX became
popular. These platforms proved their effectiveness and
strength by providing a means for communication with no
time and spatial limitations. It cast doubt on the traditional
method of working commute and proved the possibility of
instant collaborative work. Contactless education is now
being used in diverse fields, and the corporations Naver
and Kakao are both applying innovative and flexible work
systems starting this July.

코로나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디지털 전환이다. 대면이

This trend has pushed the advance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we are now moving beyond simply replacing reallife meetings with Metaverse and NFT technology. The
Metaverse has created an infinite alternative space where
interaction with the real world is also possible, whereas the
popularity of NFTs and the economic protection it offers
has risen along with the Metaverse. As a result, people
started using digital platforms as a means to express their
different personalities through virtual characters. To meet
their demands, firms created digital commodities and
services for them to use in the virtual world. Likewise,
the field of digital art has developed with NFTs and given
opportunities for many NFT artists of all ages. In this way,
the digital transition has created yet another economy
and led the innovation of the field of cultural art, and the
creative experiences and representations it offers.

이 흐름은 연이어 디지털 기술 혁신을 앞당겼고 메타버스,

우리는 현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중이다.

4월

25일,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는 대부분 해제되었고
시민들은 잃어버린 일상을 서서히 되찾고 있는 상태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를 거치며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장한 디지털 플랫폼이
새로운 문화의 흐름을 이끌기도 하였으며 아이러니하게도 자연
생태계는 본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와 내용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세계대전 이후 실존에 대한
고민이 인간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준 것처럼 말이다. 인간의 위기를
교훈 삼아 지난 시간을 복기해본다면 미래를 더욱 지혜롭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제한된 상황에서 언택트(Untact)는 방역의 중요한 과제였다. 우리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했다. ZOOM, WEBEX를
이용한 가상 회의가 대중화되었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특성상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다는 긍정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출근과 퇴근이 정형화된 기존 일의 형태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고 즉각적인 협업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언택트 교육은 지금도 다양한 접점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네이버,
카카오는 7월부터 실험적인 자율 근무제를 운영하는 중이다.

NFT(Non-Fungible Token)와 같은 단순히 만남을 대체하는
것 이상의 영역으로 나아갔다. 메타버스는 현실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무한한 대안 공간을 만들었고 NFT는 메타버스의 부흥에
따라 가상세계 속 경제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역할로서 함께
성장하였다. 그 결과 개인들은 가상세계에서 캐릭터로서 자신의
또 다른 자아를 표현하려는 욕구를 보였고 기업은 그들에게 발맞춰
디지털과 결합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디지털 아트 분야는 NFT의 독자성을 바탕으로 크게 발전하며
다양한 연령층의 NFT 작가를 탄생시켰다. 이처럼 디지털 전환은
또 하나의 경제 생태계를 꾸렸으며 체험과 표현의 장을 넓히는
문화예술 분야의 혁신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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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convenient digital culture is, it still has many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For instance, interactions
through digital filters may not result in a whole and complete
communication.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humans can
understand and feel each other better with even the smallest
facial expressions. There are certain senses that can be felt
only through warmth and touch. Pixelated faces inside
monitors and voices through speakers may not offer true
interactions or intricate connections; on the contrary, it may
lead to misunderstandings and conflict. Moreover, if such
human connection through the digital world is continued,
we may lose sight of humanity and reasoning. Therefore, an
approach that maintains the sense of reality and firsthand
experiences, as well as utilizes digital media when needed will
help us through the post-COVID era in a healthy manner.

하지만 편리를 제공하는 디지털 문화도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존재한다. 일례로 디지털 필터를 거친 만남은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인간은 미세한 표정 변화만으로도 서로를 느낄
수 있는 존재이고 온기와 피부를 통해서만 전할 수 있는 감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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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the virus has caused the human world to change
in strange ways, nature found some peace and quiet.
Coined ‘The Paradox of COVID-19,’ this phenomenon has
occurred due to the reduction of factory operation and
vehicle emissions. The atmosphere in Indochina, the main
area of gas emissions, has been cleared up, and the canals
of Venice became cleaner and offered shelter for fish once
more. The Seoul sky became brighter and clearer, and the
importance of nature has come to be dearer to the maskclad people. As human activities were paused, nature
began to thrive. This correlation suggests that the reckless
development and consumption of humans result in the
destruction of their own habitat. We can see the need for
sustainable innovation in the midst of the intensifying
climate change.

코로나로 인해 인간이 낯선 변화를 겪는 반면 자연에게는 잠시

We have fought well in the war with the Coronavirus.
The government has controlled the viru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a strong public health system without
any area lockdown. The citizens also expressed their
respect for health regulations and the collective health
of the community. The medical staff has shown strong
work ethics with devotion and resistance, even in harsh
environments. Such solidarity and cooperation show the
strength of the Korean society. This strength, existing
solely in humans, has helped us overcome the Coronavirus
and given us hope that we will make it through any other
crisis. Let us remember this solidarity and the lessons of
the past, and we will be able to build a better life and future
during this changed post-COVID era.

우리는 코로나에 잘 맞서 싸워왔다. 국경과 지역 봉쇄 없이 정부는

평화가 찾아왔다. 코로나의 역설로 불리는 이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공장 가동과 차량 이동이 줄어들며 발생했다. 대표 탄소 배출국인
중국-인도의 대기가 깨끗해졌고 베네치아 운하의 물이 맑아져
물고기들이 다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서울에도 뿌옇고 탁한
하늘대신 맑은 하늘이 드리었고 상쾌한 자연의 소중함은 마스크로
가려진 우리의 일상에서 더욱 간절하게 와닿았다. 인간은 멈추었고
자연은 살아났다. 이 관계는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소비가 결국
인간의 터전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의 일상적 태도에도 지속가능성을 향한
혁신이 필요해 보인다.

강력한 공중보건체계를 통해 바이러스를 관리했고 국민들은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의 수칙을 잘 이행하는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었다. 의료진들은 매우 고된 환경 속에서도 희생과 투쟁심으로
직업적 의무에 최선을 다했다. 한국이 보여준 연대의식과 협동은
한국 사회가 가진 힘이었다. 인간이기에 가능한 이 힘 덕분에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했으며 어떤 위기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이러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지난날의 교훈을 기억한다면 변화한 사회 속에서 더욱 나은
삶을 꾸릴 수 있을 것이다.

존재하기 때문이다. 픽셀화된 얼굴을 모니터에서 마주하고 스피커의
음성을 듣는 상황에서는 인간의 진정한 상호작용과 다층의 관계
형성이 일어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서로 이해되지 못한 채 오해나
갈등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데이터 세계에서만 자신의 감각이
연결된다면 인간성과 더불어 사유하는 방법을 점차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살결로 느끼는 현실의 감각을 유지하면서도
용도에 따라 디지털 매체를 사용할 줄 아는 자세를 갖춘다면 앞으로의
시대에서 더욱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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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tter You Read, The Better Life You Live”
b y . J I E U N PA R K

People who love books and reading are well aware of the
joy that paper books present. I cannot help but feel so
satisfied and fulfilled when I hold a beautifully wrapped
hardcover book with spotless white paper. The vivid
colors, the scent, and the sound of turning pages—paper
books gratify all the five senses to concentrate on reading.
Naturally, book lovers insisted on paper books for quite a
long time. However, it can be too heavy to carry multiple
paper books at once, and some need to be thrown away to
shelve new books in the limited space. People often get rid
of books that no longer suit their taste, because usually,
most of them were purchased for no specific reason. In
addition, in a busy, face-paced society, it requires quite
a lot of effort to spend time searching for information
and going to physical bookstores to find more preferable
books. Furthermore, as environmental issues and the
concept of ‘paperless’ have recently come to the fore,
electronic books, or the so-called ‘e-books’, have become a
more attractive option in the world of bookworms.

책과 독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종이책이 주는 기쁨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티 없이 깨끗한 하얀 종이를 감싼 양장본에 예쁘게
포장한 종이책을 들고 갈 때면 마음이 그렇게 뿌듯하고 든든할
수가 없다. 선명한 색상, 책 냄새, 책장을 넘기는 소리까지, 종이책은
독서에 집중할 수 있는 요건들을 오감으로 채워주었다. 그렇기에
너무나 당연하게도,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종이책을 고집해 왔을 것이다. 하지만 실물 책들은 무게가 있어 여러
권을 한 번에 들고 다니지 못하고, 새로운 책들을 한정된 공간에
새로 들이기 위해선 이전 책들의 정리가 필요하다. 취향이 바뀌거나
별 이유 없이 구매한 책들은 결국 버려져 폐기되기 일쑤이다.
또 바쁜 현대 사회에서 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원하는 책을
판매하는 서점에 간다는 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더 나아가
최근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페이퍼 리스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면서 입지가 커진 것이 바로 이번 아티클에서 소개할 ‘전자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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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numerous advantages to an e-book. First of all, it
is time-efficient. In the online bookstore, people can easily
finish searching about the contents of the book, author
information, and preview at one stop. Also, there is no
restriction on space: people can read books anytime with
an e-book reader application. So even though e-books
cannot please all the five senses as paper books do, they
show great strength in practical aspects.

전자책에는 수많은 장점들이 존재한다. 우선 시간을 굉장히

Some people are obsessed with keeping their books clean
as much as they love them. In such cases, various efforts
are required to keep the books from discoloration and
damage. A few tips include the use of book covers and
book perfume, and never using a pen or a highlighter.
On the other hand, in an e-book, they can mark as many
sentences as they wish with an electronic highlighter, add
their thoughts on the electronic note, and insert a bunch
of bookmarks without worrying about the pages folding.
Therefore, e-books are an efficacious read for solving
problems, learning life lessons, or pure entertainment.

책을 사랑하는 만큼 책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에 집착하는

Today, as the number of electronic libraries increases,
people can enjoy reading more easily—they do not have
to go to the actual library, where the paper books might be
all checked out. Meanwhile, there are contents provided
only by e-books, since not all paper books are converted
electronically. But, for most newly-released books, the
conversion immediately proceeds.

요즘엔 전자 도서관이 많아져 실제 도서관을 가지 않아도 읽고

People can use smartphones to read e-books, but
alternately, e-book devices can be utilized to make
the e-book look so much closer to paper books. A
smartphone’s portability and accessibility, makes reading
very convenient. However, it causes our eyes to tire out
easily. This is also true for people who prefer to read
before going to sleep. This is why many people choose
e-book devices as an alternative. Although it is larger
than a mobile phone, it is much lighter and smaller than
the average size of a paper book, and it is the thinnest
compared to the paper book and the smartphone. An
e-book reader makes it possible for them to access
their preferred collection without worrying about eye
fatigue caused by the LCD panels and electronic ink of
smartphones. Plus, the battery life of an e-book reader is
long-lasting, so they can read for a couple of days straight
with only a single charge.

이용 방법은 스마트폰을 활용해도 되고, 전자책 단말기로 보다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다. 온라인 서점에서 책 내용은 물론이고
저자에 대한 정보, 미리 보기까지 한 번에, 간편하게 끝낼 수 있다.
전자책은 리더기 애플리케이션만 있다면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열람이 가능하다. 종이책이 주는 설렘은 느낄 수 없지만 실용적인
부분에서 큰 강점을 보인다.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북 커버, 북 퍼퓸과 같이 책의 변색 및
훼손을 막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절대 책에 펜이나 형광펜으로
필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자책을 이용한다면 원하는 부분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자신의 생각을 각주로 달 수도, 책이
접힐 걱정 없이 책갈피를 원하는 만큼 꽂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책은 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교과서나 명언이 많은
자기 계발서, 에세이류와 함께 한다면 굉장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싶은 종이책이 대출 중이어도, 보다 손쉽게 독서를 즐길 수 있다.
전자책으로만 제공되는 콘텐츠가 있는 것처럼 모든 종이책이
전자책화되지는 않지만, 요즘 나오는 도서들의 경우 전자책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종이책에 가까운 전자책을 경험할 수도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휴대성 및 접근성이 매우 높아 독서를 자주 하기
편리하다. 그러나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잠들기 전 독서하는 경우
시력에 악영향을 끼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대안으로 전자책 리더기를 택한다. 크기는 휴대전화보다는 크지만
평균적인 실물 책보다는 살짝 작고, 두께는 이 중에서 가장 얇아
매우 가볍다.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전자책 애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하기 때문에 여러 권의 책을 한 손에 쥘 수 있으며, LCD 패널과
전자 잉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도 독서가 가능하다.
하지만 눈 피로도는 스마트폰에 비해 훨씬 덜하다. 거기에 배터리
수명도 길어 한 번만 충전해도 며칠씩 배터리 걱정 없이 독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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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still, e-books cannot keep up with the ‘sensibility’ of paper
books. Paper books overwhelm in the aspects of mesmerizing
and immersing the readers. Reading is not just an activity
but is a complex process of thinking and communicating
meaning between an author and a reader. When people
recall good memories, they think of tiny little but significant
details such as the weather of the day and the people they
were with, rather than think about what happened that day.
Likewise, if they read a good book, the next time they reflect
on it, not only does the scene described in the book come
to mind, but also the image of ‘how I was while reading
it.’ Together, the weight of the paper book and the texture
of each page felt with the fingertips complete the whole
experience. In particular, emotionally intense books such as
novels, are much more impressive and immersive with paper
books than electronic ones. That is why many readers, even
the avid e-book readers, still try to own paper copies of those
that are worth purchasing. This is where paper books have an
absolute advantage over e-books.

하지만 여전히, 전자책은 종이책의 ‘감성’을 따라오지 못한다.

Now this leaves the readers a tough decision to make:
paper books or e-books, which one is better? Both have
clear benefits and disadvantages. But if paper books are
burdensome because of the ‘environmental’ issue, please
read on closely. E-books are not always a sustainable
choice. An e-book device is akin to a tumbler. Just as
tumblers should be used more than 3,000 times to have a
meaningful effect on the environment, it is more harmful
to the environment if readers change the devices frequently.
E-books indeed emit less carbon dioxide than paper books
do. However, if people do not read more than 22 e-books per
year, the carbon dioxide emission of an e-book device for
three years is equivalent to about 63 volumes with 300 pages
each, which is much more severe than that of paper books.
The technology of e-books must also improve in order to
catch up with the value of paper books that never changes
over time. It has great strength in terms of sustainability,
but research on electronic ink still needs to be more actively
conducted. As for paper books, there are aspects that can be
further developed such as the use of biodegradable paper
and eco-friendly ink.

그렇다면 독자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종이책이 나을까,

순간적인 흡인력과 그 몰입의 지속력은 종이책이 압도적이다.
독서는 단순히 문자를 읽는 행위가 아닌 저자와 독자, 그리고 문자들
간의 사유와 소통의 과정이다. 마치 좋은 기억을 떠올릴 때 단순히
그날 있던 일만을 떠올리기보다 그날의 분위기, 날씨, 함께한 사람들
등 상세한 장면이 떠오르는 것처럼 말이다. 책도 마찬가지로, 좋은
책을 읽었다면 그다음 곱씹을 땐 책에 묘사된 장면뿐만 아니라
읽고 있던 ‘나’의 모습이 함께 떠오르기 마련이다. 종이책이 주는
무게, 손끝으로 느껴지는 종이의 질감 하나하나가 모여 그 장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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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ce, please keep your taste unswayed by trends and
surroundings. There is no need to stick to just one method.
What matters is that you feel good and comfortable with
what you are reading. Whatever you choose, know that all
of them are worthy and meaningful choices. If you who
still worry about the environment, read tons of e-books;
if you like paper books, just follow your heart. As long as
you have space to keep them, it cannot be harmful to the
environment. Therefore, choose the appropriate reading
method based on your own preferences and purposes.

때문에 주위의 말들에, 트렌드에 휩쓸려 자신의 취향을 잃지 않길
바란다. 또 굳이 한 가지 방법만을 고수할 필요도 없다. 종이책이 더
기분 좋을 때가, 전자책이 더 편할 때가 있는 것이다. 모두 다 분명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선택이다. 그래도 환경이 걱정된다면, 전자책은
많이 읽으면 되고 종이책은 공간적 여유만 된다면 크게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없다. 그러니 원하는 대로, 자신의 취향에 따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독서 방법을 택하길 바란다.

완성하는 것이다. 특히 소설과 같이 감정 소모가 심한 서적류들은
종이책이 훨씬 더 그 감동을 배가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독자들이, 심지어는 전자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어도, 여전히 구매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책들은 종이책으로 ‘소장’하려 한다. 이것은
종이책이 전자책보다 완벽한 절대 우위를 가지는 지점이다.

전자책이 나을까? 두 가지 모두 명확한 장단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만약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종이책이 부담스러워졌다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고 싶다. 전자책이 항상 환경적으로 더 나은
선택은 아니다. 전자책 리더기는 텀블러와 유사하다. 텀블러도
3000번 이상 사용해야 환경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듯이, 리더기도
자주 바꾼다면 오히려 환경에 더 유해하다. 같은 책을 읽는 경우
전자책이 종이책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전자책 단말기 한 대의 3년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00쪽
분량의 종이책 63권 분량 정도로, 1년에 전자책을 22권 이상 읽지
못한다면 환경적 측면에서 종이책보다 못하다. 종이책의 시대가
변해도 달라지지 않는 가치를 따라잡기 위해선 전자책의 기술
또한 성장해야 한다. 지속 가능성 면에선 강점을 가지고 있는 좋은
콘텐츠이나, 여전히 전자 잉크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종이책 또한 생분해 종이, 친환경 잉크와 같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ACCESS 110

ACCESS 111

SUSTAINABLE LIFESTYLE

“The Contemporary Symphonies
of Korean Culture in the American Museum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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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irst half of 2022 was the time when I made unforgettable memories in Philadelphia, United States. As a single
semester exchange student, every minute counted and that made me travel to many different spots around the States
each weekend.
New York City, which only took a couple of hours by bus from Philadelphia, is a city that never sleeps and always bustles
with excitement, joy, and adventure. It’s filled with things to do, memories to make, and energy to feel, something very
new and exotic to me but also friendly and lovable.

새로움을 좇아 교환학생으로서 떠난 미국 필라델피아 시에서의 반년은 비길 데 없이 특별한 경험의 연속이었다. 금과 같은 시간을 단 하루라도
헛되이 보낼까 하는 염려에 매주 주말이면 미국의 각지로 가는 버스와 기차,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필라델피아에서 두 시간 남짓이면 도착하는 대도시 뉴욕은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였다. 듣던 대로 뉴욕은 하나의 문화적
용광로와도 같아서, 그곳에서 마주한 많은 것들은 친숙하면서도 낯설고, 색다르면서도 반가웠다.

현대 미술의 중심, 심장으로도 여겨지는 뉴욕에서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 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 이하

Because the city is well known as the heart of contemporary art, I primarily visited the Museum of Modern Art (a.k.a.
MoMA) located in Manhattan. The museum is a cluster of art beseeching time, attention, and energy to truly appreciate
its beauty and inner persona. Among those exhibition rooms that go up to four different floors, what impressed me the
most was the one named <Instant Zen> – the room that displayed several works of Nam June Paik, the Korea-born artist
who opened the era of video art in the late 20th century.

MoMA)였다. 2층부터 5층까지 이어지는 전시관들을 둘러보는 데에는 하루가 꼬박 걸렸다. 수많은 전시관 중에서 인상 깊은 공간을 꼽자면

To disassemble the name ‘Instant Zen’; the word ‘instant’ implies the concept of immediacy and subversiveness which
was sought by Fluxus – a group of the avant-garde who wanted to bring a revolution to art. And the word ‘Zen’ is a
specific type of Buddhism that ancient Korean culture is mainly related to. In addition to that, Paik is a pioneer of video
art, which is also well known in Korea. He is also known for works that showed Asian and Korean culture and the fusion
of East and West. Given that fact, the expression ‘Instant Zen’ clearly shows his artistic identity as a pioneer of modern
art and an avant-garde; moreover, a culture exporter of Korea who condemned orientalism by conveying a message of
harmony between two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예술가 백남준을 이야기할 때에는 비디오 아트와 같은 예술과 과학의 융합이 주 키워드가 되지만, 서양 문화권에서 백남준은 그뿐 아니라 동

In the middle of the exhibition room, there was a piece of work made out of a toy truck “3 F Truck(1977)” with three
‘F’s written on each side and the front. On the left corner, four small toy jets without engines or propellers but a clock in
the body part were hung from the ceiling. The wings of each jet had words that looked like a kid’s handwriting such as
‘Beüys Jet’, ‘Kricke Jet’, ‘Hoehme Jet’, ‘Braun Jet’ in different colors, which might be the names of the work. These are works
by Paik –influenced by Marcel Duchamp, a French modern artist in the 1960s—being taken away from their intended
context and recreated as artwork.

명확한 존재감을 자랑하는 네 개의 제트기 모양 장난감들이 매달려 있었는데, 각 제트기의 몸통에는 엔진이나 프로펠러와 같은 기관들이 아닌,

단연 410호 전시실, 한국의 문화를 전 세계로 알리는 데에 이바지한 ‘문화 상인’ 백남준 선생님을 테마로 하는 <Instant Zen>이다.

전시실 제목 속 Instant는 혁신을 추구하는 20세기의 아방가르드 예술운동 집단 *플럭서스(Fluxus)가 집중했던 가치인 즉각성, 급진성,
그리고 전위성을 담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Zen이란 5세기경 발전된 선종 계통의 불교, 즉 *선불교(Zen Buddhism)를 의미한다. 우리가

∙서양의 융합을 표현한 예술가로도 비춰지는 모양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전시실의 작품들을 아우를 이름 ‘Instant Zen’은 대표적인 플럭서스
전위예술가이자 동∙서양의 조화와 공존의 메시지로 오리엔탈리즘을 신랄히 비판한 문화 수출가 백남준의 정체성을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나타낸 표현이라고 하겠다.

전시실의 중앙에 놓인 것은 장난감 트럭으로 만들어진 작품, “3 F Truck(1977)”이었다. 추측해 보건대 제목의 3 F는 트럭 양 옆면에 적힌
‘FLUXUS(플럭서스)’의 머리글자 F와, 트럭 엔진의 정면에 적힌 또 하나의 F를 통틀은 것으로 보였다. 트럭의 측면 방향에는 조그맣지만

작은 시계가 위치했다. 네 개의 제트기 날개에는 각각 Beüys Jet, Kricke Jet, Hoehme Jet, Braun Jet라는 이름이 각기 다른 색으로 낙서처럼
적혀 있었다. ‘레디메이드’라는 미술 개념을 창조한 마셀 뒤샹을 이어, 기성품인 소재들을 의도된 기존의 맥락에서 떼어내 작품으로 재창조한
작품들이었다.

*플럭서스(Fluxus) : ‘변화’나 ‘움직임’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
*선불교(Zen Buddhism) : 백남준은 불교 신자가 아니었음에도 한국의 얼과 문화를 작품에 녹여내기 위한 장치로써
부처와 불교를 차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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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interesting work, “Zen for the film (1965)”, was a beam of light crossing the room catching visitors’ attention.
The whole work consists of three important elements: the light from the film projector, an empty wall, and every other
setting surrounding them. Ironically, not only the wall is blank but also the film is. Visitors can stand in the way of the light
and create a shadow of themselves. I’d say the work surely could represent the whole theme of the exhibition room 410.
This perfectly indicates Paik’s directness that art might be achieved by the participation of the spectator, the work and the
interaction between them.

또 한 가지 독특한 작품으로는 전체 전시실을 가로지르는 한 줄기의 불빛 “Zen for film(1965)”이 있었다. 전시실의 한 쪽 면에 위치한

There was a time I also visited another MoMA, located in San Francisco, California. It is the largest art museum in the Bay
Area, which has diverse types of artworks like the ones in New York and Washington D.C.
A blue painting on the 4th-floor exhibition hall called, <Approaching American Abstraction,> was attracting visitors with
its overwhelming scale and impact. Meanwhile, “26-I-70(1970)”, is a piece of pointillism by Kim Whanki. Kim is known
as a godfather of Dansaekhwa, one kind of abstraction from Korea which similar to a monochrome. The painting had an
exquisite blue tone of color, named ‘Whanki blue’, which Kim distinctively uses in his works. As most of Kim’s works are
collected at Whanki Museum in Seoul, the one I saw came to me as even more special.
The painting was donated to SFMoMA by Kim’s wife, Byun Dong-rim, who also worked as an art critic and Western painter.
Kim lived in Tokyo, Paris, and New York and produced paintings based on Korean traditional emotions and materials,
making him famous as a 20th-century pioneer of abstract painting representing Korean art. Although his paintings are
not kept separately in one intact exhibition room, it is an elevating fact that the works of Korean artists can play a role in
capturing the attention of visitors.
Korean culture and its roots were elegantly adapted around the walls of art galleries in New York and San Francisco. They
magnificently display the artistic sophistication and the cultivated pioneers, and feature how they are still impactful decades
later. This also maneuvered the authentic local atmosphere and culture, mesmerizing the visitors, including me, with an
impulse of our ancient and long history of art. I personally felt the need to highlight and praise such boundless efforts and
generosities to bring forth the artistic spirit and the legacy left by our ancestors finely textured into this ever-lively art.

영사기가 빛을 쏘아 반대쪽 벽을 필름 화면으로 가득 채우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영상에는 아무런 영상이나 소리가 담겨 있지 않았다.
영사기와 그 빛이 도달하는 빈 벽,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는 주변 환경이 주요한 세 요소가 되어 작품을 이루는 셈이었다. 전시실에 들어온
관람객들은 빛과 벽 사이를 가로막고 멈추어 서서 자신의 몸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를 가만히 바라보곤 했다. 관람자와 작품 간의 관계와
관람자들의 참여를 통해 작품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백남준의 예술 세계를 담은 이 공간을 대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또 다른 MoMA를 만나게 된 것은 미국 서부를 방문했을 때였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는 *the
Bay Area에서 가장 큰 미술관으로, 뉴욕이나 워싱턴 D.C.의 미술관과 박물관 못지않은 다양한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었다.

4층 전시관 <Approaching American Abstraction>의 벽에 걸린 하나의 푸른 점묘화는 그 크기와 인상으로 나를 압도했다. 점묘화로도,
당신만의 독특한 빛깔인 푸른 계열의 색으로도 잘 알려진 한국 단색화의 대부 김환기 선생님의 작품 “26-I-70(1970)”이었다. 서울 소재의
환기박물관에 그의 작품 대부분이 보관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먼 타지인 미국 서부에서 만난 김환기 화백의 푸른빛 *‘환기 블루’가
더욱 반가웠다.

이 작품은 김 화백의 아내이자 미술평론가, 서양화가로서도 활동한 변동림 수필가가 SFMoMA에 기증한 것이라고 한다. 김 화백은 도쿄와
파리, 뉴욕 등지에서 수학 및 체류하였으나, 여전히 고향인 한국의 전통 정서와 소재를 바탕으로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며 20세기 한국미술을
대표하는 추상화의 선구자로 이름을 떨쳤다. 비록 하나의 개별 전시실이 아니라 추상화를 주제로 하는 한 섹션의 일부로서 전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오로지 대한민국 국적의 현대미술가인 그의 작품이 한자리를 차지하고 관람객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자랑스럽기 그지없었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예술의 장에서 만난 우리의 문화, 한국의 예술이 남긴 흔적은 수십 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세련되고
선구적이었다. 그 흔적들은 현지의 환경과 문화와도 융화되어, 그곳의 사람들과 나 모두에게 분명한 마음의 울림을 주었다. 우리 선대의
예술가들이 남기고 간 그 작품과 정신에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보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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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Untitled(1974) & Zen for Film(1965)
TO THE LEFT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Beüys Jet(1985), Braun Jet(1985), Hoehme Jet(1985)

*the Bay Area : 샌프란시스코 시를 중심으로 오클랜드와 기타 위성 도시들을 포함하는 해안 지역의 광역 도시권을 의미한다.
*환기 블루 : 김환기 화백을 대표하는 색으로, 그가 즐겨 사용한 푸른색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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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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Blo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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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