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YMMETRY-ASYMMETRY IN THE NATURE

SYMMETRY-ASYMMETRY in THE NATURE
자연과 생명의 시메트리-애시메트리 



2010 문신국제조각심포지엄

주  제    자연과 생명의 시메트리-애시메트리

기  간    2010년 9월8일~10월29일 

장  소    추산공원 일대 

주  최    창원시 

주  관    문신국제조각심포지엄 추진위원회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추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 이갑열

 위원 / 김복영, 김인하, 김영섭, 김영호, 박숙영, 신동효, 

          이성석, 윤복희, 윤익영, 전승보, 한진섭

기획총괄  커미셔너 _ 김영호

사무국   사무국장 _ 김영섭

 제작지원팀장 _ 이병호

 행정팀장 _ 노순천

 회계담당 _ 김복수

 디자이너 _ 변혜림

2010 Moonshin International Sculpture Symposium

Theme	 Symmetry-Asymmetry In the Nature

Data	 September 8, 2010 ~ October 29

Venue	 Chusan Park area

Host    Changwon City

Supervision    Moonshin International Sculpture Symposium executive committee

Sponsor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Committee chairman	 

	 Vice-chairman / Lee Gap-yeol

 Members /  Kim Bock-young, Kim In-ha, Kim Young-sup, Kim Young-ho,  

Park Sook-young, Shin Dong-hyo, Lee Seong-seok, 

Youn Bock-hee, Youn Ik-young, Jeon seung-bo, Han Jin-seup

Curating Commissioner	_	Kim Young-ho

Secretariat General	secretary _ Kim Young-sup

 Production	support	team	chief _ Lee Byeong-ho

 Administration	team	chief _ No Soon-cheon

  Accountant	_ Kim Bok-su

 Designer _ Byeon Hye-rim



SYMMETRY-ASYMMETRY in THE NATURE
자연과 생명의 시메트리-애시메트리 





06  인사말씀  
 창원시장  박 완 수  
 Park Wan-soo,  Mayor of Changwon

08 시메트리의 힘과 정신
 김 영 호   문신국제조각심포지엄 커미셔너
 Kim Young-ho, Commissioner Moonshin International Sculpture Symposium

18 피터 버크  Peter Burke
 Head Space 

26 로버트 모리스  Robert Morris
 迷路 LABYRINTH
 
34 세키네 노부오  Sekine Nobuo
 空相  Phase of Nothingness
 
42 데니스 오펜하임  Dennis Oppenheim
 FALLS
 
50 박종배  Park Chong-bae
 못과 大地 Nail and earth 

58 박석원  Park Suk-won
 積意-2010-바람 Accumulation-2010-wind

66 가와마타 타다시  Kawamata Tadashi
 Tree Hut in Moonshin 	
 
74 장-뤽 빌무스  Jean-Luc Vilmouth
 A Place with Light
 
82 왕루옌  Wang Luyan
 三角尺 Triangular ruler

90 쉬빙  Xu Bing
 石-徑 Stone-Path		

98 작가약력  Biographies

CONTENTS



0 0 6 SYMMETRY-ASYMMETRY IN THE NATURE

박 완 수  창원시장 / Park Wan-su  Mayor of Changwon

인사말씀		Mayor's	Greetings	



SYMMETRY-ASYMMETRY IN THE NATURE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10년 통합창원시가 출범된 뜻 깊은 해 우리지역 출신의 조각가 문신을 선양하고 우리시

를 문화예술의 르네상스로 만들기 위한 제1회 문신국제조각심포지엄이 개최되어 세계적인 작가들이 참여하여 제

작한 작품들이 문신예술의 혼이 살아 숨 쉬는 추산공원 일원에 영구전시하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모리스, 데니스 오펜하임, 세키네 노부오, 가와마타 타다시, 장 뤽 빌무스, 피터 버크, 박종배, 박석원, 쉬빙, 

왕루옌 10명의 조각가들의 작품은 추산공원 일대를 예술과 자연이 살아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를 계기로 앞으로 2년 마다 문신국제조각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추산공원을 국제적인 야외조각

미술관으로 조성하고 더 나아가 빛의 조각 등의 새로운 테마로 창원을 상징하고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조각

예술의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참여작가, 추진위원

장, 커미셔너, 사무국장, 추진위원 등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0년 12월

Respected citizens! In this meaningful year of 2010, which marks the launch of an integrated Changwon 

City, we are holding the first Moon Shin International Sculpture Symposium in celebration of Moon Shin, a 

sculptor hailing from this region. The symposium, featuring world-class artists, aims to convert Changwon 

into a center of renaissance of culture and the arts. These artists' works are now featured and will be 

permanently placed in the Chusan Park area, where Mun Sin's artistic spirit has been faithfully preserved.

The ten renowned sculptors include Robert Morris, Dennis Oppenheim, Nobuo Sekine, Tadashi Kawamata, 

Jean Luv Vilmouth, Peter Berke, Park Chong-bae, Park Suk-won, Xu Bing, and Wangluyan. These artists' 

works have transformed the Chusan Park area into a vital new space of arts and nature.

Changwon City will continue to hold the Moon Shin International Sculpture Symposium every two years. We 

aim to convert Chusan Park into an international outdoor sculpture museum where the sculpture of light 

and other new themes will symbolize Changwon, and transform Changwon into a city of sculpture and art 

on behalf of its citizens. As such, I expect to receive the full support of the public for this event.

 Finally, I would like to offer my sincere thanks to all the participating artists, as well as the chair of the 

organizing committee, the commissioner, the secretary-general, the organizing officials and all the other 

relevant personnel for their successful hosting of this symposium.

Decemb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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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문신국제조각심포지엄을 위해 주최측이 설정한 사업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격변의 근대시기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국제무대에서 활동을 전개했

던 조각가 문신의 예술적 성과를 기리고 그를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 브랜드로 개발

하기 위한 목표가 그것이다. 그리고 문신예술의 본산인 추산공원에 동시대 세계 최

고 수준의 조각가들이 제작한 작품을 영구 설치하여 국제적인 조각공원을 조성함으

로서 이를 당대의 문화유산으로 후대에 전승하려는데 있다. 전자는 조각심포지엄의 

형식인 주제 토론을 통해 예술가 문신의 조형 이념을 확립하려는 시도이며, 후자는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공업도시의 삭막한 환경에 새 천년의 시대상에 걸맞는 공

익적 문화 브랜드 이미지를 가미함으로서 도시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

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에서는 ‘시메트리(Symmetry)’를 사업의 키

워드로 채택했다. 시메트리는 문신예술을 대표하는 미학개념으로서, 단순한 좌우대

칭의 기하학적 형태를 지시하는 차원을 넘어 균형, 조화, 관계, 단일성 따위의 의미로 

광의하게 쓰이고 있는 단어다. 동시대의 문화적 담론과 연계해 보면 시메트리는 21세

기 지구공동체가 추구하는 융합사상의 근간으로 제시된다. 그것은 사물과 사물, 자

연과 인간, 정신과 물질 사이의 유기적 관계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융합형식의 구상

적 또는 추상적 조형작품으로 실현될 수 있는 열린 개념이다. 그러나 행사의 주제로 

시메트리라는 단어를 제시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칭의 

뜻을 지닌 애시메트리(Asymmetry)라는 단어를 상대개념으로 도입해 “시메트리-애

시메트리”라는 언어구조를 만들어 내었다. 이런 논의를 거쳐 ‘자연과 생명의 시메트

리-애시메트리’가 이번 조각심포지엄의 주제로 설정되었다. 

사실 문신조각은 형태상 엄격한 좌우대칭의 구조를 근간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

이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좌우대칭의 기하학적 비례를 파괴하는 조형방식을 일관

되게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의도는 파리 시절부터 귀국해 사망

하기 전까지 그가 남긴 무수한 작품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신 예술에 있어 

미학적 원리로서 시메트리는 결국 애시메트리의 개념을 품고 있으며 대칭과 비대

칭 사이의 관계미학을 통해 그 존재성이 자연과 생명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조각심포지엄에서 시메트리는 초대 대상 작가들의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쓰

였으며 행사기간동안 열린 작가와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대부분의 작가들이 

주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결국 초대작가들은 심포지

엄의 주제에 부합되는 작품을 다양한 어법으로 구현함으로서 주제상의 통일감을 

성취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조각심포지엄은 주최측이 설정한 주제와 작가들의 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작품 형

식을 통한 실행이 성공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만 심포지엄의 결과로서 조성되는 조각공원도 나름의 가치와 독자성을 지닐 수 있

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각공원이 설치되는 장소의 역사성과 시민들의 향수권에 부

응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추진위원회에서는 본 심포지

엄의 작가선정을 위한 기준을 다음의 다섯 항목으로 정했다. ①문신예술과의 미학

적 연계성 ②설치장소의 역사 및 환경과의 어울림 ③국제미술계의 인지도, ⑤시민

들의 문화향수 요구 및 대중적 취향에 부합성 ④작품의 조형성이 그것이다. 제한된 

예산과 시간 속에서 이러한 기준 모두를 충족시키는 작가를 정하는 일이 쉽지 않았

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종 초대작가의 명성과 출품작의 면면을 보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된다. 

2010 문신국제조각심포지엄에 초대된 작가는 모두 10인으로서 피터 버크, 장-뤽 빌

무스, 로버트 모리스, 데니스 오펜하임, 세키네 노부오, 가와마타 타다시, 슈빙, 왕루

옌, 박종배, 박석원으로 정해졌다. 국가별로는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으로 6개국이지만 극동아시아 3국에서 2명씩 모두 6명이 초대되었으며 영국과 

프랑스에서 각각 1명씩 그리고 미국에서 2명이 참여함으로서 동북아시아 지역 작가

들이 중심을 이루는 형국이 되었다. 이들 출품작은 설치 장소인 추산공원의 공간과 

작품의 특성 그리고 관람 동선을 고려해 아래와 같은 순서로 배치되었다. 

박석원은 이번 조각심포지엄에 조각가로서의 노정에 하나의 종지부를 찍는 기념비

적 신작을 출품했다. 폭이 10미터에 높이가 4미터인 거대한 화강암 구조물 <적의績

意-2010-바람>이 그것이다.  위압적인 규모와 석재의 물성은 일종의 숭고라 부를 

수 있는 감흥의 세계로 관객의 시각을 이끌고 있다. 한편 그의 작품은 공원의 평지

와 사면의 경계에 세워짐으로서 장소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벽은 안과 밖을 분할하

는 공간에 자리잡는 구조물로서 경계를 나타내며 건축의 근간으로서 보호를 의미하

는 등의 다양한 의미를 품은 기호로 제시된다. 1960년대 후반부터 한국 현대조각의 

장을 개척해온 박석원은 형태보다 구조와 사물의 물성을 드러내는 한편 조합된 단

위들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통합해 하나의 단일성을 이루는 작업을 해왔다. 이번 작

업은 구조와 물질로서의 벽의 차원을 넘어 안과 밖의 의미론적 상황을 드러냄으로

서 융합미학에 근거한 시메트리 사상에 부응하고 있다.

미국의 로버트 모리스가 이번 조각심포지엄을 위해 내놓은 <미로(LABYRINTH)>는 

한 변의 길이가 12미터가 되는 정삼각형의 설치 구조물이다. 스테인리스 철조망을 

이용한 이 작품은 조각심포지엄의 주제인 시메트리-애시메트리의 미학을 독자적인 

자신의 어법으로 풀어내고 있다. 삼각형의 내부에는 막다른 길인 미로가 기하학적 

비례로 구획되어 있어 관객은 이 길을 따라 작품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게 된다. 높

시메트리의	힘과	정신

김영호    문신국제조각심포지엄 커미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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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4미터에 미로의 폭이 1미터가 되는 통로의 외벽은 철조망으로 되어 있어 밖에

서 내부를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구조물이다. 모리스는 1960년대에 등장해 20세기 

미술의 흐름을 크게 바꿔놓은 미니멀 아트의 대표주자로서 절제된 양식과 극도로 

단순한 형태 그리고 몰 개성적인 표현을 통해 예술과 비예술사이의 경계를 와해시

키는데 기여했다. <라비린트>는 안과 밖을 연계하는 공간과 장소에 대한 새로운 인

식을 유도하는 한편 기하학에 숨겨진 불가사이한 신비를 미로라는 명쾌한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세키네 노부오는 1960년대 후반 일본 현대미술의 선구적 흐름을 주도했던 

모노하(物派) 그룹의 대표적 인물로서 이번에 제작한 작업은 그의 대표작 <공상(空

相)>시리즈의 하나다. 사각의 스테인리스 스틸 기둥에 거대한 자연석을 얹혀 놓은 

그의 작품은 베니스비엔날레에 처음 선보였으며 그를 일약 국제적 반열로 부상시킨 

계기가 되었다. 높이 4.6미터에 달하는 스테인리스 스틸의 기둥은 거울처럼 주변의 

자연을 그대로 비추며 그 위에 얹혀진 중량 11톤의 바위가 마치 공중에 부유하는 듯

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세키네의 작업은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에 주목케 하는 시도’로 설명된다. 즉 그의 미학은 사물, 공간, 

위치, 상황, 관계 등의 어휘로 해석될 수 있는 세계이며 이러한 대비 및 관계미학은 

시메트리의 어법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그는 1973년 환경미술스튜디오를 설립

한 이래 공공조형작업을 많이 제작해 왔으며 환경미술이 하나의 미술경향으로 정착

하는데 기여했다.  

한국의 박종배는 마산출신의 조각가로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국제적 무대에

서 자신의 작품세계를 인정받고 있는 작가다. 그는 이번 조각심포지엄에는 팽이 모

양의 유선형 볼륨과 그 안에 박힌 사각형의 입방체가 서로 결합된 형태의 구조물 <

못과 대지>를 내놓았다. 두개의 다른 정체를 지닌 매스가 하나의 조형작품으로 단일

성을 이루는 그의 작업은 이번 심포지엄이 제시한 시메트리-애시메트리의 미학을 

가장 적절하게 표상한 작품의 하나로 평가된다. 원과 사각, 유기적인 구조와 기하학

의 만남은 고대로부터 현대 건축에 이르는 원형적 형상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예술

가들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리듬을 표상해 왔다. 작가는 자신의 작업이 ‘영적

자극을 추구하는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두개의 상반된 상황 안에 생존

하는 것을 바라보는’ 태도를 자신의 예술관으로 채택한다. 작가는 이러한 상황을 시

메트리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자신에 있어 ‘시메트리 개념은 형상물의 외적 

요소에서 보다 내적 본질을 추구할 때 더 무겁게 부딪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데니스 오펜하임은 이번 행사에 <FALLS>라는 제목의 분수조각을 세웠다. 추

산공원 내부에 이미 설치된 원형 분수대의 수면공간을 지지대로 활용한 것으로서 

작가의 장소 수용능력이 돋보이는 작업이다. 높이 3.8미터의 분수조각은 물과 빛이 

함께하는 환경조형물로서 추산공원의 명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작되는 작

품은 미국식 정원에서 흔히 사용되는 수영장의 재료들을 쌓아올리기 기법으로 조

형한 것으로 작가 고유의 유머와 조형감각이 더불어 돋보이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오펜하임은 1960년대부터 대지미술과 퍼포먼스 등의 실험적 미술을 주도하면서 국

제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했고, 1970년대 이후에는 조각과 건축이 결합된 작업에 관

심을 두면서 대중들의 미감을 사로잡는 작가로 부상했다. 그는 로버트 스미드슨, 리

처드 롱, 마이클 하이저 등과 더불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창조적으로 연결하는데 

관심을 둔다.   

프랑스의 장 뤽 빌무스가 이번 조각심포지엄에 내놓은 작품은 대형 설치작업으로

서 지름 6.9미터의 원형 지반에 높이 7.6의 가로등을 둘러 세워 놓았다. <A Place with 

Light>로 명명한 작품의 일부를 이루는 계단형의 지반에는 대중들이 앉아 휴식을 취

할 수 있으며 밤이면 가로등에 불이 공급되면서 마치 빛의 새장처럼 환상적인 장면

을 연출하게 된다. 어두운 하늘을 배경으로 서있는 거대한 빛의 새장 안으로 어린이

들이 들락거리며 깔깔대는 웃음소리는 가로등의 은빛 기둥과 더불어 공원을 꿈과 낭

만의 공간으로 변모시킬 것이다. 일상적으로 접하는 오브제로서 가로등을 예술적 차

원의 구조물로 변모시키는 작가의 재치와 능력에서 우리는 창의적 비전이 어디서 오

고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예술은 주변적 삶으로부터 온 것이며 그 삶

의 질을 품요롭게 하는 것이라는 단순한 사실 또한 알게 될 것이다. 

영국의 피터 버크는 <Head Space>라는 제목 하에 3미터가 되는 거대한 철조두상 

조각을 선보였다. 3D 프린트의 기법으로 인물의 머리를 등신대의 크기로 제작한 뒤 

이를 원형모델로 삼아 캐스팅을 하고 그 결과물인 거푸집 자체를 확대해 독립된 작

품으로 조형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상 이미지는 양각과 음각의 이중적 구조로 분

할 조립하여 관객에게 제시하는데, 여기에 작가의 주된 의도가 깔려 있다. 그의 두상

은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야누스(Janus)의 얼굴과도 같이 양면적이며  나아가 안과 

밖, 음과 양, 허와 실 등의 세계를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의 이번 작업은 

레이저 커팅을 통해 철재를 재단하고 이를 벽돌처럼 쌓아올린 섬세한 조형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인체조각의 전통과 더불어 산업환경과 연관된 테크놀러지를 함께 응

용한 새로운 유형의 작업으로 주목받게 될 것이다. 조각심포지엄의 주제와 관련해 

그의 작품은 시메트리와 애시메트리의 핵심미학인 대칭과 비대칭 사이의 구조와 그 

정신성을 드러내는 작업으로 의미를 지닌다. 

중국의 왕루옌은 추산공원 깊숙이 자리한 초지언덕에 거대한 철재 삼각자 하나를 

설치하게 된다. 길이 6.4미터 높이 3미터가 되는 삼각자가 자연에 설치되면서 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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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효과란 관객의 고유한 경험과 지적 체험에 따라 달리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작가가 이 문명의 척도를 통해 시도하는 바는 비교적 간단 명쾌하다. 삼각자나 콤파

스 그리고 나사못을 실현하면서도 그 눈금의 숫자나 그려진 형태의 외곡을 통해 문

명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가령 콤파스로 그려진 원이 비틀거린다든가 삼

각자의 눈금을 빠트린다든가 아니면 나사못의 와선형 구조를 쓸 수 없는 평면구조

로 디자인하는 등의 행위가 그것이다. 왕루옌은 중국현대미술의 시작에서부터 현재

에 이르기 까지 왕성한 창작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는 중국의 보수적인 예술과 모방

의 규율에 반대하는 동시에 시류와 유행에 부화뇌동하는 작품경향에도 거리를 두며 

자신의 독자적 세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작가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의 가와마타 타다시는 베니스 비엔날레, 카셀 도큐멘타, 뮌스터 조각프로젝트 

등 굴지의 국제미술제를 통해 동시대 일본을 대표하는 환경미술분야의 작가로 알려

져 있다. 금년 8월 23일까지 열린 파리 퐁피두센터에서의 개인전에서 그는 철골 파

이프로 세워진 건물의 외벽에 건축용 판재와 나사못을 이용해 6개의 오두막집을 설

치했다. 이번 조각심포지엄을 위해서 그는 추산공원내의 거목 세 그루를 선택해 그 

상단에 마치 새둥지와 같은 오두막집 <Tree hut in Moonshin>을 설치했다. 그의 건

축적 설치물은 인간이 지은 구조물의 유한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자연과 문명에 관

계하면서 세워지는 유별나고 은밀한 주거공간에 대해서 다양한 메시지를 제공한다. 

작가는 재활용 나무상자나 골판지 그리고 공사장에서 재활용되는 철파이프, 펜스, 

콘크리트 등의 재료들을 매체로 사용해 왔다. 소외된 재료와 외딴 주거공간과 형태

에 대한 관심을 두는 그의 작업에는 관계와  대립 그리고 단일성으로 대변되는 시메

트리의 미학이 옹골차게 자리잡고 있다. 

 

중국작가 쉬빙이 이번 조각심포지엄에 선보이는 작품은 그의 주된 작품 경향인 문자

도 설치작업이다. 뜻을 알 수 없는 한자를 개발하고 이를 형상화하여 선보이는 그의 

작업은 인문학적 정취를 풍기는 동시에 상형문자에 기반을 둔 중국문화권의 전통으

로 물들어 있다. 그러나 쉬빙은 중국의 근현대사에 이단아적 기질을 지닌 작가로서 

천안문사태를 계기로 중국을 떠나 미국의 브루클린에 거주하며 자유분방한 창작활

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마산바다를 묘사한 대표적 가곡 ‘가고파’를 

자신이 발명한 특유의 문자로 번안한 후 돌에 새겨 오솔길을 따라 설치하는 프로젝

트를 내놓는다. <석-경(石-徑)>으로 명명된 그의 작품에서 문자는 이미 언어적 소통

을 위한 도구의 차원을 넘어 조형적 형상을 지닌 아이콘으로 다가온다. 산책로를 따

라 설치된 64개의 바위의 표면에 새겨진 이은상의 싯귀는 푸른 물빛에 젖은 고향의 

이미지와 오버랩 되면서 관객들을 사색과 명상의 공간으로 안내하게 될 것이다. 

전기했듯이 조각심포지엄의 관건은 공공성을 지닌 최적의 주제선정과 그 개념에 걸

맞는 작품의 제작에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이 충족될 때 그 결과물로 탄생되는 

조각공원이 독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신국제조각심포지엄이 국제조

각공원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다. 우선 작품의 수를 확보하

기 위해 한 두 차례의 조각심포지엄을 더 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추산공원내 녹지

와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 정비사업도 별도의 과제로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조각공

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관리를 담당할 부서와 전문인력을 

명확히 하고 공원시설과 별도의 관리시스템을 가동하는 일이 필요하다. 서울올림픽

조각공원의 조각품을 관리하는 소마미술관의 사례를 들어 추산야외조각미술관의 

조각품 관리는 문신미술관에서 담당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일이다. 이외에도 추산야

외조각미술관을 특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창원시립문신미술관, 창원시립박물관, 

회원현성지(會原縣城址), 성덕암을 연계한 문화벨트 조성을 들 수 있다. 

문신국제조각심포지엄 사업은 조각공원 조성의 차원을 넘어 창원시를 명품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공공사업과 연계되어 있다. 2010년 7월 창원시로 행정 통합된 마산

시는 역사가 깊은 항구도시이자 국토개발사업과 더불어 공업단지가 들어서면서 한

국의 근대산업을 주도해왔던 공간이다. 이후 시대가 중공업, 조선, 기계산업에서 서

비스, 금융, 문화컨텐츠 산업으로 선회하면서 역사도시의 비전과 시민들의 자족감

을 세울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문신국제조각심포지엄과 창원국제조각공원 조성사

업은 이러한 시류의 변화에 부응해 제시된 문화적 소명이라 할 것이다. 2010 문신국

제조각심포지엄의 성과는 문신예술의 미학원리로서 시메트리가 국제사회의 거장들

의 작품을 꿰는 조형원리로 제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

을 것이다. 나아가 시메트리가 동시대 융합사상과 연계됨으로서 지역공동체의 결속

을 강화하는 힘과 정신의 원천이라는 점을 제대로 이해할 때 주최측이 설정한 조각

심포지엄의 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믿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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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al of the 2010 Moonshin International Sculpture Symposium was two-fold in 

large; one was to pay a tribute to the sculptor Moonshin who had made a great 

achievement in the world of arts centering around France in the modern age of the 

violent upheaval, and thereby, establish him and his sculpture as a cultural brand 

representing Korea; the other goal was to install permanently in Chusan Park, the 

base of Moonshin arts some sculptures produced by the world-class artists and 

therewith, create an international sculpture park which will be proudly passed down 

as our contemporary cultural heritage to our off-springs. With the former goal, efforts 

were made to develop artist Moonshin's philosophy of the formative art through a 

sculpture symposium or a debate on his art, and with the latter goal, an image of 

the public culture brand matching the typology of arts of our time was conceived to 

be added to the desolate environment of our industrial city Changwon formed in the 

process of nation's modernization to increase the added value of the city.

In order to achieve the goals, the Executive Committee adopted 'Symmetry' as the 

keyword of the project. 'Symmetry' which is a concept of esthetics representing 

Moonshin's arts connotes 'balance,' 'harmony,' 'relation,' 'unity,' and so on, just 

beyond the simple meaning 'a geometric bisymmetry.' Particularly in view of our 

contemporary cultural discourse, 'symmetry' may well be an idealogical ground 

for 'the thought of fusion' pursued by our global community in the 21st century. It 

is an open concept that can be materialized in figurative or abstract formative arts 

of diverse 'fusion' forms representing the organic relationships between object and 

object, nature and men, or spirit and material. However, in order to eschew any 

possible misunderstanding of the word 'symmetry' as a theme of our arts project, 

we decided to juxtapose the opposing word 'Asymmetry' and thereby, conceived 

a theme 'Symmetry-Asymmetry' for our sculpture symposium. Through a series 

of hot debates, we came to set the theme 'Symmetry-Asymmetry in the Nature' 

for our symposium. 

At a glance, Moonshin's sculpture works seem to be strictly bisymmetric, but 

looking closely at them, you will find that he had consistently used a formative 

methodology destroying the bisymmetrical geometric proportion. Such intention 

of his may well be confirmed in his numerous works produced during his life in 

Paris and at home thereafter. In Moonshin's arts, the symmetry as a principle of 

esthetics connotes the concept of asymmetry after all, and thus, the esthetics 

of the relation between symmetry and asymmetry may well be extended to the 

relation between nature and life. At this sculpture symposium, 'symmetry' was 

presented as a criterion for the selection of the artists invited to the symposium. 

So, it was never coincidental that most of the artists expressed their concern 

with the theme at the symposium and its relevant informal gatherings. All in all, 

it is conceived that the artists invited implemented the theme in their works by 

using their own dictions, and therefore, that we could feel a sense of unity for 

their works in terms of the theme 'symmetry.' 

For any sculpture symposium, the basic conditions should be a theme presented 

by its executive committee, artists' understanding of the theme, and their 

implementation of it in their works. Should such conditions be met, the resultant 

sculpture park would have its own unique value and originality. In addition, an 

effort is required to respond to the place-specific history of the sculpture park as 

well as citizens' nostalgia. Hence, our executive committee set the following five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the artists; ① an esthetic connection with Moonshin's 

arts, ② a harmony with history and environment of the place where their works 

would be installed, ③ reputation in the international art community, ④ conformity 

to citizens' needs for the cultural nostalgia and their popular tastes and ⑤ 

formative esthetics of the work. Indeed, it was not easy to find the artists who 

would meet all of such criteria within the limited budget and time. However, 

we perceive that we were successful as much as we expected in view of the 

reputation of the artists invited and their excellent works. 

10 artists were invited to the 2010 Moonshin International Sculpture Symposium: 

Peter Burke, Jean-Luc Vilmouth, Robert Morris, Dennis Oppenheim, Sekine 

Nobuo, Kawamata Tadashi, Xu Bing, Wang Luyan, Park Chong-bae and Park 

Suk-won ; two artists from each of the Far East Asian countries (Korea, China 

and Japan), one each from the United Kingdom and France and two from the 

United States. The Far East Asian artists accounted for the majority of the artists 

invited. Their entry works have been deployed as follows in consideration of the 

conditions of Chusan Park,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s and the circulation of 

the audience.

For our sculpture symposium, Park Suk-won presented a new monumental 

work putting a full stop to his career as an artist. It is a gigantic granite structure 

titled <Accumulation-2010-Wind>. It is 10 meters wide and 4 meters high. The 

imposing scale and the properties of the stone material guide the audience to a 

world of inspiration or sort of the sublime. On the other hand, his work reveals 

a strong place-specific characteristic because it stands on the boundary 

between plane and slope in the park. The wall signifies a demarcation as 

a structure positioned in a space dividing inside and outside, while being 

presented as a sign connoting a variety of meanings including 'protection' or 

the basic significance of architecture. Park Suk-won who has explored an 

arena of the Korean contemporary sculpture since the latter part of 1960s has 

revealed the structures and properties of the objects rather than their forms, 

while integrating the inter-dependent relationships among the units combined to 

create a sense of unitarity. This time, he attempted to transcend the dimension 

of the wall as structure and substance to reveal some semantic situations both 

inside and outside only to conform to the thought of 'symmetry' grounded on 

the aesthetics of fusion.

Power	and	Spirit	in	the	Symmetry

Kim Young-ho   Commissioner Moonshin International Sculpture Sympo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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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YRINTH' put forwards by the American Robert Morris for the symposium is 

an equilateral triangular installation structure with its side as long as 12 meters. 

This work made of the stainless net unravels the aesthetics of our symposium 

theme or  'Symmetry-Asymmetry' according to its own unique diction. As a 

labyrinth is comparted according to a geometric proportion at the dead end 

inside the triangle, the audience will be induced to walk in and out of the work 

along this passage. The exterior wall of the passage as high as 2.4 meters and 

as wide as 1 meter is made of the steel net allowing you to peep into the inside 

almost transparently. Morris who emerged in 1960's is a forerunner of the minimal 

art changing the trend of the 20th-century fine art much. He has conduced to 

the demolition of the boundary between art and non-art with his well-controlled 

mode, extremely simply form and impersonal expression. <Labyrinth> urges us 

to have a new perception of space and place linking inside and outside, while 

presenting a mystery hidden in geometry as the clear form 'labyrinth.' 

Sekine Nobuo from Japan is a figure representing the Monoha Group who had 

led the trend of the Japanese contemporary fine art in late 1960s. His work is 

one of his model work <Phase of Nothingness> series. One of his works featuring 

a huge natural rock placed on the rectangular steel column was introduced first 

at Venice Biennale only to allow him to join the rank of the world-class artists 

all of a sudden. The stainless steel column as high as 4.6 meters reflects the 

surrounding nature intact like a mirror, and the rock as heavy as 11 tons placed 

on the column hallucinates you as if it were floating in the air. Sekine 'attempts to 

draw your attention to the position or status of an object related to other object.' 

Namely, his aesthetics may well be interpreted as a vocabulary meaning object, 

space, position, situation or relation. Such contrast and relational aesthetics are 

closely connected with the diction of 'symmetry.' Since 1973 when he established 

an environmental fine art studio, he has been engaged primarily in the public 

sculpture projects, and in this process, he conduc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environmental fine art as a trend of arts.

The Korean artist Park Chong-bae was born in Masan. Currently, the artist 

based in the United States have been recognized well on the international 

stage of arts. For our sculpture symposium, he presented a work titled <Nail 

and Earth>, which is a structure combining an aerodynamic volume like a toy 

top with a rectangular cube driven into the volume. The two masses of different 

identities are combined into a unitary formative art work. In this sense, his work 

is appreciated most by us in that it expresses the aesthetics of 'Symmetry-

Asymmetry' or the theme of our sculpture symposium. The cross-encounter 

between circle and rectangle or organic structure and geometry has long been 

treated as an prototype form in architecture since ancient times, and artists have 

expressed a rhythm of life therein. Park Chong-bae defines his work as 'a labor 

pursuing some spiritual stimulation.' And he adopts as his own view of arts the 

attitude 'toward the life living in the two opposing situations.' The artist explains 

such situations as a concept of symmetry. To him, 'the concept of  symmetry hits 

him more heavily when he seeks for some internal essence rather than some 

external elements of a form.

Dennis Oppenheim from  the United States  have had a fountain sculpture titled 

<FALLS> installed for this event. The water surface of a circular fountain existing in 

Chusan Park is used as a support, which highlights artist's use of the installation 

place. The fountain sculpture as high as 3.8 meters is a kind of environmental 

formative art work featuring the harmony between water and light. It is believed 

that the art work will be a masterpiece for the park. The art work has been 

produced by using the technique applied frequently in the American gardens 

to stack up the pool materials. Anyway, it may well be characterized by artist's 

own unique sense of humor and formative art. Openheim began to be reputed 

internationally since 1960's, while he was leading such experimental arts as terra 

art and performance. And since 1970s, he began to flatter people's sense of 

aesthetics with his works combining sculpture and architecture. Together with 

Robert Smithson, Richard Long and Michael Heizer, he would be interested in a 

creative connec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men.

The gigantic installation work provided for by Jean-Luc Vilmouth for our sculpture 

symposium features 7.6-meter-high street lamps  surrounding a round ground 

with its diameter as long as 6.9 meters.  People can take a rest on the stepped 

ground forming a part of the art work titled <A Place with Light>. When night falls, 

the street lamps will be on to render a fantastic spectacle like a cage of light. 

The loud laughs burst from the kids who go in and out the huge cage of light 

standing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dark sky will get joined together with 

the sliver poles of the street lamps to transform the park into a space of dream 

and romance. We will be able to understand where the creative vision comes 

from and how it is expressed when we are awakened of artist's wit and ability 

to transform the usual object or the street lamp into a structure of an artistic 

dimension. We will also be aware of the simple truth that arts come from our 

peripheral life but enrich the quality of the life. 

Peter Burke from the United Kingdom has introduced to us an enormous iron-

cast head statue as high as 3 meters. The work is titled <Head Space>. A figure's 

head was moulded out with the 3D printing technique, and then, iron was cast 

over the prototype model, and finally, the mould was enlarged to produce the 

statue. In this process, the image of the head was divided into a dual structure of 

intaglio and relief to be assembled. Artist's primary intention underlies the work. 

Like Janus depicted in the Roman myth, the statue of head has dual sides, 

and further, implies the contrasts between inside and outside, Yin and Yang, 

and between truth and falsehood. In particular, since this work adopts a refined 

formative method of laser-cutting the iron sheets and stacking the iron cuts like 

bricks, it will be highlighted as an art work of a new type applying an industrial 

environment technology together with the human body sculpture technique. In 

view of the theme of our sculpture symposium, this art work reveals th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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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symmetry and asymmetry and its spirituality, both of which are the core 

aesthetics of the theme.

Wang Luyan from China would install a gigantic triangular ruler on a green hill 

deep into Chusan Park. The effects derived from the gigantic triangular ruler as 

long as 6.4 meters and as high as 3 meters may well be perceived differently 

depending on audience's personal experiences and intellectual levels. However, 

what the artist attempts to deliver through this ruler of civilization is relatively 

simple and clear. The message implied in the erratic graduations of the ruler 

or the distorted forms of scale, compass and screw is a critical view of the 

civilization. To be more specific, the circle drawn by the compass falters, and 

some graduations are missed on the ruler, and the screw is designed not as the 

spiraled structure but as a planar one. Wang Luyan has been engaged actively 

in the creative activities since the beginning of the Chinese contemporary art. He 

opposes the conservative art of China as well as the discipline of mimicry, while 

distancing himself from the tendency to follow the current trend or fashion. In 

short, he is reputed as an artist maintaining his own unique world of art.

Kawamata Tadashi from Japan is known as an artist representing Japan in the 

contemporary environmental art; he has gained fame through Venice Biennale, 

Kassel Documenta, Munster Sculpture Project and other prestigious international 

art festivals. At his solo exhibition held at Pompidou Center in Paris until August 

23 this year, he used building boards and screws to install 6 huts on the exterior 

wall of a building constructed of steel frame pipes. For our sculpture symposium, 

he chose 3 tall trees in Chusan Park and therewith, installed some nest-like huts 

titled <Tree Hut in Moonshin> on the tops of the trees. His architectural installations 

reveal the finitude of the man-made structures and at the same time, deliver 

a variety of messages about the odd and secret living spaces related to both 

nature and civilization. The artist has used recylable wooden boxes, corrugated 

cardboards and such recyclable construction materials as steel pipe, fence 

and concrete wastes. The artist who is interested in alienated materials, isolated 

housing spaces and forms has presented the art works implementing the 

aesthetics of symmetry characterized by relations, confrontations and unitarity.

The art work introduced by the other Chinese artist Xu Bing for our sculpture 

symposium is an installation of letters. He develops incomprehensible Chinese 

characters and then, configures them into some forms. Hence, his art works 

have a sentiment of humanity science, while being imbued with the tradition of 

the Chinese cultural sphere based on the hieroglyphics. However, Xu Bing is a 

maverick artist i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the Chinese art. Just 

after the Tienanmen incident, he left China to be settled in Brooklyn, U.S.A. Since 

then, he has been engaged in free and creative activities. For our sculpture 

symposium, he presents a project installed along a narrow path; the project 

consists of the stones with his own unique characters inscribed. The characters 

invented by him represent the words of the song 'I Want to Go Home'; the song 

depicts the Sea of Masan in a very nostalgic way. In the art work titled <Stone-

Path>, letters are the formative icons transcending the tools for the linguistic 

communication. Composer Lee Eun-sang's poem or the words of the song 

inscribed on 64 rocks installed along the promenade are overlapped with the 

image of poet's home imbued with the blue water light only to guide the audience 

into a space of contemplation and meditation.

As discussed above, the keys to the successful sculpture symposium were the 

most optimal theme and the art works matching the theme. Should these two 

conditions be met, the resultant sculpture park would be reputed for its own 

unique art park. Anyway, there is a long way to go toward the establishment of 

Moonshin International Sculpture Symposium as an international sculpture park. 

First of all, one or two more sculpture symposiums need to be organized to 

diversify the art works in the park.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rearrange 

the green zones and facilities in the park. Above all, in order to see the 

sculpture park function well as expected, it is essential to organize a team and 

its professional members for the management of the art works, while operating 

a management system separately from the park management. For this purpose, 

it is deemed necessary to benchmark Soma Museum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of Seoul Olympics Sculpture Park. Namely, we need to consider 

the alternative that Moonshin Museum will take charge of the management of the 

sculptures in Changwon Sculpture Park. Besides, in order to make our park more 

specialized, it is deemed necessary to create a cultural belt linking Changwon 

Municipal Moonshin Museum, Changwon Municipal Museum, Hoiwon Prefecture 

Fortress Site and Seongdeok Valley.

Moonshin International Sculpture Symposium project is related with the public 

projects designed to redevelop Changwon city into a brand city, just beyond a 

sculpture park project. Masan city which was integrated into Changwon city in 

July, 2010 was a time-honored harbor city as well as an industrial estate which 

had led the modernization of nation's industries. Later, as the focus on nation's 

industries shifted from ship-building, machinery and other heavy industries to 

service, finance and cultural contents, Changwon city came to require some 

mechanisms for a new vision of the historical city and its citizens. The projects 

of Moonshin International Sculpture Symposium and Changwon International 

Sculpture Park must be the cultural callings conceived in this age of the 

industrial restructuring. The achievement of 2010 Moonshin International Sculpture 

Symposium may well be found in the possibility that the aesthetic principle 

of Moonshin arts or 'Symmetry' could be presented as a formative principle 

encompassing world-class maestros' art works. Furthermore, it is believed that 

when 'Symmetry is connected with our contemporary thought of fusion to be an 

origin of power and spirit reinforcing the solidarity of our local community, the 

goals of our sculpture symposium would be achie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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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san Open Air Sculpture Museum



①	박	석원	_	Park	Suk-won

②	로버트	모리스	_	Robert	Morris

③	세키네	노부오	_	Sekine	Nobuo

④	박	종배	_	Park	Chong-bae

⑤	데니스	오펜하임	_	Dennis	Oppenheim

⑥	장	뤽	빌무스	_	Jean-Luc	Vilmouth

⑦	피터	버크	_	Peter	Burke

⑧	왕	루옌	_	Wang	Luyan

⑨	가와마타	타다시	_	Kawamata	Tadashi

⑩	쉬	빙	_	Xu	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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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san Open Air Sculpture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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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Burke
 피터 버크

최근 개발된 컴퓨터 3D 프린팅 기법과 레이저 커팅 기술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질감을 십분 활용해 제작한 거대한 

인물 두상 작품이다.  볼록과 오목의 형태로 조합된 이미지는 로마 신화의 야누스 얼굴처럼 양면적인 모습을 띠면서 관객에게 

신비로운 공간체험을 선사한다.

For this massive head, the artist made full use of the high-end computer 3D printing and laser cutting 

technologies as well as the texture of its material stainless steel. The image both concave and convex looks two-

faced like Janus in the Roman myth. You sure will experience a mysterious space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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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Space 

3100×2800×3000(mm)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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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Morris
      로버트 모리스

로버트 모리스는 절제된 양식과 단순한 형태 그리고 몰개성적인 표현에 기초한 미니멀 조각의 대부로 불린다.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이 작품은 안과 밖을 연계하는 공간과 장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유도하며 삼각형에 숨겨진 불가사이한 신비를 미로

라는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Robert Morris is called 'doyen of the minimal sculpture' for his works featuring controlled mode, simple form and 

impersonal expression. This work allowing you inside urges you to have a new perception of the space or place 

mediating inside and outside, while representing the mystery hidden in the triangle as a form of labyri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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迷路 LABYRINTH

12000×12000×240(mm)

Stainless steel mashf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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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kine Nobuo
      세키네 노부오

세키네 노부오는 일본 현대미술의 흐름을 주도했던 모노하(物派) 그룹의 대표적 작가다. 사각의 스테인리스 스틸 기둥에 얹혀

진 거대한 바위는 마치 공중에 부유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의 작업은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

되는 위치나 상태에 주목케 한다.

Sekine Nobuo represents the Monoha group who once led the Japanese contemporary art. The massive rock 

placed on the rectangular stainless steel column may rouse up a delusion as if it were floating in the air. His work 

urges you to note a location or status express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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空相  Phase of Nothingness

3900×1700×4645(mm)

Stainless steel, stone





0 0 3 8 SYMMETRY-ASYMMETRY IN THE NATURE



SYMMETRY-ASYMMETRY IN THE NATURE



0 0 4 0 SYMMETRY-ASYMMETRY IN THE NATURE



SYMMETRY-ASYMMETRY IN THE NATURE



0 0 4 2 SYMMETRY-ASYMMETRY IN THE NATURE

Dennis Oppenheim
      데니스 오펜하임 

데니스 오펜하임은 조각과 건축이 결합된 대형 작업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모색하는 환경미술 분야의 주역이다. 이 분

수조각은 기존에 설치된 원형 분수대의 수면공간을 지지대로 재활용한 작품으로서 빛과 물 그리고 신소재를 융합한 작가의 조

형능력이 돋보인다.

Dennis Oppenheim is a leading environmental artist who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men 

through the massive works combining sculpture and architecture. For the support beam of this fountain sculpture, 

the artist reused an obsolete round fountain. You should note artist's formative capability of fusing light, water and 

new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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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LS

3800×3300×3900(mm)

F.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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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Chong-bae
 박 종 배

박종배의 이 작품은 팽이 모양의 유선형 볼륨과 그 안에 박힌 사각형의 입방체가 서로 결합된 형태의 구조물이다. 두개의 다른 

정체를 지닌 매스가 하나의 조형작품으로 단일성을 이루는 그의 작업은  ‘두개의 상반된 상황 안에 생존하는' 인간의 삶에 대

한 성찰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This work is a structure combining a stream-lined volume like a toy top and a rectangular cube stuck therein. 

The two masses of different identity form a unity as a formative work, which contains a message of meditation on 

our human life 'living in the two opposing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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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과 大地 Nail and Earth

3130×2200×2200(mm)

Bron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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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Suk-won
 박 석 원

한국 현대조각의 새로운 장을 개척해 온 박석원은 형태보다 구조와 사물의 물성을 드러내는 작업을 꾸준히 실행해 왔다. 이 작

품은 벽의 구조와 물성을 표현한 것으로서 조합된 단위들이 상호의존적 관계를 통합해 하나의 단일성을 이루게 하는 작가의 

치밀한 조형관을 잘 보여준다.

Park Suk-won who has endeavored to open a new chapter of the Korean contemporary sculpture has continued 

to express the properties of structure and object rather than their forms. This work which expresses the structure 

and properties of the wall features the minute formative view of the artist who integrates the interdependent 

relationships among combined units into an on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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積意-2010-바람 Accumulation-2010-Wind

10000×450×4000(mm)

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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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wamata Tadashi
                    가와마타 타다시

가와마타 타다시는 베니스 비엔날레, 카셀 도큐멘타, 뮌스터 조각프로젝트 등 굴지의 국제미술제를 통해 알려진 환경미술 

분야의 작가다. 세 그루의 나무위에 낯설게 설치된 오두막집은 인간이 지은 건축물의 유한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주거공간

을 둘러싼 새로운 메시지를 제공한다.

Kawamata Tadashi is an environmental artist well-known through such prestigious international art festivals as 

Venice Biennale, Cassel Documenta, Munster Sculpture Project and so on. The cottage installed unfamiliar on 

three trees reveals a finitude of the man-made architecture, while delivering a new message about our living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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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 Hut in Moonshin 

1800×1800×2000(mm)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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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n-Luc Vilmouth
 장-뤽 빌무스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가로등을 예술작품으로 변모시키는 작가의 재치와 창조적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밤이 되어 가

로등에 불이 켜지면 은백색의 기둥들은 빛의 새장처럼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꿈과 환상이 피어

나는 쉼터가 된다. 

You may well perceive artist's wit and creative vision transforming the commonplace streetlight into an art work. 

When the streetlight goes on at night, the silver-white columns will create a fantastic scene like a glowing bird 

cage. At this recess, you shall fall into dream and il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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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lace with Light

6940×6940×7630(mm)

Stainless steel Street light, 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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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 Luyan
   왕루옌

왕루옌은 중국의 보수적인 예술과 시류에 부화뇌동하는 작품에 거리를 두면서 자신의 독자적인 세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여기 설치된 삼각자는 문명의 척도를 상징하지만 눈금의 숫자를 교묘하게 왜곡시킴으로서 규범화된 문명의 위상에 대한 풍자

와 비판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Wang Luyan has kept his own unique world of art, distancing himself from the Chinese conservative art as well 

as the works currying favor with the public. The triangular scale installed here may well symbolize the scale 

of civilization, but with its graduations distorted dexterously, the scale satirizes and criticizes the topology of the 

normalized civ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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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角尺 Triangular ruler

6400×100×3000(mm)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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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u Bing
   쉬 빙

쉬빙은 뜻을 알 수 없는 한자를 개발하고 이를 형상화한 작업으로 유명하다. 이은상의 시 <가고파>를 소재로 삼은 이 작품에서 

문자는 이미 언어적 소통을 위한 도구의 차원을 넘어 조형적 형상을 지닌 상징 기호로 읽히면서 관객들을 색다른 사색과 명상

의 공간으로 안내한다.

Xu Bing is famous for the development and configuration of the Chinese characters not comprehensible. In 

this work the subject matter of which is poet Lee Eun-sang's "I dream of my home", the letters are read as the 

symbolic signs of a formative look beyond the linguistic communication tools. You shall be guided into a new 

space of speculation and med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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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徑 Stone-Path

700×700(mm)

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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