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on Se-Hwa



인간은 타인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행동과 생각이 규정되기도 한다. 다른 사

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때로는 그들의 질서에 소속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불안하고 소외되기도 한다. 요

즘 사람들은 하루라도 휴대폰 없이 생활할 경우 그 초조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

을 간절히 원하며 때로는 휴식이 필요하지만 막상 혼자라는 시간의 자유가 주어지면 걱정과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 현대인들은 삶을 살면서 사람들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크고 작은 질서 속에 들어가게 되는 숙명을 지녔다. 막상 그 무리 속에 들어간다고 하여도 현실에 안주

하지 못하며 타인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쉴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

리들의 모습이다. 비슷한 옷을 입고 같은 시간에 똑같은 길을 걸으며 눈앞에 보이는 한 가지 목적을 향

해 가는 반복된 패턴을 지니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군중 속에서 무력감과 불안한 감정을 느끼기도 한

다. 누군가는 이 무리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각인시키고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며 자신

의 존재, 삶의 이유에 대해 성찰하기도 하며 안정감을 찾는다.

언젠가 일상에서 벗어나 휴가를 떠난 적이 있다. 거기서 나는 일상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생각한 휴양지에서의 휴식이 그리 달콤한 것만이 아니었다. 내가 그리는

이상향과 현실이 부딪혀 다가오는 괴리감은 나를 혼란에 빠뜨렸다. 이러한 모순적 감정은 내가 생각해

왔던 휴식의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휴식의 시간이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작품에서 보이는 에메랄드빛 바다는 쉽게 동요되지 않고 꿈꾸는 몽환적 공간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이

성찰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는 곳이기도 하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 즉 유토피아적 공간을 뜻한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공간을 현실사회의 굴레와 대비되는 공간, 일상적 모습과 반대 되는 곳으로 실제

존재하는 바다의 광활함이 아닌 몽환적이며 안개 속에 휩싸인 공간으로 연출하고자 한다. 작품에서의

바다는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는 공간으로 존재하지만 막상 사람들은 바다

에 등을 돌린 채 자신만의 일들로 분주하다. 휴양지라는 공간이 주어졌지만 쉽게 휴식을 취할 자신이

없어 보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무리 지어 모여 있고 한쪽에서는 마치 일꾼이 된 개

미 마냥 바쁘게 뛰어가기도 하며 쉴 틈 없이 줄지어 움직이며 무리 쪽으로 향한다. 이들은 작은 무리에

서 큰 무리로 옮겨 가기도 하며 무엇인가 걱정하는 듯 그 무리 안에서 힘없이 고개를 떨어뜨린 채 옹기

종이 모여 있다.

Artist Statement



작품에서 사회 체계의 존재는 거대한 기계처럼 보이며 개개인은 이 틀 속에 각자의 가치를 드러내며

작은 부속품과 같아 보이기도 한다. 이들은 한 곳을 바라보며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수동적으로 움직인

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속에서 사람들은 공존하고 있으며 각자의 개성이 특별하게 보이기를

바란다. 이러한 개개인이 모여 형성된 군중이라는 형태는 곧 개인이 갈망하는 삶과 자아를 찾아 나서

는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나는 현대인의 자화상이 타인과 조화로운 형태로 나타나길 바라며 한 명 한 명 개개인의 모습을 개성

있는 모습들로 표현하고자 한다. 작품 속에 나타난 나의 모습은 항상 어딘가를 응시한 채 사색을 하고

있다. 이는 평안함의 시간을 꿈꾸는 나 자신의 바람이기도 하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군중

속에서 느꼈을 외로움과 내가 생각하는 삶의 이상향이 작품 속에서 공존하며 표현되고 있다. 우리는

군중에서 벗어나 자신을 들여다보며 성찰할 수 있는 진정한 휴식의 시간과 여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하나의 목적이 아닌 인생의 큰 목표를 세워 볼 수 있는 에메랄드빛 바다를 닮은 휴식이

필요해 보인다. 그 여유로운 휴식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으며 때로는 밀물처럼 밀려오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문세화-



Moon Se-Hwa

Find Myself

Oil on canvas
145.5 x 83 cm (80)



Moon Se-Hwa

Ralra beach

Oil on canvas
116.8 x 72.7 cm (50)



Moon Se-Hwa

실존

Oil on canvas
45.5 x 53 cm (10)

2014



Moon Se-Hwa

그 자리에 서요

Oil on canvas
(10)
2022



Moon Se-Hwa

Ralra beach

Oil on canvas
2022



Moon Se-Hwa

Ralra beach

Oil on canvas



Lee Seo-Young



‘기분’ 이란 인간의 본질이자, 대상 환경에 따라 인간의 마음에 저절로 생기는, 한 동안 지속되는

감정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분 내키는 대로’의 즉흥성이 아닌 오랜 기간동안 누적되

어 자연스럽게 형성된 자아가 판단하는 기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여기 하나의 오브제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오브제를 관찰할 때, 그 자체를 탐구하기 보다는

각자 살면서 학습되어 형성된 자아에 의해 무의식속에서 그 사물을 바라본다. 더욱이 개인에 따라 무

의식의 다양성으로 사물을 보는 시야는 무한에 가깝다. 즉, 오늘은 아름다운 것이, 내일은 그렇지 않

은 것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어쩌면 세상에 단 하나의 본질은 없다. 개인의 시간과 경험은 주위 세계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고

사유한다. 작가는 그것을 ‘기분’으로 나타난다고 정의한다. 그래서 기분은 우리 존재의 실체와 마찬

가지인 셈이다. 하이데거(Heidegger)의 이론을 기분철학이라 지칭하는 것처럼 말이다.

작가는 공간을 관찰할 때, 그 곳을 거쳐간 감정, 기분에 집중한다. 6면으로 구성된 공간을 해체하고

새롭게 색을 입혀, 가능한 범위의 다측면의 본질을 이끌어 낸다. 누군가는 보지 못했을 부분을 찾아

내어 다시 캔버스에 다각형, 다측면을 보여주는 것이 작가 본인의 작업 내용이다. 특히, 기분과 공간

적 요소가 만나게 되었을 때 다각형들은 층위를 이루며 의미를 더한다. 이것은 기분이 우리의 실체이

며, 동시에 공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무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더 나아가 모

든 것이 기분에 따라 달리 보이곤 한다.

작가는 색, 형태, 질감 등을 재구성하여 하나의 공간과 그 주변의 날씨, 분위기, 감정까지 모두 캔

버스에 담는다. 더 나아가 공간을 재조합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감정과 좀 더 마주하는 시간을 갖

는다.

-이서영-

Artist Statement



Lee Seo-Young

Stimmung und raum

Mixed media
162 x 130 cm

2022



Lee Seo-Young

Stimmung und raum

Mixed media
80 x 80 cm

2022



Lee Seo-Young

Stimmung und raum

Mixed media
80 x 80 cm

2022



Lee Seo-Young

Stimmung und raum

Colored pencils on PVC board 
70 x 80 cm

2022



Lee Seo-Young

Stimmung und raum

Colored pencils on PVC board 
60 x 70 cm

2022



COSMONS



코스몬스(Cosmons) 이름의 뜻은 Cosmos(우주)와 Monster(괴물)의 합성어이다. 코스몬스는 서울과 뉴

욕에서 여러 학위를 취득하며 무한한 열정으로 디자인, 광고, 애니메이션, 영화 등 다양한 분야를 공 부

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어릴적부터 좋아했던 것과 어른이 되서 새롭게 좋아진 것들을 탐구하여 새

로운 Planet(행성)을 창조 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는 유명한 캐릭터 및 브랜드 제품들을 재료로 삼아, 대

중들에게 유쾌한 시선과 질문을 제공한다

2021 Seoul. URBAN BREAK art fair

2019~ YouTube Channel. Animation. 87K subscriber

2016 New York. School of Visual Arts (SVA). Design. Undergraduate degree.

2016 SVA TOP Percentile Portfolio (Examplary Work)

2015 SVA TOP Percentile Portfolio (Examplary Work)

2015 Film. Pasta. Director. (Film Award: KAFFNY, GIFF)

2015 Play. Free Fall. Assistant Director.

2014 SVA TOP Percentile Portfolio (Examplary Work)

Artist  Profile



Cosmons

Sno & Her (Leaning, pop, 4)

Acrylic on canvas
130.3 x 130.3 cm (100)

2022



Cosmons

Kill All (Skyblue, violet, green)

Acrylic on canvas
91 x 91 cm (50)

2022



Cosmons

Hollow (violet, green)

Acrylic on canvas
50 x 50 cm (12)

2022



Cosmons

If you can’t do it (mint, violet, green)

Acrylic on canvas
50 x 50 cm (12)

2022



Cosmons

Don’t always do your best (green, violet, blue)

Acrylic on canvas
50 x 50 cm (12)

2022



Kim Ji-Young



작품의 주인공은 생전에 문화, 역사속에서 대중들에게 큰 사랑과 관심을 받은 유명인들이다. 

자기만의 분야에서 이름을 크게 떨쳐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인물들이다. 이들의 실제

내면세계와 고착화된 이미지의 간극을 색이라는 조형언어로 표현하고자 한다. 역사 문화의

아이콘에 색반전을 준듯한 채색을 통해 생경함을 부여한다. 인물들을 단순화된 면으로 아이콘화

시켰지만 생경한 색상의 농도감, 결합, 대비로 간극을 해체하면서 인물과 작가의 교류에서 오는

정신적인 에너지의 온도를 색채로 표현하였다. 궁금적으로 그들의 다방면을 인식하고 열정을

되새기며 각자의 자아성찰 기회를 갖고자 한다.

-김지영-

Artist Statement



Kim Ji-Young

Luciano Pavarotti

Oil on canvas
116.8 x 91 cm (50)

2015



Kim Ji-Young

The Aura - Lennon

Oil on canvas
116.8 x 91 cm (50)

2021



Kim Ji-Young

The Aura - An

Oil on canvas
91 x 72.7 cm (30)

2022



Kim Ji-Young

The Aura - Yu

Oil on canvas
91 x 72.7 cm (30)

2022



Kim Ji-Young

The Aura - Yun

Oil on canvas
91 x 72.7 cm (30)

2022



Theo Roberts



We have created countless different artifacts to make lives better and more beautiful. 

In return, our Mother Nature has been destroyed and even vanished. However, although 

we realize the importance of Mother Nature and would like to revive it back to where it 

was without Artifacts, we are incapable of living without them anymore. Hence, we will 

not be able to cast away our artifacts and make a harmonious life together with Mother 

Nature and the Artifacts.

Both Mother Nature and Artifacts have become inseparable. There is no way to see 

Mother Nature without Artifacts and Artifacts without Mother Nature today and in the 

future. Mother Nature and Artifacts have created a different and unique element.

Theo Roberts focuses on this matter in his works. His works contain Artifacts such as 

architectural buildings and houses in Mother Nature. He also works on Mother Nature 

under the Artifacts.

His photographs show his artifactual element, which is his hand brushing. His hand 

brushing is the destruction of his natural photography through the act of his artifactual

hand brush.

When photographs represent nature, his consistent oil brushes represent artifacts. 

After hand brushing on photographs, his work becomes a different format of the art 

form, just like we live in a world of mixture between Mother Nature and Artifacts.

Artist Statement



우리는 더 나은 삶과 아름다움을 위해 수많은 인공물들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 대자연이 파괴되거

나 사라지는 현상이 생겼다. 하지만 우리가 대자연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시 인공물들이 없는 세상으

로 소생시키려고 해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 없이는 살수 없는 세상에 와버렸다. 그럼으로

우리는 인공물들을 없애지도 못하고 오히려 대자연과 함께 조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대자연과 인공물을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사이가 되었다. 이제는 대자연에 인공물

없이, 혹은 인공물 없는 대자연은 지금도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대자연과 인공물은 이제

새롭고 색다른 요소를 만들어냈다.

테오 로버츠는 자신의 작품에 이런 철학을 녹인다. 그의 작품 속에는 인공물의 상징인 건축물이나

집들이 대자연 속에서 보여진다. 또한 대자연을 인공물속에 녹여들기도 한다.

그의 사진에는 그의 인공물이 들어있다. 그의 손 (붓)으로 사진을 칠하는 행위는 마치 자연을 상징

하는 사진을 인공물인 핸드 브러쉬로 파괴하는 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사진들은 자연을 상징하고 일관된 오일 브러쉬는 인공물을 뜻한다. 사진에 핸드 브러쉬를 행

하면, 그의 두 행위 (사진과 핸드브러쉬)가 완전히 다른 예술 작품으로 탄생한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대자연과 인공물들의 조합 속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Artist Statement



Theo Roberts

Landscape Night RWY (ny17sep) 3-10

Oil on photograph
60.9 x 40.6 cm (30)

2019



Theo Roberts

Landscape RWYt (ice17mar)

Oil on photograph
60.9 x 40.6 cm (30)

2019



Theo Roberts

Architecture RWY (chu17jun) 3-10

Oil on photograph
60.9 x 40.6 cm (30)

2019



Theo Roberts

Crowded Dream BWY (qc19aug) 5-10

Oil on photograph
60.9 x 40.6 cm (30)

2021



Theo Roberts

Capital Dream BWYt (dw19dec) 5-10

Oil on photograph
60.9 x 40.6 cm (30)

2021



Theo Roberts

Calm Dream GRWY (jc19jul) 5-10

Oil on photograph
60.9 x 40.6 cm (30)

2021



Theo Roberts

Tranquility no.4 (ny17sep)

Oil on photograph
28 x 35.5 cm

2022



Theo Roberts

Serenity no.8 (ice17mar)

Oil on photograph
28 x 35.5 cm

2022



Theo Roberts

Composure no.5 (chu17jun)

Oil on photograph
28 x 35.5 cm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