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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쿄징《제 4 장：아이 러브 사이쿄-사이쿄국 대통령의 일상》2009

-개최개요 결정·제일탄 아티스트 발표동아시아문화도시 2017 교토실행위원회는 9 월- 11 월에 행하는 코아기간사업의 메인 프로그램으로서 세계유산 니조성 과 교토예술
센터를 행사장으로 한중일 현대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대규모 현대미술전을 개최합니다.

명칭：동아시아문화도시 2017 교토 - 아시아 회랑 현대미술전
기간：2017 년 8 월 19 일(토) - 10 월 15 일(일)【58 일간】
※관계자를 위한 내람회는 8 월 18 일(금)

장소：니조성, 교토예술 센터
주최：「동아시아문화도시 2017 교토」실행위원회,
교토시, 문화청
【동아시아문화도시란】
한중일 문화 장관 회의의 합의에 따라, 한국·중국·일본의 3 국에 있어, 문화예술에 의한
발전을 지향하는 도시를 선정하고, 그 도시에서 현대예술 문화와 전통문화, 또한 다채로운
생활 문화에 관련된 여러가지 문화예술 이벤트 등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 내의 상호이해·연대감의 형성을 촉진하는 것과 아울러 동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의 국제
발신력의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아시아 문화도시에 선정된 도시가 그 문화적
특징을 활용해서, 문화예술·크리에이티브 산업·관광의 진흥을 추진함으로써 사업 실시를
계기로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7 년 교토시/ 2016 년 나라시/ 2015 년 니이가타시/ 2014 년 요코하마시)

아티스틱·디렉터
다테하타 아키라 Tatehata Akira（미술평론가・시인）
1947 년 교토생.1972 년 와세다대학 문학부 불문과 졸업,2005 년~ 11 년 국립국제미술관관장, 2011 년~ 15 년 교토시립예술대학 학장,
2011 년~사이타마현립 근대미술관관장, 2016 년~다마(多摩)미술대학학장. 전문은 근현대미술.「베네치아 비엔날레」일본전시관 커미셔너 (1990,
93 년）,「요코하마 트리엔날레 2001」아티스틱·디렉터,「아이치 트리엔날레 2010」예술감독 등, 많은 국제 미술전을 조직하고 아시아의
근현대미술의 기획에도 많이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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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아티스트(2017.2.3 현재 14 팀)

다음 아티스트 발표는 2017 년 4 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함

사아쿄징(西京人)
[ 오자와츠요시, 젠·샤요숑, 김홍석］

시작시기

영어 표기
Xijing Men［Ozawa Tsuyoshi,
Chen Shaoxiong and Gimhongsok ］

호리오 사다하루＋현장예술집단「공기」 Horio Sadaharu

+ On Site Art Squad KUKI

출생지
-

e. 2007*

거점
오자와=사이타마
김홍석＝서울
젠＝북경

1939

효고현

코베

̶

효고현

교토

야나기미와

Yanagi Miwa

하나오카 노부히로

Hanaoka Nobuhiro

1980

히로시마

교토

히사카도 츠요시

Hisakado Tsuyoshi

1981

교토

교토

다니자와 사와코

Tanizawa Sawako

1982

오오사카

교토

히스로무

hyslom［Kato Itaru, Hoshino Fuminori
and Yoshida Yuu］

e. 2009*

-

나카무라 유타＋타니모토 켄

Nakamura Yuta + Tanimoto Ken

e. 2014*

-

김 수자

Kimsooja

1957

대구

오・인환

Oh Inhwan

1965

서울

믹스라이스

mixrice［Cho Jieun and Yang Chulmo］

［가토 이타루, 호시노 후미노리, 요시다 유우］

［조・지은, 양・철모］

나카무라＝교토
타니모토＝시가

NY, 파리, 서울
서울
-

e. 2002*

교토

서울

양・후동(楊福東)

Yang Fudong

1971

북경

상해

루・양(陸揚)

Lu Yang

1984

상해

상해

헤・샹유(何翔宇)

He Xiangyu

1986

단동

멤버 이름＝［ ］

북경,베를린

*그룹 결성 시기

니조성에 대해

교토예술센터에 대해
교토예술센터는 예술가, 기타 예술에 관한 활동을 하는 자가 제휴하고,
교토시에서의 예술의 종합적인 진흥을 지향하고 2000 년 4 월에 개설된

에도시대 1 에 도쿠가와 가문(徳川家)에 의해 조영되어, 그후 교토 부
청과 황실의 이궁으로서 사용된 역사를 가진다. 동서 약 500 미터,

예술창조 거점. 예술에 관한 활동을 지원하고 예술에 관한 정보를 널리
발신함과 동시에 예술을 통한 시민과 예술가 등의 교류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현대미술뿐만 아니라, 전통예능, 음악, 연극, 댄스, 공예 등, 장르를
불문한 폭 넓은 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창작도 적극 추진하고
국제교류와 정보발신을 추진한다.

남북 약 400 미터의 해자에 둘러 싸인 성 내부는 정부의 역사유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외에 1994 년에는 옛 수도 교토의 문화재로서 세계유
산조약에 의거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다.
현재 남아있는 니노마루 궁전(국보)은 여섯개 건물로 되는 쇼잉즈쿠
리(書院造)이며,조각과 장식 금구를 통해 모모야마(桃山) 미술의 멋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내부에는 3600 면에 이르는 장벽화가 남아 있어,

건물은 근대 건축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옛초등학교(元明倫小学校)를
대규모 개조하고 활용, 교토 중심가인
기온마츠리(祇園祭)호코마치(鉾町)에 위치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1016 면은 일본의 중요문화재이다. 도쿠가와 이에
야수(徳川家康)가 장군이 된 것이 공포된 축하 의식과 도쿠가와 요시
노부(徳川慶喜)에 의한 대정봉환(大政奉還)이 니조성에서 있었던 까
닭으로 에도(江戸)막부의 시작과 끝의 장소라고 불린다.

프레릴리스 용도로 게재하고 있는 화상은 홍보매체에서 쓸 수 있습니다. 희망하실 경우 아래까지 문의하십시오.
【홍보문의 】아시아 회랑 현대미술전 사무국 （교토예술센터내） 홍보담당：니시타니
Tel. 075-213-1000 E-mail. art_pr@culturecity-kyo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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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일본의 지금 주목받는 아티시트 작품 공연과 교류 프로그램
「동아시아문화도시 2017 교토-아시아 회랑-」무대예술부문은「KYOTO EXPERIMENT 교토국제 무대예술제
2017」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한국·중국·일본의 아티스트 작품의 공연과 교류 프로그램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KYOTO EXPERIMENT 교토국제무대예술제」는 2010 년부터 매년 가을에 교토시내의 극장을 중심으로 교토 및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과격한 무대예술을 소개해 왔습니다.
8 번째가 되는「KYOTO EXPERIMENT 교토국제무대예술제 2017」에서는 2017 년 10 월 14 일부터 11 월 5 일의
23 일간에 걸쳐 ROHM 시어터 교토를 메인 행사장으로 개최합니다.「창조」와「교류」의 실험의 장소로서 교토라
는 도시가 국제적 무대예술의 플랫폼이 될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참사 아티스트는 2017 년 4 월에 발표할 예정
KYOTO EXPERIMENT 교토국제무대예술제 2017
개최기간：2017 년 10 월 14 일(토)–11 월 5 일(일)［23 일간］
장소：ROHM 시어터 교토, 교토예술극장 슌쥬자(春秋座), 교토예술센터, 교토부민 홀 “알티 ”, 외
주최：교토국제무대예술제 실행위원회
［교토시, ROHM 시어터 교토(공익재단법인 교토시음악예술 문화진흥단),
교토예술센터(공익재단법인 교토시 예술문화협회), 교토조형예술대학 무대예술 연구센터］
www.kyoto-ex.jp

(참고사진)무라카와 타쿠야『에벨렛트 고스트라인즈』
（KYOTO EXPERIMENT 2014） Photo by Horikawa Taka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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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문화도시 2017 교토
교토시교향악단 meet 주옥의 아시아
일시：2017 년 11 월 5 일(일)

14:30 개연

장소：교토 콘서트 홀 대형 홀(1800 석)
지휘：히로카미 즁이치(広上淳一)
관현악 :교토시교향악단
가수：조정중
문화도시 교토의 음악을 지탱하는 교토시 교향악단과 상임 지휘자(히로
카미 즁이치)에 의한 동아시아(일본·중국·한국)의 음을 잇는 콘서트.
일본・중국・한국에서 태어난 오케스트라 작품소개와 근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동아시아 성악 솔리스트
와 일본의 성악가의 협연에 의한 연주회 형식
오페라 공연「가극 : 카르멘」상연.
【제 1 부】일본, 한국, 중국 각각의 민요와 악기에 의한 오케스트라
작품을 1 곡씩 소개.
【제 2 부】비제：가극「카르멘(연주회 형식)」 40 분
담배 공장에서 일하는 정열적인 집시 여성 카르멘에게 매료된 에스카
미요(투우사)와 호세(위병)의 삼각관계를 그린 드라마틱한 연애극.
오페라에서도 특히 인기가 있는 작품. 이야기꾼이 장면을 소개하면서
진행. 동아시아(일본·중국·한국)의 유망주 솔리스트들이 드라마틱하게
노래한다.
가수：조정중
구성·내레이션：미야모토 마수미츠(宮本益光)
■히로카미 준이치(広上 淳一)（교토시교향악단제 12 대 상임 지휘자 겸 뮤직·어드바이저）
Junichi HIROKAMI, 12th Chief Conductor & Music Advisor
도쿄 출생. 도쿄 음대 지휘과 졸업. 1984 년, 26 세로「제 1 회 키릴·콘드라신 국제 청년 지휘자 콩쿠르」에서 우승, 이후 프랑스 국립관현악단,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콘세르트헤바우 관현악단, 몬트리올 교향악단, 이스라엘 필하모니 관현악단, 런던교향악단, 빈 교향악단 등 메이저
오케스트라에 객연. 1991 ~ 95 년에는 노르최핑교향악단, 1998 ~ 2000 년에 림부르후 교향악단의 각 수석 지휘자를, 1997 ~ 2001 년 로열리버풀
필하모닉 관현악단 수석 객연 지휘자, 1991 ~ 2000 년에는 일본 필하모니 교향악단의 정지휘자를 역임하고 있다.
근년에는 밴쿠버 교향악단, 밀라노 주세페 베르디 교향악단,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니교향악단, 볼티모어 교향악단, 신시내티 교향악단, 캘거리
필하모닉 관현악단, 스타방에르 교향악단, 라이프치히 게반트 하우스 관현악단, 폴란드 방송교향악단, 슬로베니아 필하모닉 관현악단, 상파울루
교향악단 등으로 객연. 2006 ~ 08 년에는 미국 콜럼버스 교향악단 음악감독을 맡았으며, 요요 마, 미도리를 비롯한 뛰어난 솔리스트들과의 여러
훌륭한 공연과 함께, Denon 레이블에는 차이콥스키의 녹음을 남기고, 그 실력을 내외로 알렸다.
2007 년 여름에는 사이토·키넹·페스티벌 마츠모토(松本)의 초빙을 받아, 하이든과 라프마니노프, 2008 년 5 월에는 오자와세이지(小澤征爾)
대역으로 급히 미토(水戸)실내관현악단의 지휘대에 올라, 모차르트, 베토벤 외의 프로그램에서 극찬을 받았다.
오페라 지휘의 분야에서도 1989 년, 90 년의 시드니 가극장에 있어서의 베르디의《가면무도회》와 《리골레토》가 높이 평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신국립극장《라 트라비아타》닛세이극장《돈·조반니》가 기억에 새롭다. 또한 바쁜 지휘활동과 병행해서 모교인 도쿄음악
대학교수로서도 후진의 육성에 정열을 기울인다. 교토시립예술대학 초빙교수. 2013 년「제 32 회 토우도우(藤堂)음악상」,2015 년 교토시교향
악단과 함께「제 46 회 SUNTORY 음악상」을 수상.
2008 년 4 월부터 교토시교향악단 제 12 대 상임지휘자, 2014 년 4 월부터는 제 12 대 상임 지휘자 겸 뮤직 어드바이저로 취임
■교토시교향악단 Kyoto Symphony Orchestra
일본유일의 자치체 직영의 오케스트라로서 1956 년 창립. 악기 강습회와 음악감상교실, 복지시설의 방문연주회 등 적극 추진, 2007 년「제 25 회
교토부문화상 특별공로상」「교토 창조자 대상 2007」수상. 2008 년 4 월 제 12 대 상임 지휘자로 히로카미 즁이치가 취임. 2014 년 4 월부터는
상임지휘자 겸 뮤직·어드바이저로 히로카미 즁이치, 상임 수석 객연 지휘자로 다카사키 켄(高関健), 상임객연 지휘자로 시모노타츠야(下野竜也)가
취임. 2010~13 년 히로카미 즁시치 지휘의 정기 연주회 라이브 녹음 CD「명곡 라이브 시리즈」를 3 장 릴리스, 2015 년「제 27 회 뮤직·펜 클럽
음악상」및 히로카미 즁이치와 함께 「제 46 회 SUNTORY 음악상」수상. 2015 년 6 월에는 히로카미즁이치의 지휘 아래 18 년만에 유럽 공연을
플젠(체코), 쾰른(독일), 암스테르담(네덜란드), 피렌체(이태리)의 4 도시에서 개최, 성공을 거두었다. 2016 년은 창립 60 주년을 축하하여 국내
투어 6 공연과 교토시내 각처에서「후라또(훌쩍) 콘서트」를 총 10 번 개최하고 2016 년도 지역문화 공로자로서 표창을 받았다. 2017 년 4 월
부터는 시모노타츠야를 상임 수석 객연 지휘자로 맞이하고 상임 지휘자 겸 뮤직·어드바이저 히로카미 즁이치와 상임 수석 객연지휘자·다카세키 켄
및 시모노 타츠야에 의한 강인한 3 인 지휘자 체제를 확립, 명실공히 문화예술도시·교토에 걸맞는「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로서
가일층의 전진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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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2017 년 9 월~ 11 월(예정)
장소:교토국제 만화뮤지엄, 미야코멧세 외
창사시, 대구광역시의 가정요리를 일본의 유명 미식 만화가가 그리는
만화로 소개하는 기획전과 그 만화가가 실제 요리를 하면서 토크쇼를
하는 행사를 교토국제만화뮤지엄에서 개최합니다. 또한 한중의 만화
관련단체 등과 제휴한 만화 콘테스트를 실시. 대상수상자를 많은 일본
만화 출판사가 모이는 교토국제 만화·애니메이션 페어(교마흐)의「만화
출장 편집부」로 초대합니다.
또한, 한일 크리에이터에 의한 단편 애니메이션의 상영회를 개최합니다.
■교토국제 만회 뮤지엄(사진 위)
교토시와 교토세이카(精華)대학과의 공동사업인 일본에서 처음으로
생긴 만화 문화의 종합 거점. 에도시기의 희화 우키요에(戯画浮世絵)·
메이지·타이쇼·쇼와 초기의 잡지, 전쟁 후의 대여본부터 현재 인기 작품,
해외 작품까지 약 30 만점의 만화 자료를 소장. 만화자료의 수집·보관·
공개와 만화문화에 관한 조사 연구, 이들 자료와 조사연구에 의거한
전시와 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30 만명이 방문.
■교토 국제 만화·애니메이션 페어(사진 중간)
「교토의 기업과 판권을 갖는 수도권 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 상품의
개발」「크리에이터의 육성·지원」「새로운 관광객의 발굴」등을 목적
으로해서 개최하고 있는 서일본 최대규모의 만화·애니메이션의 종합
견본시. 출판사와 영상 메이커 등, 만화 ·애니메이션 관련 기업에 의한
최신 작품의 PR 과 성우 등에 의한 토크 이벤트 외에 교토의 전통
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코너와 교토 기업과 만화·애니메이션과의
콜라보레이션에 의한 상품의 개발·판매 등도 하고 있으며, 개최 이틀
동안에 약 4 만명이 방문.
■만화 출장 편집부(사진 아래)
만화 출판사를 교토로 초빙하고 간사이 권역의 만화가 지망자에게
원고를 보일 기회를 제공한 행사. 교토국제 만화·애니메이션 페어에
맞춰 개최하고 2016 년에는 약 60 의 편집부가 나와 300 명이상이
월고를 들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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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京人(사이쿄징) Xijing Men
2007 년에 결성, 오자와 츠요시, 젠샤오숑, 김홍석의 일본·한국
·중국을 거점으로 하는 3 명의 아티스트에 의한 콜라보레이션·
팀이며, 프로젝트 베이스로 작품을 제작한다. 사이쿄(西京)라는
아시아의 어딘가에 존재하는 도시국가를 설정하고 가공의 도시 이
야기를 전하고 있다.
근년의 전람:
“Xijing Is Not Xijing, Therefore Xijing Is Xijing” (21st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 Kanazawa, 2016)
“World of Xijing”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2015)
Gwangju Biennale 2012
Media City Seoul 2010
Lyon Biennale 2009.
【멤버】
오자와 츠요시 (小沢剛) Ozawa Tsuyoshi
1965 년 도쿄 출생, 사이타마(埼玉)거주.
근년의 전람:
“The Return of Painter F”(Shiseido Gallery, Tokyo, 2015)
“The Invisible Runner Strides On”(Hiroshima City Museum of
Contemporary Art, 2009)
“Answer with Yes and No!”(Mori Art Museum, Tokyo, 2004)
Saitama Triennale 2016 “Playmaking” (Marugame GenichiroInokuma Museum of Contemporary Art, Kagawa Prefecture, 2014)
Beppu Contemporary Art Festival 2012 (Oita Prefecture)
젠·샤오숑（陳劭雄／ Chen Shaoxiong）
1962 년 산두(汕頭)출생, 2016 년 사거.
근년의 전람:
“Chen Shaoxiong: Prepared” (Power Station of Art, Shanghai,
2016)
“Chen Shaoxiong: Ink. History. Media.”(Seattle Art Museum,
2014)
“The Civil Power” (Minsheng Art Museum, Beijing, 2016)
“Making Histories” (Kansas City Art Institute, 2015)
“Ink Art: Past as Present in Contemporary China”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2013)
김홍석 Gimhongsok
1964 년 서울출생, 서울 거주.
근년의 전람:
“Good Labor Bad Art” (Samsung Museum, Seoul, 2013)
“Ordinary Strangers” (Artsonje Center, Seoul, 2011)
Yokohama Triennale 2014
“Your Bright Future”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2009)
“Brave New Worlds” (Walker Art Center, Minneapolis, 2007)
Venice Biennale (2005,2003)

Chapter 4: I Love Xijing – The Daily Life of Xijing Presidents, 2009

Chapter 3: Welcome to Xijing – Xijing Olympic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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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리오 사다하루(堀尾貞治)＋현대예술집단「KUKI」 Horio Sadaharu + On-Site Art Squad KUKI
호리오 사다하루는, 1939 년 효고현 출생, 효고 거주. 1966 년부터 전쟁 후의
전위미술운동을 선도한 구체미술협회에 참가. 1998 년의 정년퇴직까지
일하면서 왕성한 작가활동을 전개한다. 1985 년쯤 부터 「당연한 일」을
컨셉트로 작품제작을 시작한다. 호리오 사다하루의 활동에 공명하고 그
서포트를 하는 현장 예술집단「KUKI」는 주로 코베·오오사카의 현대미술
작가·애호가로 구성되는 유연하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룹.
근년의 전람:
Yokohama Triennale 2005
Aqua Metropolis Osaka 2009
“A Feverish Era in Japanese Art” (Bozar Centre for Fine Arts, Brussels, 2016)
“Gutai: Splendid Playground” (Guggenheim Museum, New York, 2013)

Photo : Aki Yanaka

Museum of the Air in Hyogo Canal (2003)

Photo : Geneviève Haraguchi

Atarimae-no-koto（Luc "Umbrella" Deleu),Yokohama Triennale（2005）
Photo : Geneviève Haraguchi

Atarimae-no-koto (From dots to square),Ashiya City Museum of Art and History (2007)
Photo : Geneviève Haragu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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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나기 미와 Yanagi Miwa
고베 출생, 교토 거주. 1991 년 교토시립대학대학원미술연구과
수료. 1990 년 후반부터 사진 작품을 발표. 2 0 1 1 년 부 터 본 격
적 으 로 연 극 활 동 을 시 작 했 다 . 교토조형예술대학 교수. 2015
년에는 문화청「동아시아문화교류대사」를 맡아 활동을 했다.
근년의 전람:
Venice Biennale 2009 (Japan Pavilion)
Parasophia: Kyoto International Festival of Contemporary
Culture 2015
Yokohama Triennale 2014
Biennale of Sydney 2002
연극 작품:
1924 Naval Battle (2011)
Zero Hour: Tokyo Rose’s Last Tape (2013)（toured to five
cities in North America）
Nichirin no tsubasa(2016) (원작:나카가미켕지(中上健次）
photo: Shen Chao-Liang

Nichirin no tsubasa, 2016 Photo: Omote Nobutada

Nichirin no tsubasa,2016

Photo：Kenryou GU

동아시아문화도시 2017 교토 - 아시아 회랑 - 현 대 미 술
첨부자료：아티스트 소개

하나오카 노부히로 (花岡伸宏) Hanaoka Nobuhiro
1980 년 히로시마(広島)출생. 교토 거주. 2006 년에 교토
세이카 (精華) 대학 대학원예술연구과 박사 전기 과정 수료.
세면대와 만화책, 옷 등, 주위의 물건과 높은 기술력에 의한
인물 등 목각을

맥락 없이 조합함으로써 새로운 뜻을

생성하려는 시적인 표현을 특징으로 한다.
근년의 전람:
“Still moving @KCUA” (Gallery @KCUA, Kyoto, 2015)
“Humor and Leaps: Touching There” (Okazaki City Museum of Art,
Aichi, 2013)
수상:
Nomination for VOCA 2016, a special prize at the 12th Taro
Okamoto Award for Contemporary Art (2009)
Excellence prize at the 2006 Jeans Factory Art Award

Untitled (Stick, Break, Head, Magazine),2016
Photo: Tomomi Takano

Statue of clothes (yellow), 2015

Statue of clothes(red),2015 photo:Takateru Kus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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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사카도 츠요시(久門剛史)
Hisakado Tsuyoshi
1981 년 교토출생, 교토 거주. 2007 년 교토시립 예술대학
대학원미술연구과 조각 전공 수료. 여러 현상과 역사를
채취하고 음과 빛, 입체를 사용해서 개개의 기억과 이야기를
재회시킬 극장적 공간을 창출한다.
근년의 전람:
“MoCA Pavilion Special Project Tsuyoshi Hisakado” (Museum of
Contemporary Art, Shanghai, 2016)
Aichi Triennale 2016
Stage and sound design for the internationally acclaimed
theatre group chelfitsch’s Time’s Journey Through a Room，2016
수상:
VOCA 2016
2016 Kyoto City Newcomer Prize
Nissan Art Award 2015 (finalist and audience award)
2016 East Asian Cultural Envoy for the Agency for Cultural Affairs
Recipient of the Kyoto City Special Bounty for Art and Culture in 2015

PAUSE,2016 photo:Ito Tetsuo

PAUSE,2016 photo:Ito Tetsuo

FUZZ,2015

동아시아문화도시 2017 교토 - 아시아 회랑 - 현 대 미 술
첨부자료：아티스트 소개
타니자와 사와코(谷澤紗和子) Tanizawa Sawako
1982 년 오오사카 출생. 교토 거주. 2007 년 교토시립예술대학
대학원 미술연구과 수료. 원시종교와 토착적인 우화 등을 참조하고,
거대한 인스터레이션과 작은 인형 등을 제작한다. 그리울 듯 하면서
어딘가 무서운 타니자와의 작품은 여러 감정을 환기시켜, 보는
자들을 작품 세계로 끌어들인다.
개인전:
“Minwameguri” (Osaka Canvas Project, Osaka, 2012)
그룹전:
“Takamatsu Contemporary Art Annual Vol.5” (Takamatsu Art
Museum, Kagawa Prefecture, 2016)
“Beyond the tangible” (Zuiunan, Kyoto, 2016)
“Bakemono” (Aomori Museum of Art, 2015)
Rokko Meets Art 2014.
Photo: Togo Kashu

OYAMASAMA,2016 photo:Mako Kakizaki

Unnamed,2014 photo:Togo Kashu

HORA,2016 photo:Keizo Kio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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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롬 hyslom
카토이타루(加藤至), 호시노후미노리(星野文紀), 요시다유우(吉田裕)에 의한 아티스트·콜렉티브. 2009 년의 활동개시 이래
개발이 진행되고 산으로부터 도시로 변해가는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탐험을 한다.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와 놀이를 통해
그 장소의 변화를 자신의 몸으로 실감하는 활동「필드 프레이」를 전개. 활동의 기록으로서 사진, 영상, 퍼포먼스, 조각 등 여러
표현에 도전한다.
근년의 전람:
“Assembridge NAGOYA 2016” (former Nagoya Customs Dormitory, 2016)
“Shin-Kai-Chi—What is land?” (Kobe Art Village Center, 2016)
“BISEIBUTSU—Imaging Examples” (JP-U.S. New Connection Project, Kyoto Art Center, 2014)
수상:
The 6th AAC Sound Performance Dojo (2012)

BISEIBUTSU – Imagining Examples,2014 Video

photo : Tetsuo Ito photo courtesy | Assembridge NAGOYA Executiv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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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무라 유타(中村裕太)＋타니모토 켄(谷本 研)
Nakamura Yuta + Tanimoto Ken
2014 년부터 활동을 시작 하여,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타니모토
켄, (1973 년 고베 출생, 시가 거주. 1998 년 교토시립 예술대학
대학원 미술연구과 조형구상 수료)와 나카무라 유타(1983 년도쿄
출생, 교토 거주. 2011 년 교토 세이카(精華)대학 대학원 예술
연구과 박사 후기 과정 수료)가 표현하는 것도 "관광 "으로
포착하고
프로젝트를 한다. 과거의 전시회에서 여기저기 점재하는 길가의 작은
신사와 거기에 사용되는 타일에 착목하고 투어리즘의 시점으로
고찰한 작품이 있다.
근년의 전시:
Tiles, small shrine and tourism, 2014（Gallery PARC, Kyoto）
Tiles, small shrine and tourism season 2, 2015（Gallery PARC,
photo: Mugyuta Hyogo
Kyoto）
Tiles, small shrine and tourism season 3, 2016（Gallery PARC,
Kyoto）

Tiles, small shrine and tourism, 2014 Courtesy of the artist / photo:
Nobutada Omote

Tiles, small shrine and tourism season 3, 2016 / Courtesy of the artist /
photo: Nobutada Omote

Tiles, small shrine and tourism season 2, 2015 / Courtesy of the artist /
photo: Nobutada Om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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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자 Kimsooja
1957 년 대구 출생. 뉴욕, 파리, 서울을 거점으로 활동.음과
빛 그 문화 특유의 소재를 사용하면서 퍼포먼스와 영상, 사진,
설치미술 등 다양한 미디어로 여러 문화가 복잡하게 겹쳐
공존하는 사회를 표현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한반도의 전통적인
천과 재봉을 테마로 삼아 왔으나, 근년은 그 바늘과
거울이라는 컨셉트를 진화시켜, 우리들의 존재, 세계, 그리고
이 시대가 직면하는 큰 과제에 의문을 던진다.
개인전시:
“MMCA Hyundai Motors Series 2016: Kimsooja—Archive of Mind”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2016)
“To Breathe” (Centre Pompidou-Metz, France, 2016)
근년의 전람:
1997 Istanbul Biennale
Venice Biennale 1999–2007
Yokohama Triennale 2005
Busan Biennale in 2002 and 2014

Deductive Object,2016 photo：Aaron Wax

photo：Bryan Thatcher, Courtesy of More Art and Kimsooja Studio

Courtesy of MMCA and Hyundai Motor Co. and Kimsooja Studio

Thread Routes – Chapter I,2010 Courtesy of Kimsooja Studio

Archive of Mind,2016 Courtesy of MMCA and Hyundai Motor Co. and Kimsooja
Studio Courtesy of MMCA and Hyundai Motor Co. and Kimsooja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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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Oh Inhwan
1965 년 서울 출생, 현 서울 거주. 사회문화적인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특정한 공간과 시간의 문맥을 활용한 실험적이고 개념적인 작업과
참여 프로젝트를 진행.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는 과정 중심의 작업들은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개인의 정체성과 집단의 관계와 이를 통해 형성되는
문화적인 코드를 해석하고 해체한다. 주요 전시회에는 개인전, “사각지대 찾기” (윌링앤딜링, 갤러리 팩토리, 서울, 2014)와 단체전, “올해의 작가상
2015”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0” 등이 있다. 2011 년 교토예술센터+교토시립예술대학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2015 년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했다.

Where a Man Meets Man in Nagoya，2010

Name Project: Looking for You in Seoul，2009

Where a Man Meets Man in Nagoya，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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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스 라이스 mixrice
조·지은(Cho Jieun,1975 년생, 서울 거주)와 양·철모( Yang
Chulmo,
1977 년생, 서울 거주)의 아트 유닛 (2002 년 결성).「이주」가
일으
키는 상황의 흔적과 과정, 경로, 기억을 탐구하고 사진과 영상,
만화
등, 여러 미디어를 사용해서 제작을 한다. 사람과 동물, 식물이
이동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 외국인 이주 노동자와 그
공동체와의
협동으로 보이게 되는 사물을 꾸밈없는 시선으로 풀어간다.
근년의 활동:
“mixrice Summer Workshop Video Class” at Buchon Migrant
Workers House in 2002
“Made in Seoul” (Centre d’art contemporain de Meymac,
France, 2016)
Sharjah Biennial 2015
Asia Pacific Triennial of Contemporary Art 2012
Gwangju Biennale 2006
수상:
Korea Artists Prize 2016

Plants that Evolve (in some way or other)，2013

21st Century Light of the Factory，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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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후동(楊福東) Yang Fudong
1971 년 북경 출생, 샹하이 재주. 1995 년 항주(杭州)·중국미술학원 졸업. 중국의 전통을 중요시하면서도 새로운 느낌을 주는
영상미는 극적 존재체험을 가져다 준다. 근년에는 그들 영상을 사용한 설치미술도 다수 발표. 여러 시점을 의식하고, 신화와
개인의 기억, 살아온 경험을 통해 정체성의 구조와 형성을 추구하고 있다.
개인전시:
“Moving Mountains” (Shanghai Center of Photography, 2016)
“Yang Fudong: The Light That I Feel” (Daegu Art Museum, 2016)
근년의 전람:
Yokohama Triennale 2001
Biennale of Sydney 2010
Venice Biennale 2010
documenta 2002
“What About the Art? Contemporary Art From China” (QM Gallery Al Riwaq, Qatar Museums, Doha, 2016)
“Bentu: Chinese Artists in a Time of Turbulence and Transformation” (Fondation Louis Vuitton, France, 2016)

An estranged paradise, 2002 Video

Look Again Nr. 3, 2004 Colour c-print

Manifold Little Hills (Xiaochongshan), 2006 Single-channel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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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양(陸揚)

Lu Yang

1984 년 샹하이 출생, 거주. 2010 년 중국미술학원 수료. 실사 영상,
애니메이션, 디지털 페인팅, 설치미술, 음악 등을 자유롭게 조합하고
과학으로부터 종교, 심리학, 의학, 게임, 대중문화와 같은 폭 넓은
분야에서 착상을 얻은 영상 작품을 제작한다, 혼돈하고 어리석게 보이
기도 하는 작품 분위기의 영상은 일반 상식에 의문을 던지는 아이러니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개인전시:
“Port Journey: Yokohama-Shanghai Lu Yang” (Zou-no-Hana Terrace, Yokohama, 2016)
“Lu Yang Screening Program” (3331 Arts Chiyoda, Tokyo, 2013)
근년의 전람:
Venice Biennale 2015 (China Pavilion)
Fukuoka Asian Art Triennale 2014
“A Shaded View on Fashion Film” (Centre Pompidou, Paris, 2013)

Gong Tau Kite，2016

Power of will -final shooting, 2016

Delusional crime and punishment,2016

동아시아문화도시 2017 교토 - 아시아 회랑 - 현 대 미 술
첨부자료：아티스트 소개

헤・샹유(何翔宇） He Xiangyu
1986 년 중국 단동(丹東)출생, 북경, 베를린 거점. 물질형태의 변화와 지각,
미각 등을 테마로 하는 정치적 색채가 옅은 작품은 새 세대의 중국의 개념미술
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인「코카콜라 프로젝트」에서는 127 톤의
콜라를 끓어서 그 잔류물을 전시, 또한「탱크 프로젝트」에서는 고급 명품의 가죽
제품에 사용되는 고액의 가죽으로 실제 크기의 탱크를 제작했다. 지금도 진행중인
「Palate Project」에서는 개인의 경험에 초점을 맞춰 지각을 개념적으로 탐구하는,
보다 추상적인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단독 전시:
SCAI The Bathhouse & Kaikai Kiki Gallery, Tokyo, Japan (2016)
White Cube, London (2014)
근년의 활동:
Tales of Our Time Film Program (Screening of the film “The Swim”), Guggenheim Museum New York, New York, USA (2017)
Juxtapoz x Superflat, Vancouver Art Gallery, Vancouver, Canada (2016)
Chinese Whispers, Paul Klee Zentrum, Kunstmuseum Bern, Bern, Switzerland (2016)
The 13th Biennale de Lyon (2015)
Finalist for the Future Generation Art Prize 2014

Coca-Cola

Project

Tank Project

200g Gold, 62g Protein，2012

My Fantasy，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