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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조각 공원

28 하우메 플렌자
Children's soul

29 로트르 클라인 모콰이
Gitane

2012│금속

집시│2008│금속

하우메 플렌자(Jaume Plensa)는 대중과 함께하는 공

로트르 클라인 모콰이(Rotraut Klein-Moquay)는

공미술을 선보이는 대표적인 작가로, 그의 작품은 모든

이브 클라인의 아내이자 그에게 영감을 준 뮤즈로 잘 알

관람객들의 참여와 접촉에 열려있다. 관람객들은 그의 작

려져 있다. <Gitane>은 대형의 원색 조각을 주로 작업

품 안으로 들어가 사진을 찍기도, 조각의 형태와 같이 웅

하는 작가의 작업 스타일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제목의

크리고 앉아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하우메 플렌자는 이

<Gitane>은 ‘집시’라는 의미로, 마치 집시가 춤을 추는

렇듯 관람객들과 소통하는 작품을 제시하며 공공미술의

듯한 몸짓과 유연한 곡선, 그리고 강렬한 색상은 보는 이

개념을 확립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업 시리즈를 선보

로 하여금 경쾌함을 느끼게 한다.

이고 있다.
<Children's soul>은 조각된 여러 텍스트로 형태를

＊<Gitane>은 주차장 앞 기획전시관 앞에 위치

만든 시리즈 작업 중 하나로, 그의 작품 속에서는 다양한
문자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문화권을 가장 잘 드러내
는 아름다운 소재는 ‘문자’라고 생각하여, 그 소재를 작품
에 녹여내고자 했다. 텍스트 사이사이로 스며드는 빛과
그림자들이 만들어 내는 또 다른 형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한다. 그의 작품과 자연, 관람
객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모습 또한 작품의 흥미로운 감상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Children's soul>은 주차장 호숫가 앞에 위치

“결국 아름다움이란
시적인 휴식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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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조각 공원

30 데이비드 걸스타인
Euphoria

31 로메로 브리토
FOR YOU

행복감│금속 레이저컷팅, 핸드페인팅

2005│혼합매체

<1000 Kisses>와 같이 레이저 컷팅과 채색 작업으로

피카소에 마티스의 색을 입힌 모던 아티스트라 불리는

제작된 <Euphoria(행복감)>는 대형 조각으로 더욱 생

로메로 브리토(Romero Britto)는 ‘네오팝 큐비즘’의 창

동감이 느껴진다. 데이비드 걸스타인(David Gerstein)

시자로, 독창적인 그만의 스타일을 보여준다. 그의 작품

은 <Euphoria(행복감)>라는 제목처럼 작품 속에 현대

은 팝아트처럼 선명하고 원색적이면서도, 입체주의 작품

사회의 풍요와 삶의 즐거운 에너지, 기운을 담아내고자

처럼 평면적인 형태를 보인다. 생생한 원색의 조합은 에

했다. 작품에서 느껴지는 긍정적인 기운과 생동감은 보는

너지를 발산하고, 뚜렷한 검정 테두리는 명쾌하면서도 유

이로 하여금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

쾌한 느낌을 선사한다. 이렇듯 발랄한 색채와 생동감 넘
치는 구성의 작품은 삶에 대한 그의 긍정적인 철학이 담

＊<Euphoria>는 호숫가 앞에 위치
데이비드 걸스타인 설명 (p.13)

겨져 있다.
<FOR YOU>는 사랑, 행복, 즐거움이라는 로메로 브리
토의 긍정적인 메시지와, 하트의 형태부터 뚜렷한 원색까
지 그의 작업 특징이 그대로 담긴 작품이다.
＊<FOR YOU>는 2전시관 입구 앞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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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랑 넘치는
축복과 환희의 장소로 바꾸어지길 바란다.”

관람시간
연중무휴 오전 10시- 오후 6시
본태박물관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산록남로 762번길 69
Tel. +82-64-792-8018

Opening Hours
Everyday am 10 - pm 6
bonte museum
6 9, S a l l o n g n a m - r o 76 2 b e o n - g i l ,
Andeok-myeon, Seogwipo-si, Jeju-do,
Republic of Korea
Tel. +82-64-792-8018

본태박물관 전시관 안내
제 1 전시관
제 2 전시관
제 3 전시관
제 4 전시관
제 5 전시관

전통공예
현대미술
쿠사마 야요이
상여 · 불교
기획전시

bonte museum Exhibition
Gallery 1
Gallery2
Gallery3
Gallery4
Gallery5

Traditional Handcrafts
Contemporary Art
Kusama Yayoi
Sang-yeo · Buddhist Art
Special Exhibition

www.bontemuseum.com
facebook.com/bontemuseum
instagram.com/bontemuseum
기획총괄│노현호
기획 및 제작│박사무엘, 박재연
※ 본 자료의 저작권은 본태박물관에 있으며,
무단도용 및 전재를 불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