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14인에게
동일한 캔버스가
주어졌다.
핀란드의 전설적
건축가이자
디자이너 알바 알토의
아르텍 스툴.
14인의 시선으로
해석한 21세기형
결과물이 갤러리
ERD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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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끝, 가을 시작. 스물셋 〈보그〉와 함께 여는 젊은 가을.

HYUNJI NAM

가구를 잘 몰라도 다리가 세 개인 동그랗고 평평한 상판의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원형이 있다는 사실이 더 생소하게 다가올지
모른다. 이 의자의 정식 명칭은 핀란드의 국민 디자이너 알바
알토(Alvar Aalto)가 1933년 디자인한 ‘아르텍 스툴(Artek
Stool)’. 핀란드산 자작나무로 제작했으며 당시에는 나무를 휘어서
만드는 획기적 공법이 적용됐다. 이태원 회나무길의 갤러리 ERD는
반세기 가까이 예술인에게 사랑받아온 이 의자에 주목했다. 작가
14인에게 캔버스 대신 이 의자를 제공한 것이다. 전시 제목은
‘One Chair Is Enough’, 하나의 의자면 충분하다는 뜻이다.
“올해 알바 알토를 재조명하기 위해 직접 핀란드 알바 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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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에 가서 그들과 협력하며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도 준비 중인데, 시작은 아르텍 스툴로 엽니다.
작가들은 개성이 강해 서로 교차점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작업이 나올 수 있었죠.” 큐레이터 김홍경의 설명이다.
사진, 회화, 그래픽, 산업 디자인, 가구 등 전시에 참여한
젊은이들은 장르도 제각각이다. <보그> 촬영을 위해 모인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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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One Chair Is Enough> 전시에 참여한
작가 275c, 권철화, 이규태, 김재훈, 나난, 오유미, 김참새, 남궁호, 주재범,
이광호, 스팍스 에디션의 어지혜와 장준오, 김건주, 김충재.

나무 스툴은 익숙할 것이다. 오히려 이 디자인이 이케아(Ikea)에서

사진가 김재훈이 찍은 알바 알토 스튜디오의 사진과 그 앞에 놓인 아르텍 스툴.

출품작에 대해 소감과 의견을 전했다. 사진가 김재훈은 얼마
뒤 시작될 개인전 연장선에 놓일 사진을 의자와 함께 배치했다.
“주소(Address)를 주제로 작업한 건축 사진의 일환입니다.
핀란드의 알바 알토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기회가 있었죠.
그의 집도 구경했는데 알바 알토라는 인물처럼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의자에 무엇을 더하기보다 그때 느낀 것을
사진에 담았어요.” 스튜디오 콘크리트 소속이자 <보그>를
통해서도 익숙한 아티스트 권철화도 함께했다. “평소 본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물을 사용하길 좋아해요. 그래서 굴이나 가리비를
먹고 재떨이로 쓰곤 하는데, 이 아르텍 스툴을 의자가 아닌
테이블로 바라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좋아하는 술과 재떨이를
의자에 배치하고 그 뒤로 제 그림을 걸었죠.” 산업 디자이너이자
갤러리 ERD 전경.

방송에도 출연하며 전방위 인플루언서로 활약하는 김충재는
자신의 작업을 통해 지속해온 직선과 곡선 이야기를 담았다.
“같이 걸린 부조는 개인전에 출품한 작품입니다. 이 연작으로
알바 알토를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 의자에 제 흔적을 남겼어요.”

일러스트레이터 나난은 숲속을 연상케 하는 작품을 만들었다.

일러스트레이터 김참새는 전시 제목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에게 무엇이 충분할까?’라는 의문에서 실마리를 찾았다.
작가들에게 제공된 의자의 부품이 담긴 박스마저 캔버스의 용도로
활용한 것. “관람객에게 자기 자신과 인생에서, 그리고 현
상황에서 충분한 것이 뭔지 묻고 싶습니다.” 식물과 꽃, 자연물
그림으로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 나난은 알바 알토라는 거장이
단순히 의자를 사람이 앉는 용도로만 제작하지 않았을 거라는
상상에서 시작했다. “스툴이 그림으로 그린 꽃밭에 묻힌 모양인데,
여기에 화분이나 꽃병을 올려놓는 등 그 자체로 감상의 대상이
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독특한 우븐 형태의 가구 작품으로
알려진 이광호 또한 자기 작품의 연장 선상에서 아르텍 스툴을
제가 쓰던 재료를 적용했습니다.” 그래픽 스튜디오 스팍스
에디션의 장준오, 어지혜 듀오는 기존 작품 ‘슬로우 댄스’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다. “서서히 춤을 추다 의자에 앉는 행위가
우리 모습과 닮았다는 점에 착안했어요. 하루 중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데 이 시간을 즐겁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도
담았습니다.” 비주얼 아티스트 275c는 스툴을 옆으로 뉘여
동그란 부분을 농구공처럼 만들고 골대를 캔버스에 설치했다.
여기에 김건주의 실크스크린을 가미한 의자, 남궁호의 여유를
가지고 지치지 말자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 주재범의
픽셀 아트를 더한 의자, 이규태가 해외 서점에서 포착한 이미지에서

남궁호 작가의 그림과 스툴.

인상을 받아 세로줄을 그은 의자, 프랑스 출신 일러스트레이터
티보 에렘의 작품이 함께 어우러졌다. 다소 완벽하지 않지만
위트 있는 형태의 도자기로 유명한 작가 오유미는 기존 전시 공간의
옆 건물 지하에 알토 하우스를 연출했다. 1960년대에 제작된
빈티지 가구와 그녀가 알토 카페에 놓였으면 하는 도자기 연작을
같이 배치한 것이다. 이렇듯 천차만별의 개성으로 중무장한
의자 14개가 보여주는 이야기는 8월 31일까지 감상할 수 있다.

스툴을 테이블로 활용하고 그 장면을 그려 벽에 건 권철화.

알토 하우스를 재현한 공간과 그곳에 놓인 오유미 작가의 도자기 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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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와 에나멜로 작업한 이광호 작가의 의자와 오브제.

대했다. “특정하거나 작위적인 메시지를 담기보다 구리, 에나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