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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에서 한국 최초의 중동현대미술전을 개최합니다. 우리 광주시립미술관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를 대표하는 미술관으로서 매년 중국, 미국, 독일. 동남아 등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미술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심의 영역을 중동(中東)으

로 확장하여 중동 사람들의 의식과 정서를 현대미술작품을 통하여 조망하고자 하였습니다. 중동(中東)은

유럽인이 동양을 구분 할 때 사용하던 용어였으나, 요즘은 일반적으로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서

남아시아부터 아프리카 북동부의 이집트까지 포괄하는 지리적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중동을 관통하는 문화는 당연히 이슬람으로서, 이 지역의 근현대사는 한국처럼 아픈 과거로 점철되어 있

습니다. 전시를 공동기획한 샘 바더윌과 틸 팰러스는 중동권 현대미술에 대한 세계적인 전문가로서, 한국

의 이난영과 이집트의 움 쿨숨의 가상 만남을 구조로 하여 “상실과 사랑”이라는 주제의 현대미술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역은 다르지만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두 여가수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과

중동지역이 공통으로 겪었던  근현대사 시기의 상실과 사랑을 18명 중동출신 미술가들의 작품을 통해 제

시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의 아픔까지 보듬을 수 있는 한국인의 의식의 확장을 보여주

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이 자기만의 작은 국경 내에서 성장했다면, 이제는 그 국경을 뛰어넘

어 다른 문화, 다른 지역의 인간들까지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시를 만들기 위해 애써준 두 명의 공동큐레이터인 샘 바더윌과 틸 팰러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노력

을 기울여준 코디네이터 에스라 주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작품을 대여해 준 작가 및 소장처 관계자분들

에게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4. 6.

광주시립미술관장 황영성 

인사말 Director 's Foreword

Korea's first-ever contemporary Middle-Eastern art exhibition will be held in Gwangju, the Hub City of Asian Cul-

ture. As the representative art museum of the Hub City of Asian Culture, Gwangju, the Gwangju Museum of Art

has been holding annual exhibitions involving internationally significant nations, including Chin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Germany and our friends in Southeast Asia. This time we decided to expand our horizons to

the Middle East and attain a prospect of Middle-Eastern consciousness and sentimentalities through works of

contemporary art. "The Middle-East" is what Europeans used to distinguish Asia, but today generally signifies a

geographic region encompassing Southwest Asia, centered around the Arabian Peninsula, and Egypt of north-

eastern Africa.  

The culture generally characterizing the Middle-East is of course Islam, and the region's near-modern and

modern histories are dotted with painful memories, similarly to Korea's. As world-renown experts on contem-

porary Middle-Eastern art, the exhibition's co-curators, Sam Bardaouil and Till Fellrath introduce contemporary

artworks under the theme of "loss and love," structured around a virtual encounter between a Korean, Lee Nan-

Young, and an Egyptian, Umm Kulthūm. The curators present the losses and loves of the near-modern and

modern periods Korea and the Middle-East had experienced in common through the stories of these two fe-

male singers, whose nationalities and regional bases were different but whose careers roughly coincided in

time, representing works by eighteen artists from the Middle-East. 

I believe this exhibition emblematizes an expansion of the Korean people's consciousness to a capacity to tran-

scend the terrible calamities of war and comfort another wounded region. If Korea had grown within its own

limited borders thus far, this exhibition signals the nation's readiness to surpass those boundaries to strive to

understand other cultures and peoples. I sincerely thank the two co-curators, Sam Bardaouil and Till Fellrath,

whose many efforts brought forth this exhibition, and the coordinator, Esra Joo for her dedicated assistance. I

also offer my profound gratitude to the artists and art owners who have graciously lent us their works for the

exhibition.

June, 2014

Gwangju Museum of Art Director Hwang Young-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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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의 노래와 사랑의 노래: 
움 쿨숨, 이난영 - 만남.

샘 바더윌과 틸 팰라스 (큐레이터)

이 전시는 팩트가 아니라 픽션에 기반한 것이다. 전체 전시기획 제안은 실제로 벌어지지 않은 가상의 사건

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므로 비록 미술작품들이 여기에 진짜로 있고, 관람객들이 실재하는 오브제들 주위

를 걸어 다닐 수 있으며, 공간과 시간을 이용하여 오브제를 경험할 수 있지만. 이 전시는 발생하지 않은 일

을 기반으로 하는, 전시기획적 상상력의 구성인 것이다.

광주시립미술관으로부터 아랍 세계 및 중동을 대표하는 작가들로 전시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그렇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중동에서 일하고 산 기간 동안 배운 유일한 진실, 즉 ‘중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진실을 작동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명백했다. 중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진실로 그러

하다. 무한히 많은 축들로 작용하고, 끝없이 많은 관심에 응하는 몇 개의 중동 지역들이 있다. 그러나, 이

불가해한 반복은, 모든 것을 모아보아도, 의미 있는 큰 그림을 생성하는 퍼즐 또는 합일체로서 합쳐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술가들이 비장소인 장소에 속하게 하고, 현재 앞뒤로 움직이면서도, 때때로 정

돈 상태에서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에 속하게 할 수 있을까?

큐레이터로서 우리들은 언제나 이야기의 변화와 환원주의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여 왔다. 우리들은 똑같이

관람객들과 소통하고, 지역적 맥락과 관련이 되는 큐레이터의 전문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도대체 어떻

게 예술가들을 압축하지 않고, 의미 있는 미술작품들로 결합시키고, 광주라는 지역의 미술관에 의미가 통

하게 할 수 있을까? 비록 우리가 10년 넘게 한국을 여러 번 다녔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의 시각으로

사물을  본다. 우리는 다른 척 하기를 바라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다.

우리의 전시연구가 진전되고 전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전개될 때, 광주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항구도시 목

포가 해답으로 떠올랐다. 목포는 한 가수의 모습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이름은 이난영이었다. 그녀의 진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녀와 또 다른 가수를 연결시키는 실재하지 않은 사건들을 구축할 셈이었다. 또

다른 가수의 이름은 우리에게는 더 잘 알려진 전설적인 움 쿨숨이었다. 전시를 위한 장치들의 세부사항들

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을 때, 우리의 접근방식이, 가장 큐레이터적인 음성이 아니라, 광주에게 다가오는

중동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미 충분히 초현실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이 전시가 시작한 전부이

다. 그리고 나머지는 실재하지 않았던 역사이다.

1930년대 이난영의 노래 “목포의 눈물”은 일제 식민 통치 시기 한국인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생생히 묘사

한다.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면
삼학도 파도깊이 스며드는데
부두에 새악시 아롱진 옷자락
이별의 눈물이냐 목포의 설움

그 이후 이 노래는 탄압에 맞서는 저항 정신을 담았다. 많은 가수들이 오늘날까지 많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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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애송되는 이 노래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다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난영 만큼의 유산

을 얻지는 못한다.

이난영은 2차대전 이전에 한반도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 중 한명이었다. 그녀는 유명한 클래식 지휘자이자

인기 작곡가였던 김해송과 결혼했다. 김해송은 한국전쟁 동안인 1950년에 북에 의해 납북되어 처형당하였

다. 전쟁으로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미국 군대를 위해 노래를 부르게 된다. 그녀는

결국 그녀의 딸들을 불러들여 자기와 함께 노래를 부르게 했다. 병사들은 그들에게 초콜릿 바를 주었고 그

들은 암시장에서 초콜릿을 식량과 바꾸었다. 그러나 그것들로 먹고살기에는 충분치 않은 것이었다. 이난

영의 딸들은 결국 국제적으로 유명한 ‘김 시스터즈’가 되었다.

거의 동시에 이난영은 외국군대를 위해 노래 불렀고, 또 다른 가수인 옴 쿨숨은 자기 조국의 식민 피지배

와 왕정 패권에 대한 저항의 편에 서고 있었다. 옴 쿨숨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전 아랍 세계의 가요사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가 될 것이었다. 오늘날까지 “동양의 영광”으로 알려진 그녀는, 자유와 통일을 위한 몇 세

대 동안의 열망과 이집트 혁명의 리더 자말 압델 나세르의 유토피아적인 “범아랍주의”를 계속해서 불붙이

고 있는 가수이다.

1954년에 움 쿨숨은 나세르(이집트 군인, 정치가)에 대한 암살시도의 실패를 경축하는 노래를 불렀고,

1956년에는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와 이집트에 대한 삼국(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공격의 연속 실패를 축

하하였다. 그녀는 아스완 하이 댐(나일강의 홍수조절 목적으로 건설)의 건설을 축하하였고 1967년 6일 전

쟁(이스라엘이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를 선제공격하여 굴복시키고 시나이 반도, 수에즈 운하 동안을 차지

함)까지 그 건설에 이집트 군대의 참여를 지원하는 노래를 불렀다. 아랍의 패배 이후에 그녀는 산산히 부

서진 조국을 재건하는 캠페인을 이끌었고, 기금과 집회 지원을 위한 국제 투어를 계속했다. 그 기간부터

움 쿨숨의 저항 노래가 알려졌다. “알-아트랄(유적)”은 상실의 모진 순간을 형상화했고, 동시에 새로운 부

활을 위한 신념을 불어넣었다.

나의 가슴은 사랑이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아요.
사랑은 지금은 무너져버린 내 상상의 요새였지요
나에게 술을 한잔 따라주세요, 같이 사랑의 흔적을 마셔요
눈물이 흐르는 동안 나를 위해 이야기를 해주세요
나에게 자유를 주고 나의 손을 풀어주세요.

두 가수가 부른 두 노래는 두 민족의 민족적 상실감과 저항, 집단적인 존엄과 도전을 파악하는 살아있는

묘사가 되었다. 아마도 다른 이유 때문에 “목포의 눈물”과 “유적”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과 마음속에서 애

송되고 있을 것이다. 그만큼 두 노래는 자유를 행한 인간의 욕구를 근본적으로 사로잡았다. 그리고 아마도

다른 누구보다도 이난영과 움 쿨숨은 그들의 노래와 삶 속에서 자유와 생존을 향한 보편적인 호소를 묘사

하고 있다.

전시는 큐레이터가 제안하는 장소에서 두 가수가 만난다는 가상의 제언에서 시작한다. 물론, 일어나지는

않은 일이다. 둘 중 어느 한 사람도 서로의 삶과 노래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로 만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하는 것은 강한 호기심을 자아내는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었을까? 서로의 음악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까? 어떤 종류의 협업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떤 타입

의 자료들(편지, 사진, 음향, 영상 등)이 가상의 만남으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역사의 대안적인 읽기나 재서술로서 픽션을 이용하여, 전시는 이난영과 옴 쿨숨이 1967년에 만남을 설명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옴 쿨숨은 1967년 이집트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올림피아 홀에서 음악회를 열었다

(실제로 했었음). 그리고 이난영은 딸들이 사는 뉴욕으로부터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난영의 딸들인

김시스터즈는 라스베가스 썬더버드 호텔에서서 공연여행을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돌아가기 전에 CBS의

유명한 에드 설리반 쇼에 스무 번째로 출연(이것도 실제로 했었음)했었다.

가상의 만남을 통해 두 가수는 음악과 정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교환한다. 그들은 그들이 어떻게 가수가

되었는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고 명성을 쌓았는지 그들만의 이야기를 나눈다. 그들은 공인으로서 연예의

범위를 뛰어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데 공감한다. 그리고 그들 국가의 정치적인 동원에 음악이 가지고

있는 저항의 역할에도 공감을 한다. 이난영은 움 쿨숨을 위해 “목포의 눈물” 몇 소절을 부르고, 움 쿨숨은

이난영에게 “유적” 몇 소절을 불러준다. 이 가상의 만남은 몇 시간 넘게 이어지고, 두 가수는 친해지고 서

로에 대한 호감을 키워간다. 그들은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고, 음악회도 같이하기로 약속한다. 

움 쿨숨은 이집트로 돌아간다. 그녀는 파리에서 만나 이난영이라는 놀라운 한국 가수에 대해, 그리고 이난

영이 이집트로 올 거라고 약속했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그녀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녀는

매년 그녀의 한국 친구 소식을 듣기를 기대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1975년에 움 쿨숨은 사라져갔지만

1967년 파리에서의 만남과 약속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다. 움 쿨숨은 한국으로 돌아간 이난영이 다음

해에 카이로 여행을 결심했다는 것을 몰랐다. 이난영은 움 쿨숨을 보러 스핑크스의 나라를 방문하기로 결

심했으나, 죽음은 너무 빨리 찾아와서 그녀는 몇 달 후에 죽게 된다.

두 가수들이 진짜로 만났었고, 그들이 그들의 약속을 지키고 대형콘서트를 하기 위해 상대의 나라를 방문

했었다고 가정해보자. 사람들은 어떤 타입의 음악적 협업이 일어났을 지를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

다. 그러한 만남으로부터 어떤 종류의 반응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러한 공연이 유발했을지도 모르는 질

문들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이러한 교류가 한국과 아랍이라는 두 문화권에 어떠한 영감을 줄 수 있었을

까?

가상 만남이 발생한지 약 50년 후, 이 전시는 이난영을 방문하기로 한 움 쿨숨의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시

작한다. 이 전시는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과 움 쿨숨의 “유적”에서 다뤘던 상실과 사랑의 두 주요 주제를

반영하는 이분법적 시리즈로 느슨하게 구축되어 있다. 때때로 이러한 연결고리들은 직접적이고 쉽게 인식

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는 더 미묘하고 감춰져있다.

조안나 하드지토마스와 칼릴 조리지의 “레바논 로켓 사회”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우주에 로켓을 발사

하려던 젊은 레바논계 미국인의 잃어버린 꿈을 기록하고 있다. 당시에는 가능성이 높아서 꽤 공식적이고

인기있는 지원들이 모여졌었으나, 지금 이 이야기는 망각의 단계로까지 떨어졌다. 이와는 반대로, 알리 체

리의 설치작품 “파이프 드림”은 러시아와 함께 외부 우주에 나갔던 시리아의 첫 번째 우주인의 예를 풍자

적인 방식으로 기록한다. 시리아의 하페즈 알 아사드 전 대통령과 우주비행사간에 국영텔레비젼을 통해

생방송으로 연결된 유명한 전화통화를 재현하여 서사적인 러브 스토리의 기념에 적합한 방식으로 다시 들

려준다.

모니르 파티미의 “맨하탄을 구하라”는 두 개의 요소, 즉 도시경관과 소리경관으로 구성된다. 9․11에 대한

묘사에서, 그는 식별할 수 있지만 모호한 요소들을 증류시키는 방식을 통하여 무서운 상실감을 추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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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모하메드 카젬도 종이에 스크래칭 시리즈에서 음악과 그의 고향 두바이를 암시한다. 그가 알고

있고 공부했던 음악 악보들은 그의 새김에 영감을 주고, 종이에 새겨진 미니멀리스트적 모양은 우리에게

도시의 지도 제작법을 상기시켜주는 격자같은 구조를 반영한다.

모나 하톰의 미묘하고 파워풀한 조각작품 “T42(골드)”는 사랑 관계의 역동성을 구성하는 밀고당기기를 말

한다. 끊임없는 협상의 행위 속에서, 두 개의 실재자는 혼성의 존재로 합쳐지고 변형된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은 번갈아서 그들의 사랑에 대한 완벽한 표현이 된다. 대조적으로 쉬린 네샷의 “터블런트”는 남자와

여자의 대립에 대한 다른 유형을 탐구한다. 그러나 하톰의 작품에서 제시된 변형의 가능성과는 다르게, 네

샷의 등장인물들은 중복되거나 교차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욕망과 영역의 주장을 단호하게 유지한다.

두 인물이 투사되는 벽 사이에 있는 관람객에게조차, 그들의 대립은 화해될 수 없고 언제나 남자 아니면 여

자를 지켜봐야만 하고, 그 둘을 동시에 볼 수는 없다. 

“내가 널 잊어도, 나를 잊지마”는 작가가 20세기 중반 원유회사에 다녔던 가족들의 잃어버린 개인적 이야

기들을 고고학자로 변하여 발굴한 가슴 아픈 예이다. 그녀의 사진들은 가족들에 속했던 다양한 개인적 물

건들과 도구를 우리들에게 사랑스럽게 제시한다. 카메라의 세심한 렌즈를 통하여 삶으로 돌아간 이러한

물건들을 소환하여, 도와얀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모든 세대의 현대화에 기여한 사람들의 기억들을 애정을

깃들여 호소한다. 대조적으로, 전통적인 가계도를 닮은 모신 하라키의 드로잉, 표시, 도면은 상실의 감각과

신화를 떠올리게 하는데, 그것은 서사적인 모험의 개작물과 과거 영웅의 위업과 관련된 것이다. 향수는 신

화로부터 팩트를 구별하는 우리의 능력을 흐리게 하는 역사적 정확성과 합쳐진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라

키는 실패나 더 비판적인 회상을 허용하는 더 객관적인 역사를 다시 쓰기 위하여 혈통과 가계의 영광을 비

판한다.

“자기 기만에 대한 믿음”이라는 파스칼 하쳄의 조립식 조각작품은 대중을 매혹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것처

럼 보이는 정치적 선전의 이야기구조로서 강압적 순교를 비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강력한 이념

의 구축에 종사하는 환영과 신화의 메카니즘은 립스틱, 콘크리트, 거울, 금속의 외관으로 언급된다. 이 물

질과 물건의 이종적 몸체는 환영과 매혹의 보편성을 구축하기 위하여 작가에 의해 은유로서 사용된다. 그

환영과 매혹은 상실이 전희로써 묘사될 수 있고, 그리고 미의 앞모습이 더 사악한 정치적인 선전을 덮어버

리는 얇은 허식을 창출하는 것이다. 반면에, “세 가지 사랑 노래”에서 아델 아비딘이 세 가지 민족주의적

송가를 전용한 것은, 아비딘의 어두운 유머 형식으로, 사담 후세인의 새로운 이라크에 대한 약속이라는 연

주에 맞춰 수천 명 이라크인들이 군무할 정도의 깊은 열기를 해체하는 비평의 전복적 형식이다. 작가는 세

성가의 가사를 립싱크하는 세 명의 매력적인 공연자를 통해 유혹의 힘을 비춘다. 독재자들은 자기들을 지

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탄압은 국가 해방이라는 도취적 계획과 전능한 지도자의 맹목적 숭배로

교활하게 은폐될 수 있었다.

포어드 엘 코리의 “이집트 시리즈”는 19세기 이집트 여행을 갔던 플로베르와 드 캠프의 흔적을 찾는 은유

적이고 지리적인 작업이다. 그 프랑스 여행자들이 나일의 땅에서 보냈던 시간의 인상들이 오리엔탈적 시

각으로 한정되었었다고 한다면, 엘 코리의 사진 일기는 솔직한 시각을 제공한다. 그 시각은 그의 질문의

주제들과 장소들을, 더 복잡한 이미지를 참작한다면 이미 명백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이전 프랑스 여행

자들의 이야기와는 반대되게 해주는 것이다. 그것은 원래의 이야기가 타자화되어 극단적으로 단순하고 축

소된 모습으로 여겨지는 것을 벗어나게 해준다. 그 대신에, 때때로 모호하고, 언제나 제한되는, 사랑 문제

같은 것은 사람들이, 코어리의 “이집트 시리즈”에서 묘사된 다양한 구석과 시나리오들을 통하여, 신기해할

때 풀리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지넵 세디라의 “연인들 Ⅱ”와 “바다의 비상식과 물에 관한 다른 이야기”에

나오는 난파선과 바다여행은 고통과 고립, 그리고 그 장소에서는 해피엔딩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따라

다닌다. 해안선으로 밀려간 부서진 배의 뼈대같은, 뇌리를 떠나지 않는 이미지들은, 식민시대 이후부터 지

금까지 작동하고 있는 고정된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경계들 앞에서, 더 어두운 이야기들과, 희망의 상실

과 절망의 불가피성을 말한다. 

칼레드 타크레티의 기념비적 회화 “나의 애도”는 상실의 본질을 꿰뚫는다. 그것이 그의 고향 시리아에서

발생한 전쟁에 대한 그의 반응이다. 그 작품을 통하여, 그는 지독한 고통으로 인해 소리없는 비명을 지르

고, 전쟁의 견인과 파괴 아래에서도 삶을 이어가야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에 경의를 표한다. 승화의 차

원에서, 타크레티는 가정과 조국의 상실을 애도한다. 니센 코센티니는 그녀의 집과 가족에 대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상실에 대한 생각을 탐구한다. 부재와 현존이라는 이분법에 대한 시적인 처리, 경험의

사라짐, 문화적 코드로서 언어의 주장, 문화적 망각의 형식으로서 어휘들의 모호함들은 그녀의 작품 “복

귀”, “보즈말”같은 송시들을 상실에 이르게 만든다. 장소, 시간, 그곳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상실이다. 코센

티니와는 다르게, 가다 아메르의 언어에 대한 언급은 축하의 음조로 울린다. 그녀의 조각들은 처음에 사랑

이라는 아랍 글자에 의해 영감을 받았고, 나중에 사랑과 친밀감에 대한 생각들의 삼차원적 탐구로 진전되

었다. 그녀는 언제나 그녀의 회화 경험을 탐구한다. 사람들의 눈에는 복잡하게 제작된 욕망의 오브제로서,

우리들은 긴밀하게 관련된 여성들의 윤곽과 형태들을 발견하기 시작한다.

옴 쿨숨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하는 유일한 작품은 지아드 안타르의 “사랑의 밤”이다. 제목 자체가 움 쿨

숨의 노래 중 하나에서 따온 것이다. 한국인 여성 바이올리니스트가 쿨숨의 영향력 있는 노래를 연주한다.

안타르는 그의 카메라를 관객을 직접 바라보는 음악가 정면에 놔둔다. 극도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음

악가가 복잡한 아랍 음악의 악보를 연주하게 함으로써 작가가 성취하는 문화적인 병치는 표면상의 문화적

이분법을 부정하게 한다. 음악과 사랑은 모든 장벽을 초월하고 보편적인 인간의 조건을 말할 수 있게 한

다.

라에드 야신의 “우주 속의 유적”은 특별히 이 전시를 위해 의뢰받았었고, 전체 전시의 오프닝 장으로서 기

능한다. 역사적 진실과 픽션 사이의 가느다란 줄을 걷는 야신은 이 작품을  다른 작품들의 궤도로서 작용

하게 하고,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수준에서 주관성의 효과를 밝힌다. 야신은 이 전시의 시작점으로 놓여진

전시기획상의 가상의 약속 위에서 움 쿨숨과 이난영의 상상 속 만남을 세부적으로 진전시킨다. 그 결과는

잃어버린 희망에 대한 경의이기도 하고 사랑과 우정의 결합에 대한 축하이기도 하다. 더 비판적으로, 그

작품은 이 전시의 다른 많은 작품들처럼, 문화적 근접성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예술은, 문화적 배

경이 다른 개인들이 똑같은 예술작품을 경험할 때 똑같은 의미를 뽑아낼 수 있는, 진정으로 보편적인 언어

를 획득할 수 있는가? 

전시의 가상 구조가 역사에 대한 비평으로 작용하고, 문화적 교류의 (불)가능성에 대한 똑같은 영원한 질

문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도이다. 이 경우에, 픽션은 환상적인 상상력을 의미하지 않는

다. 그것은 한 시대의 성과들과 단점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 스토리텔링의 형식으로 작

용한다. 우리의 가상의 만남이 모든 해 중에서 1967년에 일어났다는 사실은 중동과 한국에 있어 자기 인식

과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한 주요한 변화의 시기였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가상의

전제는 지역의 관객들이 전시된 작품들과 작품들이 재현하는 복잡한 문화의 보편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움 쿨숨과 이난영의 실재하지 않았던 만남의 시적인 은유를 사용하여, 우리

는 그들이 두 개 이상의 문화 차이가 있고, 한국과 중동이 서로 멀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무엇

인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다. 가수들과 그들의 노래는 잃어버린 순수, 예전의 향수, 더 나

은 미래를 위한 희망에 대한 열망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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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s of Loss and Songs of Love
Oum Kulthoum and Lee Nan-Young

Curators Statement

May 20 – July 13, 2014

The exhibition is based not on facts but on an almost-event and what could have happened since. Therefore,

while the artworks are indeed in the museum and while the visitors do in fact walk around tangible objects and

experience them in space and time, this exhibition merges the realms of fiction with reality engulfing the visi-

tors as participants within an imagined encounter.

When asked by the Gwangju Museum of Art to showcase a representative sample of artists working, living or

coming from the Arab world and the larger Middle East, it was evident to us from the get go that the only way to

do so was to operate along the only truth that we have come to learn in years of working and living there: the

Middle East does not exist. It really doesn’t. There are several middle easts (with a lower case m and lower case

e) that operate along an infinite number of axes and serve an endless number of interests. Yet, when put all to-

gether, these unfathomable iterations do not come together in accretion, or as a puzzle to generate a meaning-

ful bigger picture. How, then, can artists belong to a place that is a non-place, a time that seems to move

backward and forward concurrently, and at times halt at a standstill? 

As curators, we are always cautious of meta-narratives and their reductionist agency. We are equally con-

cerned with cultural specificity, connecting to an audience, and relating to the local context. How on earth were

we to put together a meaningful selection of artworks that would not essentilaize the artists and make sense to

a local Gwangju museum goer? 

As our research evolved and our thinking about the exhibition developed, the answer came to us from a place

not too far from Gwangju: the port city of Mokpo. It appeared in the form of a singer. Her name was Lee Nan

Young. Through her real story we would construct an unreal account of events that would link her to another

singer, one who is better known to us, and that is the Legendary Oum Kulthoum. As we elaborated the details of

our contraption, we were fully aware that our approach was not the most curatorially orthodox, but this was the

Middle East coming to Gwangju and that was already surreal enough. This is how it all began, and the rest is

non-history!

During the 1930’s Lee Nan-Young’s song “The Tears of Mokpo” portrayed a vivid picture of the suffering of Kore-

ans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s a boatman’s song is fading out, 
the wave sounds in Samhak-do are penetrating my heart.
A young woman stands on quay while soaking her sleeves with tears.
Are these the tears of parting?
There is sorrow in Mokpo.”

Since then, the song has come to embody a spirit of reminiscence and defiance in the face of oppression. So

many singers continue to revisit it adding their own interpretation to a song that still resonates among many

Koreans until the present day. Yet, none of them have come to acquire the same legacy as that of Lee Nan-

Young.

Lee was one of Korea’s most famous singers before World War II. She was married to the renowned classical

music conductor and popular composer Kim Hae-song, who, in 1950, would be captured and killed by the North

Koreans during the Korean War.  Left with nothing, Lee found herself singing for the American troops. She

would eventually bring her daughters to sing with her as well. The soldiers would give them chocolate bars,

which in turn they would trade in for real food on the black market, but it was enough to get by. Lee’s daughters

would eventually become the internationally famous Kim sisters!

Around the same time that Lee Nan-Young was singing for the foreign troops, another singer was aligning her-

self with her nation’s defiance of colonial rule and monarchic hegemony. Oum Kulthoum would become the

most celebrated singer in the history of song, not only in Egypt, but the entire Arab World. Known until today as

“the diadem of the orient”, she continues to ignite the aspirations of several generations and the utopian “Pan-

Arabism” of Egypt’s revolutionary leader Jamal Abdel Nasser. 

In 1954 Oum Kulthoum sang to celebrate the failure of an assassination attempt on Nasser, and in 1956 she

celebrated the nationalization of the Suez Canal and subsequent defeat of the Tripartite Aggression against

Egypt. She was on hand to celebrate the building of the Aswan High Dam, and she sang in support of Egyptian

troops in the build-up to the 1967 War. Following the Arab defeat, she led a campaign to rebuild a shattered

country, going on an international tour to help raise money and rally support. Considered by many as Oum

Kulthoum’s definitive song from that period, “Al-Atlal” (the ruins) came to embody a harsh moment of loss, yet

at the same time, inspire faith in a new resurrection.

“My heart, don’t ask where the love has gone
It was a citadel of my imagination that has collapsed
Pour me a drink and let us drink of its ruins
And tell the story on my behalf as long as the tears flow...
Give me my freedom, release my hands”

Two songs by two singers have become a living illustration of two people’s grappling with national loss and re-

sistance, collective dignity and defiance. Probably for more than any other reason, “The Tears of Mokpo” and

“Al-Atlal” continue to resonate in the hearts and minds of so many since they so profoundly capture the human

need for freedom. And maybe more than anybody else, Lee Nan-Young and Oum Kulthoum have managed to

depict this universal plea for liberty and survival in both, their song and lives.

The exhibition departs from an imagined premise whereby the two singers have met. Of course, this never oc-

curred. It is extremely unlikely, even almost certain that either one of the two singers knew of the life and music

of the other. However, it is intriguing to speculate on what could have happened had they indeed met. What

could have they said to each other? How would have they responded to each other’s music? What kind of col-

laboration could have ensued? What type of documentation (letters, photographs, sound and film recor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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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ld have resulted from that encounter that never took place?

Using fiction as an alternative reading and rewriting of history, the exhibition starts with an account of a meeting

that took place between Lee Nan-Young and Oum Kulthoum in 1967. Oum Kulthoum was in Paris to give a con-

cert at the Olympia (a true fact) in support of the Egyptian troops, and Lee was passing through on her way back

to Korea from New York where her daughters, the Kim Sisters, had made their 20th appearance on CBS’s fa-

mous Ed Sullivan show before going back to resume their singing tour at Las Vegas’ Thunderbird Hotel. (Also a

true fact) 

During that “fictional” meeting, the singers would exchange their thoughts on music and politics. They would

each tell their own story of how they started their careers, how they worked hard and rose to fame. They would

agree that as public figures they had a responsibility that went beyond the realm of entertainment, and that

music, their music, had a definitive role to play in the political mobilization of their nations. Lee would sing a few

lines from “The Tears of Mokpo” to Oum Kulthoum and Oum Kulthoum would sing a few lines from “Al-Atlal” to

Lee. Over the course of a few hours for which this imagined meeting took place, the two singers would get

along really well and grow fond of each other. They would promise to visit each other’s countries in the future,

even organize concerts together.Oum Kulthoum went back to Egypt. She told everyone about this amazing

singer from Korea called Lee Nan-Young whom she met in Paris and who promised her to come to Egypt. She

waited and waited. Every year, she would expect to hear from her Korean friend, but to no avail. In 1975, Oum

Kulthoum passed away, but she never stopped thinking about that meeting in 1967 in Paris; she never stopped

hoping that she would see Lee again. What Oum Kulthoum did not know is that Lee Nan-Young returned to

Korea determined to make a trip to Cairo in the following year. She was determined to see Oum Kulthoum

again, to visit the land of the Sphinx, but, alas, death came too fast and Lee died only a few months later. 

Imagine if the two singers had truly met. If they had indeed kept their promises and visited each other’s nations

giving massive public concerts… One is compelled to wonder what type of musical collaborations could have

ensued. What kind of responses would have resulted from such an encounter? What are the questions that

might have been triggered by such an exposure? More so, how could have this exchange informed the two cul-

tures in question: Korea and the Arab world?

Almost half a century after that imagined encounter occurred, this exhibition comes as a fulfillment of Oum

Kulthoum’s promise to visit Lee Nan-Young. The artworks by the 18 artists in the exhibition, 7 of them women

and 11 men, are placed according to a series of open-ended dichotomies. They each echo, at once, the two main

themes of loss and love that are explored by Lee Nan-Young’s “The Tears of Mokpo” and Oum Kulthoum’s “Al

Atlal”. While each work could easily be interpreted as a manifestation of both an inquiry into love and a musing

on loss, they have been curatorially assigned into one of the two sections to further the dialogue with other

works in the exhibition. 

Songs of Loss
The artworks in the Songs of Loss section grapple with notions of loss and nostalgia. They depart mostly from

personal memories or collective histories that the artists seek to preserve or excavate lest they be forgotten.

This, by itself, is an enactment of love, which is to say that while the artworks here are primarily read as an in-

vestigation of loss, they can equally be seen as manifestations of love. One cannot experience loss without hav-

ing experienced love first. The works provide commentary on the human experience of loss at large be it the

loss of self, of the other or of an entire place and generation. 

Songs of Love
The artworks in the Songs of Love section grapple with notions of love and celebration. Some reveal intimate

and personal desires that have persisted in the face of eradication and hardship.  Others dwell in fantasy-like

depictions that portray the problematic relationship between oppressive rulers and their subjects as an intense

love affair. And then, there are those that are underscored by a candid celebration of loved ones, cherished cities

and precious memories. While love leads the way, so to speak, many of the works, nevertheless, emanate a cer-

tain apprehension reminding the viewer that loss could be lurking behind the next corner. For how could one

love another, without ultimately loosing something of ones’ self…

Joana Hadjthomas and Khalil Joreige’s Lebanese Rocket Society documents the long lost dream of a group of

young Lebanese Armenian scientists who aspired to launch a rocket into space in the 1950s and 1960s. While

very promising, rallying around it significant official and popular support at the time, the story has been rele-

gated into the ranks of oblivion. Contrary to this, Ali Cherri’s installation Pipe Dreams documents with penchant

satire, the account of Syria’s first astronaut who invaded outer space with a Russian mission. The representa-

tion of the famous phone call that was aired live on national television between the then-president of Syria

Hafez Al-Assad and the astronaut is retold by Cherri in a manner that is befitting the celebration of epic love sto-

ries.

Mounir Fatmi’s Saving Manhattan comprises of two main components: a cityscape and a soundscape. In his

portrayal of the accounts of 9/11 he manages to abstract the horrifying loss on that occasion though a distilla-

tion of elements that is at once discernable yet ambiguous. In his scratching on paper series, Mohammad

Kazem also alludes to music and his native city Dubai. Musical scores that he knew and studied inspire his en-

gravings and their minimalist appearance on paper echoes the grid-like structures that remind us of urban car-

tographies.

The delicate yet powerful sculpture by Mona Hatoum entitled T42 (Gold) speaks of the push-and-pull that con-

stitute the dynamics of a love relationship. Within this act of constant negotiation, two entities can come together

and transform into a hybrid of sorts. This new form in turn becomes the perfect expression of their love. In con-

trast, Shirin Neshat’s Turbulent depicts a different type of confrontation between a man and a woman. Yet un-

like the possibility of metamorphosis suggested in Hatoum’s piece, Neshat’s characters never manage to

overlap or intersect. They each remain resolute in the assertion of both their desire and territory. Even the

viewer, given the distance between the walls on which the two figures are projected, is never able to reconcile

his/her affiliation and is always forced either watch the man or the woman but never see them both at the

same time.

If I Forget You Don’t Forget Me is a poignant example of artists turned archeologists whereby Manal Al Dowayan

excavates the lost personal stories of families who belonged to the extended Oil communities of mid last cen-

tury Saudi Arabia. Her photos lovingly present us with a wide array of personal objects and paraphernalia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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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onged to these people. By summoning these objects back to life through the meticulous lens of her camera,

Dowayan affectionately invokes the memory of those who contributed to the modernization of an entire genera-

tion in the recent history of Saudi Arabia. In contract, Mohssin Harraki’s drawing, flags and tracings that resem-

ble traditional family trees, conjure a sense of loss and mythology that often surrounds the epic retellings of the

adventures and feats of heroes of times past. Nostalgia merges with historical accuracy to blur our ability of dif-

ferentiating fact from myth. In doing so, Harraki critiques the glorification of lineage and familial ties for the

same of rewriting a more objective history that allows for failure and more critical retrospection.

Pascal Hachem’s assemblage of sculptural works from the series Belief in Self Deception are steeped in a cri-

tique of the coercion of martyrdom into narratives of political propaganda that seek to seduce and mobilize the

masses. The mechanisms of illusion and myth that are employed in the construction of powerful ideologies are

referred to in the guise of lipstick and concrete, mirrors and metal. This heterogeneous body of materials and

objects is used as a metaphor by the artist to construct a universe of illusion and seduction by which loss can be

portrayed as foreplay, and where a façade of beauty creates a thin veneer to cover far more sinister political

propaganda. On the other hand, Adel Abidin’s appropriation of three nationalist anthems into Three Love Songs

is a subversive form of criticism that unpacks, with dark humor typical of Abidin’s style, the profound zeal with

which thousands of Iraqi’s marched danced to the tune of Saddam’s promise of a new Iraq for all. The artist

highlights the seduction of power though the choice of three attractive performers who each lip-sync the words

of one of three chants. Even dictators find those who love them when the guise of their oppression can be so

cunningly concealed with the euphoric projects of state emancipation and the blind cult of the omnipotent

leader.

Fouad El Khoury’s Suite Egyptienne is a metaphorical and geographical re-enactment of Flaubert and Du

Camp’s journey in Egypt in the 19th century. If the French travelers’ impressions of the time they spent in the

land of the Nile were confined within the Orientalist gaze, El Khoury’s photographic diary offers a candid view

from within that enables the subjects and places of his inquiry to counter the former narratives that were es-

poused allowing for a more complicated image to emerge; one that evades the simplistic, reductionist tale of

“othering”. In its place, a type of love affair, at time obscure, always restrained, unravels as one wonders through

the diverse corners and scenarios depicted in Khoury’s Suite Egyptienne. In contrast, Zineb Sedira’s shipwrecks

and sea journeys in The Lovers II, Maritime Nonsense and Other Aquatic Tales and Middle Sea respectively

speak of journeys that are haunted with suffering and desolation and with no happy ending in site. The haunting

images of these broken carcasses of a ship washed ashore these deserted coastlines speak of darker stories,

of the loss of hope and the inevitability of despair in the face of rigid social, economical and geographical bound-

aries that are still at play since Colonial times.

Mes condoléances, Khaled Takreti’s monumental painting, captures the essence of loss. It is his response to the

war that has plagued his native Syria. Through the work he utters a silent scream of utter pain and pays hom-

age to the suffering of all those who continue to live under the tow of war and destruction. In some sort of subli-

mation, Takreti mourns the loss of home and country. Nicene Kossentinti explores similar notions of loss by

invoking the imagery of her home and family. Her poetic handling of the dichotomies arising from absence and

presence, the vanishing g of experience, the persistence of language as cultural code and the blurring of words

as a form of cultural oblivion make her of works Revenir and Boujmal odes to loss; the loss of place, of time and

the people who dwell in both.

Unlike Kossentini, Ghada Amer’s reference to language rings with a celebratory tone. Her sculptures were in-

spired initially by the Arabic synonyms for the word love and later developed into three-dimensional explo-

rations of the notions of love and intimacy that she usually explores in her painting practice. As one’s eyes

wander around and through these intricately crafted objects of desire, they begin to pick up the contours and

forms of women who are intimately intertwined. 

The only work that makes a direct reference to Oum Kulthoum is Ziad Antar’s A Night of Love. The title itself is

borrowed from a title of one of Oum Kulthoum’s songs. A female Korean violinist performs Kulthoum’s seminal

song. Antar places his camera opposite to the musician who performs directly for the viewers. The cultural jux-

taposition that the artist achieves by having a musician of an extremely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perform a

complex score of Arabic Tarab music allows for a negation of the ostensible cultural dichotomy. Music and love

transcend all barriers and can speak to the universal human condition.

Raed Yassin’s Ruins in Space was commissioned especially for the exhibition and act as a sort of opening act to

the entire exhibition. This work continues in a trajectory of other works by Yassin whereby he walks a thin line

between historical truth and fiction, and traces the effects of subjectivity on the individual and collective level.

Yassin builds on the fictional curatorial premise that was laid out as a starting point for this exhibition and devel-

ops the details of that imagined encounter between Oum Kulthoum and Lee Nan-Young. The result is at once

homage to lost hopes and a celebration of the ties of love and friendship. More critically, the work, like many

others in the exhibition, raises the question of cultural proximity: Can art truly achieve a universal language

whereby individuals from very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could extract the same meaning when experienc-

ing the same work of art?

Using fiction as a form of alternative storytelling, Songs of Loss and Songs of Love raises some pertinent ques-

tions about the (im) possibility of cultural exchange. Through the poetic metaphor of Lee Nan-Young’s 1967

imagined encounter with Oum Kulthoum, the exhibition recognizes that, despite how different they are, any two

or more cultures can have some things in common. Both singers and their respective songs capture the yearn-

ing for a lost innocence, the nostalgia for what used to be, and the dream in a better future.  

Sam Bardaouil and Till Fellrath

Munich, Apri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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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의 노래
이섹션의작품들은상실과향수의관념들을다룬다. 예술가들은 그관념들이잊혀지지않게하기위하여 보존하

거나 발굴하려고하며, 그것들은개인적인기억이나집단적인역사로부터출발하는것이다.  이것은그자체로서,

사랑의법규이다. 그것은 여기의예술작품들이주로상실의탐색으로읽혀진다면, 그것들은또한동등하게사랑

의징후로도볼수있다. 사람은먼저사랑을경험하지않고는상실을경험할수없다. 작품들은상실에대한인간들

의경험, 그리고타자, 혹은전체적인공간과세대에관한해설을제공한다.

Songs of Loss
The artworks in this section grapple with notions of loss and nostalgia. They depart mostly from personal memories or

collective histories that the artists seek to preserve or excavate lest they be forgotten. This, by itself, is an enactment of

love, which is to say that while the artworks here are primarily read as an investigation of loss, they can equally be seen

as manifestations of love. One cannot experience loss without having experienced love first. The works provide com-

mentary on the human experience of loss at large be it the loss of self, of the other or of an entire place and generation. 

SONGS OF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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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ed Yassin

라에드 야신은 비디오, 음향, 시각 아티스트이자 음악가이다.
관념적 성격이 강한 그의 작품은 현대 의사소통 매체, 뉴스,
대중문화, 도시 생활, 미술사, 아랍 영화, 아카이브(기록본관)와
같은 주제들을 다루기 위해 이미지, 음악, 텍스트를 이용한다.
작품의 시작점에서 라에드의 작품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집단역사의 묘사뿐만 아니라 라에드 자신의 묘사까지도
소비문화와 대량생산을 통해 바라보고 있다.

야신은 2003년 베이루트에 있는 순수미술학교에서 연극학과를
공부했다. 예술가이자 음악가인, 야신의 작품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집단 역사를 소비문화와 대량생산을 통해
설명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진다.
그는 유럽, 중동, 미국과 일본에 있는 수많은 박물관과
축제들에서 작업을 해왔고, 피두스 상(2009),
아브라즈최우수예술상(2012), AFAC grant for
production(2010), YATF grant for production(2008)(2012)
그리고 Cultural Resource grant for production(2008) 등을
수상했다. 
야신은 IRITIJAL 축제의 창립 위원들 중 한 명이자 베이루트에
자리 잡은 예술 공동 사업체 “Atfal Ahdath”의 설립
구성원이며, 몇 개의 앨범을 발매했고 2009년에는 Annihaya
제작사를 설립했다. 현재 그는 칼파얀 갤러리(Athens-
Thessaloniki)의 대표로써, 베이루트에서 작업 활동을 하고
있고 이다.

라에드 야신은 그가 현재 거주하며 작업 활동을 하고 있는
베이루트에서 1979년에 태어났다.

Raed Yassin is a video, sound and visual artist and musician whose
strongly conceptual work uses image, music and text to explore
themes such as contemporary communications media and news
content, pop culture, urban existence, art history, Arabic cinema
and archives. As a starting point, Raed’s work often takes an ex-
amination of his own personal narratives, as well as those of the
collective history that surrounds him, through the lens of con-
sumer culture and mass production.

Yassin  graduated from the theatre department at the Institute of
Fine Arts in Beirut in 2003. An artist and musician, Yassin’s work
often originates from an examination of his personal narratives
and their workings within a collective history, through the lens of
consumer culture and mass production. He has exhibited and per-
formed his work in numerous museums, festivals and venues
across Europe, the Middle East, the United States and
Japan,Yassin was awarded the Fidus Prize (2009), the Abraaj Capi-
tal Art Prize (2012), the AFAC grant for production (2010), the YATF
grant for production (2008 & 2012) and the Cultural Resource
grant for production (2008). Yassin is one of the organizers of IRTI-
JAL Festival, and has released several music albums and founded
the production company Annihaya in 2009. He is also a founding
member of “Atfal Ahdath” a Beirut based art collective. He cur-
rently lives and works in Beirut and represented by Kalfayan Gal-
leries (Athens–Thessaloniki).

Raed Yassin was born in 1979 in Beirut where he currently lives
and works.

라에드 야신은 1979년 베이루트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거주하며 작업 활동을 하고 있다.

우주 속 유적, 2014

“우주 속 유적”은 특별히 이 전시를 위해 만들어졌고, 현실적인
잠재력을 부여하는 실제 사물에 기반을 둔 허구적 묘사다. 이
작품은 옴 쿨숨과 이난영이라는 두 전설적인 가수들 위주로
돌아가며, .이 전시의 개념적 얼개를 제공하는 가상의 만남을
기반으로 한다. 이 작품은 옴 쿨숨의 중요한 노래인 “유적(알
아탈)”을 참고하여 만든 것이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음악의
역사를 다시 쓰는 프로젝트이자 우주를 언어와 지리 그리고
시간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 서로 연결해주는
이상적 공연장으로 만드는 알레고리이다. 

이 작품은 향수의 관념에 의문을 품었던 야신의 다른 작품들과
궤를 같이 한다. 그리고 역사적 묘사들이 상충하거나 심지어
정치적 전복의 형태로 다시 써질 수도 있는, 그 복잡한
방식들을 분석한다. 그의 최근 작품들은 역사적 사실과 허구의
가느다란 선을 걸어가고, 개인과 집단이 가지는 주관주의의
효과를 추적한다. 향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대중문화의
프리즘을 통해 비춰지는 중동 지역에 대해 다른 이해들을
인정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다리를 창조해내려는 그의
의도의 일부이다. 이미지들의 통합과 재건, 그리고
대중문화에서 나온 재료들은 그의 선택 재료를 구성한다. 그의
목표는 사실과 거짓의 영역을 이어주는 대안 현실을 만들기
위해, 개인과 대중을 오가는 언어를 창조해내는 것이다.

“사랑의 노래” 섹션에서 찾아보기 
지아드 안타르의 비디오 “사랑의 밤”은 옴 쿨숨의 또 다른
작품을 따서 제목을 붙인 것이고, 문화적 장벽을 초월하는
음악의 능력을 탐구한다.

Raed Yassin was born in 1979 in Beirut, Lebanon where he cur-
rently lives and works.

Ruins in Space, 2014

Ruins in Space, specifically commissioned for this exhibition, is a
fictional narrative based on actual material that lends it realistic
potential. It revolves around the two legendary singers Oum
Kulthoum and Lee Nan-Young, whose imagined encounter pro-
vides the exhibition’s conceptual framework. Making reference to
Oum Kulthoum’s seminal song Al-Atlal (The Ruins), this project, in
essence, is about rewriting musical history, and an allegory to the
notion that space is the utopian arena, defying language, geogra-
phy and time; connecting people wherever they are, and at what-
ever era they exist. 

This work continues in a trajectory of other works by Yassin
whereby he questions notions of nostalgia and unpacks the com-
plex modes by which historical narratives can be contested, or
even rewritten as a form of political subversion. His recent works
walk a thin line between historical truth and fiction, and trace the
effects of subjectivity on the individual and collective level. This
focus on nostalgia is part of Yassin’s intention to create a bridge
that allows for a different understanding of the Middle Eastern re-
gion, as viewed through the prism of popular culture. 

In Songs of Love, a video by Ziad Antar is entitled after another
song by Oum Kulthoum and explores the ability of music to tran-
scend cultural b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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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에드야신우주속폐허 (2014)
Raed Yassin

Ruins in Space (2014)
archival inkjet print, text, sound, speaker, record cover, vinyl record

courtesy of the artist and Kalfayan Galleries, Athens and Thessalon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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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에드야신우주속폐허 (2014)
Raed Yassin

Ruins in Space (2014)
archival inkjet print, text, sound, speaker, record cover, vinyl record

courtesy of the artist and Kalfayan Galleries, Athens and Thessalon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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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난영 (1916-1967), 한국

목포의눈물(1933)
Lee Nan-Young(1916-1967), Korea

The Tears of Mokpo(1933)

올쿨숨(1904-1945), 이집트

폐허(1966)
Oum Kulthoum(1904-1975), Egypt

The Ruins(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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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ssin Harraki

모쉰 하라키는 테투앙데보자르국립학교, 툴롱예술대학, 디용
예술 대학에서 학업을 수료했다. 2011년 모로코 마르틸에서
개최된 ‘Genealogical Trees(가계도) at l’Espace 150 x
295‘전에 참여했고, 2010년에는 탕헤르 소극장에서
’마하타‘전과 요르단 암만에서 그룹전시 ’Sentences on the
Bank and other activities‘를 가졌다. 이밖에 마르세유
’ARTO-RAMA‘전, 베를린 비디오페스티발 ’트랜스미디알레‘,
’카이로미디어예술페스티발‘과 ’카이로단편독립영화제‘등 많은
국제 행사에 참여했다.

모쉰 하라키는 사회와 정치적 쟁점들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그림, 비디오, 설치, 사진, 공연분야에서 작업을 해오고 있다.
작가는 ‘문화구조’를 ‘집단공상’과 ‘후기식민주의’의 결과로
여기고, 그에게 낯선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연구했다. 독립
선언 이래 이어져 온 모로코의 문화 정치적 역사와 계보학,
권력의 전이, 국가적 이데올로기의 탄생과 ‘집단양심형성’과
같은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다. 2011년에는 툴롱에서
동료와 예술가, 행인들과 함께 대화를 하며 “단식(fasting)”을
대중들에게 선보였다. 그는 설치 미술품들을 통해 전통적인
맥락에서 벗어난 언어와 책의 주제를 연구했으며,
전체적으로는 문화적 구조, 기억의 구성 그리고 ‘집단공상’의
메커니즘을 연구하기 위한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모쉰 하라키는 1981년 모로코의 아실라에서 출생했고 파리에
거주하며 작업 활동을 하고 있다.

Mohssin Harraki graduated from the Institut National des Beaux-
Arts of Tetouan, the Ecole Supérieure d’Art of Toulon and the Ecole
Supérieure d’Art of Dijon. He participated in many exhibitions such
as Genealogical Trees at l’Espace 150 x 295 in 2011 in Martil (Mor-
rocco) and in group shows such as Mahatta » at the cinémathèque
of Tanger in 2010, Sentences on the Bank and other activities in
2010 in Amman (Jordan) and in ARTO-RAMA in Marseille, the vide-
ofestival Transmediale11 in Berlin, the Independent Short Films
and Media art Festival in Cairo.

Mohssin Harraki creates drawings, videos, installations, photogra-
phy and performances; all are questioning strong social and politi-
cal issues. The artist is just as well examining the cultural
construction as the post-colonial consequences and the collective
imaginary.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that are unfamiliar to him
are also part of his research. He’s interested in the cultural and po-
litical history of Morocco since the proclamation of Independence
and to the themes such as the genealogy and transmission of
power, the birth of nationalistic ideology and the formation of the
collective conscience. The artists proceeds in general by creating a
dialogue, with his peers, artists or with people he meets in the
streets, as with the intervention “Fasting” in 2011 in Toulon. In his
installations he explores themes of the book and the written word
that he diverts out of their traditional contexts. Overall his art proj-
ects aim to explore the mechanisms of cultural construction, the
constitution of memory and the collective imaginary.

Mohssin Harraki was born in 1981 in Asilah, Morrocco. He lives
and works in Paris.

모쉰 하라키는 1981년 모로코의 아쉴라에서 출생했고, 십년이
넘는 기간 동안 파리에서 거주하며 작업 활동을 하고 있다.

가계도 시리즈, 2012-2013

모쉰 하라키는 아랍 지배층의 계보학을 되짚은 가계도를
창작한다. 아직 진행 중인 이 프로젝트는 연속적인 격변, 통치,
그리고 권력의 계승에 대한 연구로부터 비롯되었다. 

가계도 안에서 한 이름의 위치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권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권력에 접근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여자들의 이름은 체계적으로 누락되었다. 이러한
가계도는 통치 가문 내에서 여자들의 비대표성을 비춰주는
것이다.

“사랑의 노래” 섹션에서 찾아보기
가다 아메르는 정치적인 행위와 제한받지 않는 성적인
즐거움과 같이 전통적으로 남성이 지배한 영역들에서 일하고
있는 자치적인 개별자로서의 여성을 탐구한다.

Mohssin Harraki was born in 1981 in Asilah, Morrocco. He has
been living and working in Paris for over a decade.

The Genealogy Series, 2012 – 2013 

Mohssin Harraki creates drawings of family trees, tracing the ge-
nealogy of Arab ruling families. The project, considered by the artist
a work in progress, resulted from a research into the dynamics of
succession, governance, and inheritance of power. 

Since the position of a name in a family tree is directly related to
the power of this person, the names of all the persons unable to
have access to power and those of women are systematically
dropped. These family trees highlight the non-representation of
women within ruling families. Harraki therefore creates fictional
family trees where he gives a place to women and offers a family
to those who do not have one. 

In Songs of Love, Ghada Amer, on the contrary, depicts women as
autonomous individuals engaged in traditionally male-dominated
areas such as political action and unrestricted sexual pl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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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쉰하라키미지의사람6, 7, 8, 9, 10 (2013)
Mohssin Harraki

Inconnus 6, 7, 8, 9, and 10 (2013)
five drawings on paper

courtesy of the artist and Imane Farès Gallery,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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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쉰하라키미지의사람2, 3, 4 (2013)
Mohssin Harraki
Inconnus 2, 3, and 4 (2013)
three drawings on paper
courtesy of the artist and Imane Farès Gallery,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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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쉰하라키왕좌0 – 아랍4개국의4개의가계도
Mohssin Harraki
Thrones 0 - Four family trees of Four Arabic countries:
Bahrain, Morocco, Saudi Arabia and Jordan (2012)
four pieces of cloth with writing
courtesy of the artist and Imane Farès Gallery,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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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ir Fatmi

모니르 파티미는 관객이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나게끔 유도하는
시각적 공간과 언어적 게임을 구성하여 우리의 의심과 공포,
욕망을 비디오, 설치, 그림, 소묘, 조각 등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또한 작품을 통해 현재 일어나는 사건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특정한 사건들에 영향을 받은 이들의 삶을 드러낸다.
그는 종교적 사물에 대한 모독과 신조, 이데올로기의 종말을
다루고 있다. 특히 소비의 종말에 관심을 가졌고, 이것을
안테나 케이블, 복사기, VHS 테이프들과 사장된 언어 또는
정치적 운동에 적용하여 나타냈다.

그는 체제의 전복을 다룬 설치 작품, 소묘, 비디오, 그림과
조각을 통해 종교적 사물에 대한 모독, 역사적 쟁점들, 그리고
신조와 이데올로기를 부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전 세계의 사건들에 의한 개개인의 충격을
다룸으로써 인간의 공포와 욕망을 표현한다.

모니르 파티미의 작품은 취리히미그로스현대미술관,
뒤셀도르프쿤스트팔라스트미술관, 파리퐁피두문화센터.
도하마타프아랍현대미술관과 도쿄모리박물관 등에
전시되었다. 그는 2006년 7회 다카 비엔날레에서 대상,
암스테르담 반 빈델드 쿤스텐 라익스아카데미에서 우리엇상,
2010년에는 카이로 비엔날레 상을 받았고 52회, 54회 베니스
비엔날레, 8회 샤르자 비엔날레, 10회 리옹 비엔날레, 5회
오클랜드 트리엔날레에 참여했다. 

모니르 파티미는 1970년 모로코 탕헤르에서  태어났다. 그는
파리와 탕헤르를 오가며 작업하고 있다.

Mounir Fatmi constructs visual spaces and linguistic games that
aim to free the viewer from their preconceptions. His videos, instal-
lations, drawings, paintings and sculptures bring to light our
doubts, fears and desires. They directly address the current events
of our world, and reveal the structures of the lives of those who
have been affected by specific events. His work deals with the des-
ecration of religious object, deconstruction and the end of dogmas
and ideologies. He is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idea of death of
the subject of consumption.  This can be applied to antenna cables,
copier machines, VHS tapes, and a dead language or a political
movement. 

Fatmi’s subversive installations, drawings, videos, paintings, and
sculptures often center on historical issues, religious objects and
their desecration, and the breaking down of dogmas and ideolo-
gies. They bring human fears and desires to light by addressing
the personal impact of current world events.

Mounir Fatmi’s work has been exhibited in the Migros Museum,
Zürich, the Museum Kunst Palast, Düsseldorf, Centre Pompidou,
Paris, Mathaf : Arab Museum of Modern Art, Doha and the Mori Art
Museum in Tokyo. He has participated in several biennials, among
them the 52nd and 54th Venice Biennial, the 8th biennial of Shar-
jah and the 10th Biennial of Lyon and the 5th Auckland Triennial.
He was awarded by several prize such as the Grand Prize at the
7th Dakar Biennial in 2006 and the Uriöt prize, Rijksakademie van
beeldende kunsten, Amsterdam. He received the Cairo Biennial
Prize in 2010. 

Mounir Fatmi was born in 1970 in Tangier, Morocco. He lives and
works between Paris and Tangier.

모니르 파트미는 모로코 탕헤르에서 1970년에 태어났다. 그는
파리와 탕헤르 사이에서 거주하며 작업 하고 있다.

맨하탄을 구하라 03, 2007

“Save Manhattan” 프로젝트는 2001년 일어난 9.11테러의
반영이다. 이 프로젝트는 “Save Manhattan 01”, “Save Man-
hattan 02”, 그리고 2007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처음 전시된
마지막 편인 “Save Manhattan 03”로 구성돼있다. 처음 두
개의 작품이 책과 VHS 카세트를 이용했던 반면에, 이 설치
미술품은 바닥에 정렬되어 있는 90개의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스피커들을 따라 나오는 소리를 본질적인 요소로 사용한다.
빛은 뉴욕시와 뉴욕의 아이콘인 쌍둥이빌딩의 유명한
스카이라인을 닮은 그림자를 만들기 위하여 스피커 쪽으로
비춰진다.

이 소음의 연주회는 경적, 타이어가 긁히는 소리, 지하철,
그리고 차의 충돌 소리와 같은, 실제 도시의 삶을 반영한
소리들과  수십 개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뽑아낸
공상 폭발음들로 이뤄져 있다. 동시에 발생되는 소리들은
스피커들의 건축물에 부합하는 세 부분에서 순환된다. 이
작품은 뉴욕시의 강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그것은 도시가 마치
숨을 쉬고, 살아있으며 가장 끔찍한 재앙에도 저항할 수 있는
하나의 몸으로 나타낸다.

“사랑의 노래” 섹션에서 찾아보기
모하메드 카젬의 “종이에 스크래치” 시리즈는 유사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작품에서는 소음은 가상의 악보로
변형되어지고, 무시무시한 타워들은 고요한 도시경관으로
대치되었다.

Mounir Fatmi was born in 1970 in Tangier, Morocco. He lives and
works between Paris and Tangier.

Save Manhattan 03, 2007

The project Save Manhattan is a reflection on the disastrous
events of September 11, 2001. It consists of three separate pieces,
Save Manhattan 01, Save Manhattan 02 and the final version Save
Manhattan 03 which was presented for the first time at the Venice
Biennial in 2007. Whereas the first two versions used books and
VHS cassettes, this installation utilizes sound as the essential ele-
ment along with ninety speakers in varying shapes and sizes
arranged on the floor. A light is projected onto the speakers to cre-
ate a shadow resembling the famous skyline of New York City and
its iconic twin towers.

This concert of noise is built up from real sounds that reflect the
congestion of city life: horns, screeching tires, the subway and
crashing cars, and also fictional sounds of explosions that were ex-
tracted from dozens of Hollywood blockbuster movies. The syn-
chronized sounds are looped in three parts that correspond to the
architecture of speakers. This work presents a strong image of
New York City. It presents the city as if it were a body that breathes,
that lives, that suffers and that which is capable of resisting even
the most catastrophic of losses.

In Songs of Love, Mohammad Kazem’s Scratches on Paper Series
consists of similar elements, but in his work, noise transforms into
imagined musical scores and trembling towers are replaced by
tranquil citysc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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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르파티미맨하탄을구하라03 (2007)
Mounir Fatmi
Save Manhattan 03 (2007)
sound architecture, speakers, sound system, soundtrack, light and shadow
courtesy of the artist and Nadour Collectio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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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센 코센티니는 1976년 튀니지의 튀니스에서 태어났고, 현재
그곳에서 거주하며 작업 활동을 하고 있다.

보즈말 시리즈, 2011
복귀, 2006

“보즈말”이라 명명된 니센 코센티니의 사진 시리즈는 그녀의
어머니와 할머니, 증조할머니의 재판된 초상화들로 이루어져
있다. 가족 앨범 속 오래된 그 사진들은 그녀의 고향에 있는
말라버린 소금 호수의 배경으로 자리한다. 예술가는 이미지와
시간이 유예되고 과거와 현재를 나타내는 선이 공허한, 망각
상태를 만들어 낸다. 죽음의 부정적 공간을 환기하며, 니센
코센티니는 어렸을 때 느꼈던 외로움의 경험과 그녀의 고향과
가족에서 오는 현재 상실의 개념을 탐구한다.

그녀의 비디오 작품 “복귀” 속에서, 관객은 연작 “보즈말”의
사진들과 유사한 환상 이미지와 마주하게 된다. 간신히 어린
아이의 얼굴을 알아보는, 괴상한 침입자는 가족사진 틀에서
아이를 응시한다. 코센티니는 어머니, 이모, 삼촌의 어릴 적
사진을 다시 이용하지만 비디오는 유령과도 같은 구경꾼에게
초점을 맞춘다. 관중은 궁금할 것이다. 비디오에서 나오고
있는, 어쩌면 코센티니 자신일지도 모르는 이 아이가
존재했을까? 

양 작품 모두 환영의 공간, 유와 무의 축적인 이중적 존재의
중간자적 여백에 대한 명상이다. 코센티니는 그녀의 조상,
언어, 고행이라는 세 가지 요소의 여백을 탐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의 노래” 섹션에서 찾아보기
마날 알 도와얀도 가계와 조상에 대한 생각들을 탐구한다.
하지만 코센티니의 초상화와는 다르게 그녀의 가계사와 모든
세대가 남긴 유산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고 있다.

Nicene Kossentini was born in 1976 in Tunis, Tunisia where she
currently lives and works.

Boujmal Series, 2011 and Revenir, 2006

Nicène Kossentini’s photographic series entitled Boujmal consists
of reprinted portraits of her mother, grandmother and great grand-
mothers, all of which are adapted from antiquated photographs
found in family albums. The artist explores nascent experiences of
loneliness and present notions of loss with both the imagery of her
home-place and her family.

In her video Revenir, the viewer is confronted with a similarly
phantasmal image. Barely making out a small child’s face, a
haunting intruder peers from a doorframe on a family photograph.
The spectator demands the question, as Kossentini may herself,
could this child, caught in the frame, have existed? 

Both works are a contemplation of a phantom space, the in-be-
tween margin of dual existence: an accumulation of something
and nothing. Kossentini explores this very margin with three com-
ponents, her ancestry, her language and her birthplace.

In Songs of Love, Manal Al Dowayan equally explores notions of
family and ancestry. Unlike Kossentini’s portrayal, however, hers
preserves the memory of both, her family history and an entire
generation’s leg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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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센 코센티니는 환영과 이중 공간사이의 사색이 담긴 단색
비디오와 사진작품을 창작한다. 물과 같은, 언어의 은유적
묘사를 반복하는 동시에 가족 구성원을 하나의 도구로
다루면서 인터-그레션의 풍부한 배경을 자아내었다.

튀니스의 순수 예술 학교에서 인테리어 건축 학사 학위를
받았고 그곳에서 거주하며 작업 활동을 하고 있다.
스트라스부르 마치블로치대학과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비디오
그래픽 이미지에 대한 이론적, 실험적인 연구를 통해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파리 이미지학교와 프랑스 프레노아
국립현대예술학교에서 사진술과 멀티미디어예술과정을
마쳤다. 주목할 만한 작품인 연작 ‘Boujmal’(2001)과 ‘물이 내게
주는 것’(2009), ‘근시’(2008), ‘실종’(2007), ‘회상’(2006)과
같은 비디오 작품들을 통해 그녀의 세련된 방법론과 디지털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코센티니의 작품을 살펴보면 그녀의 작품 전체를 통해 일렬로
접선하여 작용하는 은유적 기표의 재발에 주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코센티니의 작품 속에서 물은 전달과 소멸이라는,
친숙한 이중성을 대표하는 편재된 역할을 부여받는다. 연작
What Water Gave Me와 비디오 작품 ‘실종’은 대상에서
발상된 초상을 전시하면서 모호함과 실재함 사이를 오간다.
연작 “Boujmal”과 그와 유사한 “근시”와 같은 비디오 작품에서
코센티니는 관중들에게 일련의 일시적인 이미지들을 통해
그녀의 고향 튀니지 스파크스를 소개한다. 작품 속에서 물은,
구체적으로 스파크스 외곽에 있는 말라버린 호수는 그리운
공간뿐만 아니라 존재와 부재 사이의 역설적 관계를 설명하는
기표로써의 작용을 상기시킨다. 한 때 풍부했던 호수의 자취는
그녀의 사진들 속에서 볼록한 배경으로, 그 유령 같은 존재
속에 놓여 있어 쉽게 찾을 수 없는 정체성으로 독자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코센티니는 그녀의 가계, 그녀의 언어
그리고 그녀의 출생지 - 몇 가지는 개인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 가 존재하는, 비록 그것들은 진정으로 느낄 수도 잊을 수도
없는 틈 속에 고정되어 있지만, 불안정한 여백을 강조했다. 

니센 코센티니는 현재 그녀가 거주하며 작업 활동을 하고 있는
튀니지의 튀니스에서 1976년에 태어났다.

Nicène Kossentini creates predominately monochromatic works,
whether video or photographs that are marked by a phantasmal
presence and a contemplation of the betwixt margin of dual
spaces: a conglomerate of some thing and nothing. Reoccurring
metaphorical representation, such as water, written language and
the subject of family become tools whereby Kossentini’s converg-
ing topics knit a rich landscape of inter-gression.

Kossentini currently lives and works in Tunis, where she first com-
pleted her undergraduate degree in Interior Architecture at the
School of Fine Art and successively completed her doctoral stud-
ies in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studies for the videographic
image at the University March Bloch in Strasbourg and the Sor-
bonne in Paris. Additionally completing courses in photography
and multimedia arts at l’Ecole de l’ Image in Paris and Studio Na-
tional des Arts Contemporains in Fresnoy, France. Having exhibited
her photographic and video works internationally, some of her
most noteworthy series such as Boujmal  (2011) and What Water
Gave Me  (2009) and videos such as Myopia  (2008), La Disparition
(2007) and Revenir  (2006) stand out as exemplary models of her
refined methodologies and digital techniques.

In surveying Kossentini’s works, one notes the reoccurrence of
metaphorical signifiers that acts as a tangential lineage through
her metier as a whole. On a general level, water plays an om-
nipresent role in Kossentini’s work, representing the intimate dual-
ity of transmission and effacement. In the series What Water Gave
Me  and her video work La Disparition , the compositions sway be-
tween the obscure and the tangible, exhibiting diffused portraits of
a subject. In the series Boujmal  and similarly video works such as
Myopia , Kossentini introduces the spectator to her natal town,
Sfax Tunisia through a series of temporal landscapes. The aspect
of water, or more specifically, a desiccated lake located outside of
Sfax, evokes both her home-space and acts as a signifier for the
paradoxical relationship between presence and absence. The
skeleton of this once abundant lake serves as a convex backdrop
to her photographs, beckoning the viewer to contemplate the elu-
sive identity that lies within its ghostly presence. Kossentini high-
lights a precarious margin where her ancestry, her language and
her birthplace — some of which inform a personal identity — exist,
though possibly fixed in a crevice that can be neither truly felt nor
forgotten.

Nicene Kossentini was born in 1976 in Tunis, Tunisia where she
currently lives and works.

Nicene Kossent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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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센코센티니복귀 (2006)
Nicene Kossentini

Revenir (2006)
video, 2 min 22 sec

courtesy of the artist and Selma Feriani Gallery,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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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센코센티니보즈말엠마** (2011) – (**人名)
Nicene Kossentini
Boujmal Emna (2011)
silver gelatin prints
courtesy of the artist and Selma Feriani Gallery, London

니센코센티니보즈말카쟈** (2011) – (**人名)
Nicene Kossentini
Boujmal Khadija (2011)
silver gelatin prints
courtesy of the artist and Selma Feriani Gallery, London

니센코센티니보즈말파트마** (2011) – (**人名)
Nicene Kossentini
Boujmal Fatma (2011)
silver gelatin prints
courtesy of the artist and Selma Feriani Gallery, London

니센코센티니보즈말살리마** (2011) – (**人名)
Nicene Kossentini
Boujmal Salima (2011) 
silver gelatin prints
courtesy of the artist and Selma Feriani Gallery,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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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린 네샷은 1957년 이란 카즈빈에서 태어났다. 1974년
미국으로 이주하여, 1979년 이한 혁명 이후 미국에 남았다.
현재 뉴욕에서 거주하며 작업을 하고 있다.

터블런트, 1998

“터블런트”는 정적인 사진술로부터 비디오 설치 미술을 향해
출발한다. 가수들에게 공연을 하도록 하지만 여성 가수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시도를 통해 네샷은 이란의 사회적
관습 속에 있는 성의 쟁점을 깊이 탐구한다.

“터블런트”는 서로 대치하고 있는 벽면에 전시된 두 개의
흑백필름들로 구성되어있다. 한 쪽 스크린은 현악기 소리를
들려주며 강당에 일렬로 앉아있는 남자들을 보여준다. 무대
위에서 연주자는 청중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지만 카메라
렌즈를 쳐다보고 있다. 반대편 벽에서는 한 여인이 베일을
두르고 텅 빈 콘서트홀을 보여주기 위해 카메라에 등을 돌리고
서있다. 남성 연주자 - 샤흐람 라제리의 목소리에 입을 맞추고
있는 쇼자 아자리 - 는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 루미(Rumi,
1207-73)가 쓴 전통시에 감정을 담아 노래한다. 남성 관중들은
공연의 끝난 뒤 기립박수를 보내기 전까지 가만히, 주의 깊게
노래를 듣고 있다. 아자리가 인사할 때 그는 뭔가 낮고, 운율
있는 음성을 들은 것처럼 보인다. 그는 마치 그가 들은 게
무엇인지 묻는 것처럼 돌아서서 관객이 있는 공간을 응시한다.

반대 쪽 스크린에서 카메라는 여전히 검은 베일을 쓴 여자의
등만 보여주고 있다. 그 여인은 이 공연을 시작하기 전 네샷의
많은 프로젝트에 참가한, 찬사 받는 이란 가수이자 작곡가인
수싼 데이힘이다. 그녀가 복잡성과 깊이 면에서 주목할 만한
음색과 표현력 있는 부분을 부를 때 시점은 천천히 회전한다.
후두에서 나오는, 숨소리가 섞인 그녀의 발성은 멜로딕한
주제들과 본능적인 울음, 고동치는 억양 사이를 달리며 그녀가
마치 즉석에서 부르는 것처럼 보이게끔 노래를 조절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독주 부분과 전자 하모니가 섞인 부분을
넘나들며 울려 퍼진다. 카메라는 가수의 열정을 포착하기 위해
그녀의 몸 주위를 돌면서 회전한다. 

사회적 관습에 도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 공연자는 또한
아방가르드 노래로 음악과 공연의 관습을 전복시킨다.
대조적으로 남성 공연자는 기술적으로 정확하고 감성적으로
풍부한 전통 노래를 전달한다. 두 연주회를 가지고 네샷은
어둠과 빛, 남성과 여성, 공허와 가득함, 전통과 혁신, 정지와
움직임과 같이 양 극단에서 대치하고 있는 이분법의 체계를
구성한다.

“사랑의 노래” 섹션에서 찾아보기 
모나 하톰은 사랑에 빠진 두 명의 개인과 사랑에 빠졌을 때
뭔가를 주는 과정 사이에서 함께 다가오는 행위를 묘사한다.

Shirin Neshat was born in 1957 in Qazvin, Iran. She moved to the
US in 1974 and remained there after the Iranian Revolution of
1979. She lives and works in New York.

Turbulent, 1998

Turbulent marks a departure in Neshat’s work from still photogra-
phy towards video installation. Here, she further explores the issue
of gender within social customs in Iran through the practice of al-
lowing male vocalists to perform in public while female vocalists
were prohibited from such appearances. 

The installation consists of two channels, displayed on opposing
walls with two films in black and white. On one screen, a male per-
former sings a soulful rendition of a traditional poem by the poet
Rumi (1207-73) with orchestral accompaniment. On the opposite
screen, a woman stands still with her back towards him. As soon
as he finishes his performance, she begins hers. The vantage
slowly revolves to reveal her face as she vocalizes over a wide
range of tonal and expressive range that is remarkable in its com-
plexity and depth. 

With these two recitals, Neshat constructs a binary system of
based on the confrontation of several poles: dark and light, male
and female, empty and full, traditional and innovative, stationary
and moving. While connected through music, the two characters
never come together and remain at opposing poles.

In Songs of Love, Mona Hatoum reflects on the act of coming to-
gether between two individuals in love and the process of giving
something away of one’s self in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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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린 네샷은 대부분의 생을 고향인 이란 밖에서 보냈다. 다른
두 문화들 사이에서 겪은 경험은 네샷의 창의적인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 되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그녀를 포함한 전
세계의 무슬림 여성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복잡한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현실들을 보여주고 있다.

네샷의 초창기 작품 “드러냄”(1993)과 “알라의 여자”(1993-
97)연작은 이슬람 근본주의와 이란의 호전성과 관련된
여성다움에 대한 관념을 탐구하는 사진작품이었다. 다음
비디오 작품은 더 풍부한 시적 형상화와 묘사를 바탕으로
정치적인 주제들과 정치적인 비평에서 출발했다. 그녀의 첫
번째 비디오 설치 미술품 - “격동”(1998), “황홀”(1999), “열렬”
(2000) - 로 이뤄진 3부작은 성과 사회, 개인과 집단 주위에
기초한 추상적 대립을 나타내기 위해 두개의 비디오 스크린을
사용했다. 이 작품들은 여성에 관한 이슬람 법률의 제한적인
성격을 나타냄과 동시에 보편적인 상황들을 보여 줌으로써
여러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Solioquy”(1999),
‘소유된’(2001), ‘고동’(2001), “Tooba”(2002), ‘통로’(2001)와
같은 다른 비디오들은 모호한 묘사 기법들을 유사하게
나타내며 그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확장시켰다.

1993년 뉴욕 프랭클린 용광로에서 열린 그녀의 첫 번째 개인전
이래로, 네샷은 휘트니 미국 미술관 (1998), 시카고 미술관
(1999), 댈러스 미술관 (2000), 빈 쿤스탈레 (2000), 아테네
국립 미술관 (2001), 미니애폴리스 워커 예술 센터(2002),
베를린 함부르거 반호프 현대 미술관 (2005), 스테이데르크
박물관 (2006), 그리고 아이슬란드 국립 레이캬비크 갤러리
(2008)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또한 베니스
비엔날레(1995)(1999), 오스트리아 그라즈 사진술 트리엔날레
(1996), 시드니 비엔날레 (1996 and 2000), 요하네스버그
비엔날레 (1997), 이스탄불 비엔날레 (1998), 국제 카네기
박람회 (1999), 휘트니 비엔날레 (2000), 솔로몬 R.구겐하임
박물관 (2002), 제11회 도큐멘타 (2002), 뉴욕 사진술 국제
센터에서 열린 ICP 사진술과 비디오 트리엔날레(2003), 그리고
뉴욕 휘트니 미국 박물관(2007)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2012년에는 싱가폴 아트 플러럴 갤러리에서 개인전 ‘욕망의
게임’을 가졌고 2013년에는 디트로이트 미술관에서 회고전을
개최했다.

네샷의 도발적인 사진, 비디오, 멀티미디어 설치 미술품은
1999년 그녀가 최고상을 받았던 제 48회 베니스 비엔날레를
포함해서 많은 국제적 주요 예술 전시회에서 큐레이터들의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그녀의 첫 번째 장편 극영화인 ‘남자
없는 여성들’은 테헤란에서 압제를 벗어나기 위해 분투하는 네
여인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남자 없는 여성들’은 2010년
베니스 국제 영화제에서 감독 부문 은사자상을 네tit에게
안겨주었다.

1957년 이란 카즈빈에서 태어난 쉬린 네tit은 현재 뉴욕에서
거주하며 작업을 하고 있다.

Shirin Neshat has lived much of her life outside her native Iran.
This experience, of being caught between two cultures, dominates
Neshat’s creative work: each of her pieces offers a glimpse into
the complex social, religious and political realities that shape her
identity—and the identities of Muslim women worldwide. 

Neshat’s earliest works were photographs, such as the Unveiling
(1993) and Women of Allah (1993–97) series, which explore notions
of femininity in relation to Islamic fundamentalism and militancy in
her home country. Her subsequent video works departed dramati-
cally from overtly political content or critique, in favor of more poetic
imagery and narratives. Her first video installations—the trilogy
comprising Turbulent (1998), Rapture (1999), and Fervor (2000)—
utilize dual video screens to portray abstract oppositions based
around gender and society, the individual and the group. While
these works hint at the restrictive nature of Islamic laws regarding
women, they deliberately open onto multiple readings, reaching in-
stead toward universal conditions. Other videos, such as Soliloquy
(1999), Possessed (2001), Pulse (2001), and Tooba (2002), along
with the film Passage (2001), have expanded upon this formula,
presenting similarly ambiguous narratives. 

Since her first solo exhibition, at Franklin Furnace in New York in
1993, Neshat has been featured in solo exhibitions at the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1998),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1999),
Dallas Museum of Art (2000), Kunsthalle Wien in Vienna (2000),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in Athens (2001), Walker
Art Center in Minneapolis (2002), Hamburger Bahnhof, Museum
Für Gengewart in Berlin (2005), Stedelijk Museum (2006), and Na-
tional Gallery of Iceland in Reykjevik (2008). She has also partici-
pated in the Venice Biennale (1995 and 1999), Austrian Triennial on
Photography in Graz (1996), Biennale of Sydney (1996 and 2000),
Johannesburg Biennale (1997), Istanbul Biennial (1998), Carnegie
International (1999), Whitney Biennial (2000), Moving Pictures at
the Solomon R. Guggenheim Museum (2002), Documenta 11
(2002), ICP Triennial of Photography and Video at the International
Center of Photography in New York (2003), and Lights Camera Ac-
tion at the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in New York (2007). In
2012 Shirin Neshat had a Solo Exhibition in Singapore, Game of
Desire at Art Plural Gallery and a major retrospective at the Detroit
Institute of Arts in 2013.

Neshat’s provocative photographs, videos and multimedia installa-
tions have resonated with the curators of many major interna-
tional art exhibitions, including the XLVIII Venice Biennale, where
she won the top prize in 1999. Her first feature film, Women With-
out Men, tells the stories of four women struggling to escape op-
pression in Tehran. It won her the Silver Lion for best director at
the 2010 Venice Film Festival.

Shirin Neshat was born in 1957 in Qazvin, Iran. She lives and
works in New York.

Shirin Nes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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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린네샷터블런트 (1998) 
Shirin Neshat 

Turbulent (1998)
two-channel video installation, 10 min

courtesy of the artist and Barbara Gladstone Gallery,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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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린네샷터블런트 (1998) 
Shirin Neshat 

Turbulent (1998)
two-channel video installation, 10 min

courtesy of the artist and Barbara Gladstone Gallery,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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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칼 하쳄은 1979년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 태어나
거기에서 거주하며 작업을 하고 있다.

자기 기만에 대한 믿음 시리즈, 2013

하쳄은 권력과 매혹에 의문을 던지는 일상의 사물로 립스틱을
선택했다. 그의 조각 설치작품은 사회가 얼마나 권력의 과시에
매혹당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대부분의 사물들처럼,
권력은 더 자주여론, 영향력과 탐욕에 의지한다. 그리고 하쳄은
권력의 환영이 얼마나 살아있을 수 있는가?, 권력을
먹여살리는 것은 무엇인가? 권력의 겉모습이 붕괴되기 전까지
권력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가? 등을 탐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권력은 지지를 필요로 한다. 권력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에도, 보충이 필요할 때에도, 화장이나 일종의 성형을
필요로 할 때에도 말이다. 권력은 성장하고 꽃피우고 번영하기
위하여 매혹시키고 매혹당하기를 필요로 한다.

전통적으로 붉은 색조의 화장품과 용기를 해체하고 그 두
부분을 탐구함으로써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순수한 사물을
무자비한 무기로 변형해 냈다. 모양은 결코 변하지 않으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바뀌는 제품을 창조하면서 말이다. 권력을
이용하는 사람에 의해, 권력은 환상을 심어주고, 믿음을
조작하고, 실재를 비틀고, 지지자들 중에서 순교자를 만든다.

“사랑의 노래” 섹션에서 찾아보기 
아델 아비딘은 전제적 통치자와 맹목적으로 사랑에 빠져있는
국민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과 정치적 선전의 힘을
탐구한다.

Pascal Hachem was born in Beirut where he currently lives and
works.

Beliefs in Self Deception Series, 2013

Hachem has chosen a common everyday object, lipstick, to investi-
gate questions of power and seduction. His sculptural installations
look into how societies can be seduced by the display of power.
Like most things, power is most often reliant on public opinion, in-
fluence and greed, and Hachem seeks to explore just how an illu-
sion of power can be kept alive – what does it take to feed it, and
how long can it be maintained before the façade falls? Power
needs support – and when it starts to wane, it needs its backups,
its make-up, a face-lift of sorts – power needs to seduce and be
seduced in order to grow, bloom and prosper. 

By deconstructing the traditional red-hued cosmetic and its con-
tainer, exploring the two parts to their fullest, the artist manages to
transform a seemingly innocent item into a ruthless weapon – cre-
ating a product that changes hands yet never changes shape. By
serving everyone who makes use of it, it feeds on illusion, manipu-
lating beliefs, twisting realities and making martyrs out of one’s
believers. 

In Songs of Love, Adel Abidin explores the power of political prop-
aganda and its ability to create subjects who are blindly in love
with their totalitarian ru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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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영감을 받아 작업을 해오고 있는 파스칼 하셈은
베이루트의 사회적, 정치적인 상황들과 그의 생각을
관련짓는다. 그의 작업적 시도는 그가 벗어날 수 없는 무의식적
방식에 영향을 받았다. 그 자신에게 어떤 법칙도 강요하지 않는
대신, 작품을 만들기 위한 인상적인 단 한 순간에 그는 영향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그의 몸과 일상용품을 포함한 다양한
도구들과 매체를 사용해서 만든 다양한 작품을 해오고 있다.

하셈은 2002년에 공간 디자인 공부를 끝마치고 베이루트의
‘미(美國) 대학’과 ‘레바논계 미(美國) 대학’에서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다. 개인전으로는 2013년에 로마의 페데리카
스키아보 갤러리에게 열린 ‘당신은 다른 사람의 것을
욕망한다’, 런던 셀마페리아니 갤러리에서 열린 ‘자기기만에
대한 신념’, 레바론에서 라나 하다드와 공동작업한 전시 ‘공적
공간 = 행위를 위한 장소’ 가 있으며 2010년에는 로마에서
열린 ‘in.nate.ness’, 런던에서 열린 ‘소년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등이 있다. 2008 이스탄불 국제 영화제에서’ 
X Wohnungen‘를 선보였고, 2007 스위스 프리보그의 국제
페스트발인 ’Belluard Bollwerk‘에 참여했다. 

그룹전으로는 레바논 베이루트의 워크숍갤러리에서 열린
‘위기연습’(2013), 이태리 레쎄의 갈리아노델카노 가가솔
전당에서 열린 ‘Mediterraneo: incontri o conflitti?’(2012),
튀니지 튀니스의 카르타고 미술관에서 열린 ‘Chkoun Ahna’
(2012), 런던 셀마 페리아니 갤러리에서 열린 ‘세번째
눈’(2009), 레바론 베이루트 시네마 시티와 이탈리아 토리노
판다지온 메르쯔에서 열린 ‘희망과 의심’ (2009)(2008), 스위스
베른 PROGR에서 열린 ‘친숙한 장소’(2008), 이탈리아 밀라노
트리엔날레와 프랑스 퐁피두센터에서 가진 ‘Fabrica: Les Yeux
Ouverts, 노트북프로젝트’ (2007)(2006)이 있다.

수상내역으로는 2013 프랑스 니스 ‘VIIe édition des Jeux de
la Francophonie’에서 건축부분 최고상이 있고, 2012 레바논
베이루트 보호샨 재단에서 동서양 문화상을 수상했다.  
그의 첫 번째 전공논문 ‘파스칼 하셈’(베이루트,2012)는 런던

셀마 페리아니 갤러리와 로마 페데리카 스키아노 갤러리에서
2012년에 출판되었다.

파스칼 하셈은 그가 나고 자란 베이루트에서 현재까지 작업을
해오고 있다.

Pascal Hachem’s work is always inspired by the everyday life and
he tends to contextualise his way of thinking with the social and
political situations in Beirut. His practice is influenced by an uncon-
scious way that he cannot escape. The artist does not impose any
set of rules upon himself, but rather he is prompted by nothing but
a single impressionable moment, to produce. As a result, he has a
varied catalogue of work using various mediums, including his
own body and common objects.

Hasehm graduated in Spatial Design in 2002 and he teaches De-
sign at the American University of Beirut and the Lebanese Ameri-
can University in Beirut. Selected Solo Shows: You Always Want
What The Other Has (Edition 2013), Federica Schiavo Gallery,
Rome, Italy 2013; Beliefs In Self-Deception, Selma Feriani Gallery,
London, UK 2013; Public Spaces = A Place for Action, Bcharre,
Lebanon 2013 (installation in collaboration with Rana Haddad);
in.nate.ness, Federica Schiavo Gallery and Cestia Pyramid, Rome,
Italy 2010; Bring the Boys Back Home, Selma Feriani Gallery, Lon-
don, UK 2010; X Wohnungen, International Istanbul Theatre Festi-
val, Istanbul, Turkey 2008 and Festival Belluard Bollwerk
International, Fribourg, Switzerland 2007.

Selected Group Shows: Crisis Practice, Workshop Gallery, Beirut,
Lebanon 2013; Mediterraneo: incontri o conflitti?, Palazzo Garga-
sole, Gagliano del Capo, Lecce, Italy 2012; Chkoun Ahna, Carthage
Museum, Tunis, Tunisia 2012; The Third Eye, Selma Feriani Gallery,
London, UK 2009; Hopes and Doubts, Fondazione Merz, Turin, Italy
2009 and Cinema City, Beirut, Lebanon 2008; A Place I Know Well,
PROGR, Bern, Switzerland 2008; Fabrica: Les Yeux Ouverts, Note-
book project, Triennial of Milan, Italy 2007 and Centre Pompidou,
Paris, France 2006.

Selected Awards: Première Place en Sculpture, VIIe édition des
Jeux de la Francophonie, Nice, France 2013; Art and Dialogue Be-
tween the Cultures of the East and the West, The Boghossian Foun-
dation, Beirut, Lebanon 2012.

His first monographic catalogue, titled Pascal Hachem – Beirut
2012, has been published and produced in 2012 by Federica Schi-
avo Gallery, Rome and Selma Feriani Gallery, London.

Pascal Hachem was born in Beirut where he currently lives and
works.

Pascal Hac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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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칼하쳄자기기만에대한믿음: “아름다운인생” (2013)
Pascal Hachem

Beliefs in Self Deception: “La Belle Vie” (2013)
three aluminum cubes engraved with Arabic text, two gold and red steel lipsticks and three steel stands

courtesy of the artist and Selma Feriani Gallery,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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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칼하쳄자기기만에대한믿음: 무릎꿇기 (2013)
Pascal Hachem
Beliefs in Self Deception: Kneeling (2013)
car bomb mirror and rolled carpet embroidered with Arabic text
courtesy of the artist and Selma Feriani Gallery, London

파스칼하쳄자기기만에대한믿음: “신성한희석” (2013)
Pascal Hachem
Beliefs in Self Deception: “Blessed Dilution” (2013)
car bomb mirror and steel cylinder engraved with Arabic gold text (In God we trust)
courtesy of the artist and Selma Feriani Gallery,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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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칼하쳄자기기만에대한믿음: “나의순교자여, 나의순교자여” (2013)
Pascal Hachem
Beliefs in Self Deception: “My Martyr… No My Martyr” (2013)
mechanized single engine cylinder, gold engraved sculpture, glass vitrine, steel stand and electrical power unit
courtesy of the artist and Selma Feriani Gallery,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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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레드 타크레티는 1964년 베이루트에서 시리아인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자랐고 공부했다. 2006년에
파리에로 이주하여 현재 파리에서 거주하며 작업 활동을 하고
있다. 

나의 애도, 2014

타크레티가 이 전시회를 위해서 창작한 기념비적인 작품은 한
사람이 내성적 회상의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도시들을 사소함과 새로움까지 관찰할 수 있는 인간
용광로로서 보는 그의 이해를 반영한다. 아랍 국가들과 특히
그의 고국 시리아에서 일어나는 혁명과 전투, 그리고 전쟁이
들끓는 시리아의 도시들은 우리가 홀로 마주해야할 고독과
되돌릴 수 없는 피해에 대한 그의 묘사를 강조한다. “우리가
죽음을 막을 수 있을까요? 혹은 슬픔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삶의 법칙들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가 묻는다. 우리는
그가 질문한 모든 것들을 할 수 없기에, 그 질문에 대한 뻔한
답은 ‘아니오’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죽음의
불가피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별은 이 작품의 주된 주제이다. 특히 이 작품은, 당신이
이별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준다. 그의 작품은 상실의 본질을
포함하고, 유일한 치료제로서 시간을 제시한다. 멀리서
어렴풋이, 변화는 부활과 동요하는 희망을 불러온다.

“사랑의 노래” 섹션에서 찾아보기
바히드 샤리피안도 사랑의 권력 안에서 신념을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키치 스타일로 표현된 이별에 관한 유머러스한
진술을 만든다.

Khaled Takreti was born to Syrian parents in Beirut, Lebanon in
1964. He grew up and studied in Damascus. In 2006 he moved to
Paris where he lives and works.

Mes Condoléances, 2014

The monumental painting that Takreti has created for this exhibi-
tion reflects his understanding of today’s cities as human melting
pots in which one can observe the trivial and novel, as well as ex-
perience moments of introverted retrospection. The surge of revo-
lutions and combats in the Arab world, and especially in his native
Syria and its war-ridden cities has accentuated his depiction of iso-
lation and irreversible damage that we each have to face alone. “
Can we stop death? Or can we avoid feeling sad? Can we change
the rules of life?” he asks. “The only thing we can do is to accept
the inevitability of our demise.”

Parting is the main subject of this piece of work. It shows how diffi-
cult parting actually is, especially when you know it is irreversible.
The painting captures the essence of loss and proposes time as
the only remedy. Looming in the distance, change brings along re-
newal and the wavering hope for a way out. 

In Songs of Love, Vahid Sharifian also makes a humorous state-
ment about parting, expressed in a kitschy style that refuses to re-
linquish its faith in the power of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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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레드 타크레티는 여성의 심리를 현대의 초상화기법을
결합시킨 화풍을 통해 큰 스케일의 작품들을 세련된
디자인으로 풀어냈다. 어릴 적 다정했던 가족 관계에서 영감을
받은 그의 최근 작품들은 그가 1970년대에 다마스쿠스에서
보냈던 청소년기의 단란했던 시간과 기억에 대한 기록의
수단이자 시각적 일기이다.

타크레티의 작품은 마타프, 도하아랍현대미술관,
시리아국립박물관 그리고 국립요르단순수 미술관등에
소장되어 있다. 런던아얌갤러리(2013), 두바이 DIFC
아얌갤러리 (2012,2010), 베이루트아얌갤러리(2010),
다마스쿠스아얌갤러리(2009)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도하
아랍 현대 미술관(2011), 다마스쿠스 프랑스 문화 센터, (2012),
파리, 베이루트, 사나의 아랍 현대 미술관(2011년부터
2012년까지 순회전)에서 단체전을 가졌다. 2012년에는 아트
엡솔루먼트가 발행한 ‘프랑스의 위대한 작가 101명’에 이름을
올렸다

칼레드 타크레티는 1964년 베이루트에서 태어났고 파리에서
거주하며 작업 활동을 하고 있다.

Khaled Takreti’s large-scale compositions explore the psychology
behind his female subjects through a painting style that marries
contemporary portraiture with a refined sense of design. Inspired
by the loving familial relationships of his childhood, recent work
also examines his adolescence in 1970’s Damascus, acting as a vi-
sual diary and means of recording memory and charting time.

Takreti’s work is housed in several collections including Mathaf,
Arab Museum of Modern Art in Doha, The Syrian National Museum
and the Jordan National Gallery of Fine Arts. Solo exhibitions in-
clude Ayyam Gallery London (2013); Ayyam Gallery DIFC, Dubai
(2012, 2010); Ayyam Gallery Beirut (2010); Ayyam Gallery Damas-
cus (2009). Group exhibitions include Told Untold Retold at Mathaf,
Arab Museum of Modern Art in Doha (2011); French Cultural Cen-
ter, Damascus (2012); Paris et l’Art Contemporain Arabe, Paris,
Beirut, Sanaa (Traits d’union touring exhibition, 2011-12). In 2012
Takreti was named among the top 101 greatest living artists in
France by arts publication Art Absolument. 

Khaled Takreti was born in Beirut in 1964, and he lives and works
in Paris.

Khaled Takre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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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레드타크레티나의애도 (2014)
Khaled Takreti

Mes Condoléances (2014) 
14 panels, mixed media on canvas

courtesy of the artist and Ayyam Gallery Dubai, Beirut, Jeddah and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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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히드 샤리피안은  1982년 이스파한에서 태어났고 현재
테헤란에서 작업하며 살고 있다.

나의 연인인 당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2008 - 2009

“나의 연인인 당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2008 -
2009)는 샤리피안의 말에 따르면 가장 시적이며 비극적인
상실인, 이별에 바치는 풍자적 오마쥬이다. 샤리피안은 이
작품에서 사랑과 충성심 그리고 소유에 대한 우리의 관념에
도전한다. “애완동물”과 “강아지”의 개념을 상기시키면서, 그는
순수한 사랑과 신의에 대한 미술사적 상징을 언급한다. 바퀴
위에 자리 잡은 그의 조각상은 스쳐 지나가는 무조건적 사랑의
특성을 암시하며, 질이 낮고 대중에 영합하는 예술품이 그
개념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든다고 주장한다. 남은
것은 일시적인 만족의 승리와 영혼이 담겨있지 않은 채
벌어지는 육체적 교환의 물질적 특성에 대한 직설적인
언급이다. 

샤리피안은 사랑의 주체를 골랐고 그것을 대중문화 속에서
사랑을 상징해왔던, 수없이 많은 사물들 속에 울려 퍼지는
싸구려 말 속에 담아 표현해 냈다. 그의 묘사는 부드러움과
잔인함, 영속성과 일시성, 심각함과 부조리와 같은, 두 명의
개인들이 만났을 때 벌어지는 모순되고도 복잡한 감정들을
상기시킨다. 일반적인 유머를 통해, 그는 관계의 역동성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가치와 반(反)가치들을 비판적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관객에게 결정을 하도록
남겨 놓는다.

“상실의 노래” 섹션에서 찾아보기 
칼레트 타크레티도 헤어짐에 대한 고통스런 경험과 사랑받는
존재의 상실을 탐구하는 기념비적인 회화를 창조한다.

Vahid Sharifian was born in 1982 in Isfahan, Iran. He lives and
works in Tehran.  

What Happend to You My Lover, 2008 – 2009

What Happend to You My Lover is a satirical homage to love, in par-
ticular the loss of a loved one, which according to Sharifian, is the
most poetic and tragic of all. In this work, Sharifian challenges our
perception of love, loyalty and belonging. By conjuring the notion of
the “pet”, the “puppy” he makes references to an art historical symbol
of pure love and fidelity. His placing of the sculpture on wheels sug-
gests the fleeting nature of such unconditional love and the
kitsch/pop-like execution discredits the notion completely. 

Sharifian has chosen the subject of love and expresses it in a ver-
nacular of kitsch that echoes the endless objects of affection that
have come to symbolize love celebrations within popular culture.
His depiction conjures the conflicting and complex emotions that
are at play when two individuals come together: the softness and
the cruelty, the persistence and the fleetness, and the seriousness
and the absurdity of it all. With his usual humor, he critically illus-
trates the complicated values and dis-values that go into the dy-
namics of a relationship and like an unsolved riddle, leaves the
viewer to decide the verdict.

In Songs of Loss, Khaled Takreti has also created a monumental
painting that explores the painful experience of parting and the
loss of loved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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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히드 샤리피안의 사진과 조각, 디지털 그림 속에는 대중
매체에 집착하는 명성(名聲)의 시대에서의 시적표현이 가지는
어려움과 방어기제로써 피상이 가지는 특권, 이러한 생각들을
소비자의 굶주린 눈에 반영되는 것을 보여주는 앤디 워홀의
감성이 스며들어 있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하나의 것
(보드리야르의 내면화된 투영에 맞서 바히드의 환각설로
재구성된 홀로그램의 흉내)이 아니다. 그는 더욱 더 초현실적인
집단 환상들을 그의 작품에 담기 위해 팝 아트가 가진
화려함과 자본주의와 같은 강박 관념을 분명히 초월하고 있다.

바히드 샤리피안의 작품은 대중의 인격, 개인의 정체성, 성과
음식, 동성문화와 예술가의 모국에 대한 최근 정치적 역사와
같이 넓은 범위의 주제들을 다루었다. ‘정글의 여왕 - 총을
가졌더라면‘ (2007)은 머리를 덥수룩이 기르고, 속옷만 걸친 채
동물들과 뛰어다니는 자화상을 묘사한 변조 사진 연작이다.
목장에서 기르는 검은 종마와 권투를 하고 부엌에서 그를
공격하는 대머리 독수리에게 불기둥을 토해내고, 사자와
달콤한 사랑을 나누는, 바로 그런 것이다. 사람들은 이 작품을
문화적 보수성에 저항하는 본능적 외침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2010년에 완성된 “Last Part”
연작에서 나온 그의 작품 ’나에게 말해주세요‘ 는 분홍색 전화
부스 같은 곳에 갇혀 있는, “Ara” 족에서 나온 박제된
앵무새이다. “Angelina & Jolie”(2012)라 이름 붙여진 최근의
비판적 조각품에서 그는 할리우드, 미국의 정치 그리고
’제3세계‘의 자본적 인식 파괴 속 세력 관계의 쟁점에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작품에서, 그는 그 모든
생각들을 반어적으로 비웃고 결국 자신의 해학적 작풍으로
만들어 내는 것을 즐긴다.

샤리피안은 뉴욕 첼시 예술 박물관, 두바이 파르함 재단,
시카고 드 폴 대학 박물관, 잘츠부르크 도이치 은행
쿤스트라움, 런던 아시아 하우스 이스파한 현대 미술관,
코펜하겐 현대 미술 전시관 그리고 런던 ICA에 출품했다. 
몇 년간 그는 진보적 시각 예술 잡지인 탄디스(Tandis)에서
작가이자 편집자의 역할을 맡아왔다.

바히드 샤리피안은 1982년 이스파한에서 태어났고 현재
테헤란에서 작업하며 살고 있다.

Vahid Sharifian’ photographs, sculptures and digital paintings are
permeated with a Warholian sensibility that infers the difficulties of
poetic expression in an age of celebrity obsessed mass media, the
privileging of the superficial as a defense mechanism, and the mir-
roring of these ideas onto the hungry-eyed consumer. The sur-
faces in his work are never just one thing (a mimicry of the
hologram where the reconstructed depth in painterly illusionism
confronts the Baudrillardian internalized projection) and certainly
transcend Pop Art’s obsession with glamour and capitalism to in-
clude more surreal collective fantasies.  

Vahid Sharifian’s work touches on themes as wide-ranging as
public personality, individual identity, sex and food, queer culture,
and the recent political history of the artist’s home country. Queen
of the Jungle (If I Had a Gun), (2007) is a series of doctored photo-
graphic self-portraits depicting the wild-haired, underwear-clad
artist cavorting with animals — in a pasture boxing with a rearing
black stallion, breathing a plume of fire at an attacking bald eagle
in a kitchen and, yes, making sweet love to a lion. You can’t help but
interpreting this work as a visceral cry against cultural conser-
vatism. His work Talk To Me from the Last Part series done in
2010, for example, is a taxidermy parrot from the “Ara” race
trapped in something like a pink telephone booth. In his recent crit-
ical sculpture, titled Angelina & Jolie (2012), he tries to challenge
and criticize the issue of power relations  in Hollywood, American
politics, and the capitalistic de-identification of the “third world.”
Here, he enjoys playing with all of these ideas ironically and finally
making them his own in a humoristic way.

Sharifian has exhibited at the Chelsea Art Museum, New York, the
Farjam Foundation, Dubai, the De Paul University Museum,
Chicago, the Kunstraum Deutsche Bank, Salzburg, the Isfahan Mu-
seum of Contemporary arts, Asia House, London, Den Frie Centre
of Contemporary Art, Copenhagen and the ICA, London. For several
years, he served on the board of the progressive visual arts journal
Tandis as writer and editor.  

Vahid Sharifian was born in 1982 in Isfahan. He lives and works in
Tehran.  

Vahid Sharif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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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히드샤리피안나의연인인당신에게무슨일이있어났는가 (2008-2009)
Vahid Sharifian
What Happend to You My Lover (2008 – 2009)
mixed media sculpture
courtesy of the artist and private collectio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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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나 하드지토마스와 칼릴 조리지는 1969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태어났다. 그들은 프랑스 국적자로 몇 십 년 동안
베이루트와 파리에서 거주하며 작업을 하고 있다.

레바논 로켓 사회, 2011
다시 무대에 올리다, 2012

“레바논의 로켓 사회 - 꿈꾸는 자들에 대한 헌사” (2011-
2013)은 레바논에서 있었던 매우 성공적이었던, 그러나 완전히
잊혀진, 1960년대의 우주 개발에 관한 진행형 프로젝트이다.
하이가지안 대학교의 수학교수 마노쟌 교수가 이끈 일단의
학생들은 우주 탐사를 공부하고 이해하기 위해 로켓을
디자인하고 쏘아올렸다.

비록 그 프로그램이 성공적이었지만, 1967년도에 갑작스럽게
끝나게 되고, 레바논 사회의 집단적인 기억으로부터 지워졌다.
이 프로젝트는 이 시기에 속하는 모든 세대의 잊혀진 기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1960년대의 신화들을 해체한다.
그러한 우주 탐험은 오늘날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프로젝트와 함께, 예술가들은 뭔가를 과거로부터
현재로 재개시키기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기를 원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들은 비어버린 기억에
물리적 형식을 부여하고 오랜 기간 잊혀졌던 모험 이야기를
되살리고 있었다.

“골든 레코드”(2011)는 1970년대 미국 우주선 보이저 1, 2호가
있을 수도 있는 우주의 영역에 지구 생명체의 소리를 전송했던
훌륭한 기록들을 참고한다. “다시 무대에 올리다”(2012)는 
2013년에 베이루트 거리에서, 1960년대 과학자들이 쏘아
올렸던 미사일들의 하나인 “세다 4호 로켓”을 발사하는 것을
재연하는 사진 시리즈이다. “레바논 로켓 사회-꿈꾸는 자들을
위한 헌사”(2011-2013)는 전시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구성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상실의 노래” 섹션에서 찾아보기 
알리 체리도 외부 우주에 대한 질문을 나라의 다정한
아버지로서 국가의 대통령을 묘사하는 그의 작품에 반영한다.

Joana Hadjithomas and Khalil Joreige were born in Beirut,
Lebanon in 1969. Both French nationals, they have been living and
working between Beirut and Paris for decades. 

The Golden Record, 2011
Restaged, 2012

The Lebanese Rocket Society - A Tribute to Dreamers (2011-2013)
is an ongoing project that explores Lebanon’s remarkably suc-
cessful, yet completely forgotten, space endeavors of the 1960s. A
group of students from the Haigazian University led by their math-
ematics professor, Manoug Manougian, designed and launched
rockets to study and understand space exploration. 

Although the program was successful, it came to a sudden end in
1967 and was erased from the collective memory of Lebanese So-
ciety. This project deconstructs the mythologies of the 1960s by
questioning the lost memory of an entire generation belonging to
this time period. Such a space adventure seems nearly inconceiv-
able today, impossible even to imagine. With this project, the artists
wanted to reactivate something from the past in the present time
and see how it will operate. In doing so, they were giving a physical
form to an absent memory and bringing back a tale of an adven-
ture that has long been lost.

The Golden Record, 2011 references the golden records carried by
American spaceships, Voyager 1 and 2 in the 1970s to transmit the
sounds of life on earth to potential extra-terrestrials. Restaged,
2012 is a photographic series depicting the reenactment of trans-
porting the Cedar IV rocket, one of the several missiles launched
by the group of scientists back in the 1960s, through the streets of
Beirut in 2013. The Lebanese Rocket Society - A Tribute to Dream-
ers, 2011 – 2013 consists of other components that are not on dis-
play in the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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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나 하드지토마스와 칼릴 조리지는 영화적이면서 시각적인
예술작품을 만드는 영화제작자와 미술작가로서 협업을 한다.
지난 15년동안, 그들은 그들의 고국 레바논의 이미지와 재현물
과 역사에 초점을 맞추었고, 종교와 그 너머에 있는 상상의
직조에 의문을 품어왔다. 그들은 함께 “카이암” 2000-
2007(2008), “아커드 필름”(잃어버린 필름) (2003)과 같은
다큐멘터리들, 그리고 “알 바이트 엘 자헤르”(1999), “완전한
날”(2005)와 같은 장편 영화들을 감독했다. 그들의 최근 장편
영화인 까뜨린느 드뇌브와 라비 므루에가 출연한 “나는 보기를
원한다”는 2008년 칸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상영되었다. 프랑스
비평가 길드는 이 영화를 2008 베스트 영화로 뽑았다. 그들의
영화들은 국제 페스티벌에서 다수 수상하였고 여러 나라에서
호평을 받으며 상연되었다. 

그들은 많은 사진 설치작품들을 제작하였는데, 그것들은 “얼굴
들”, “변치않는 이미지들”, “미친  총알들”, “혼돈의 원”, “걷지
마라”, “전쟁 트로피들”, “키암의 풍경”, “먼 옛날의 기념품” 그
리고 복합 프로젝트 “놀라운 베이루트” 등이다. 그들의 예술작
품은 전세계 미술관, 비엔날레,   아트 센터에서 전시되었고, 파
리 국립현대미술관, 프랑스 FNAC, 뉴욕 구겐하임, 프랑스 퐁피
투 센터, 런던 V & A, 아랍에미레이트 샤리아 아트 재단과 같
은 중요한 공립이나 사설 
컬렉션에 포함이 되어있다. 그들은 “편지는 언제나 목적지에
닿을 수 있다”로 2012 아브라즈 캐피탈 아트 프라이즈를 수상
하였다. 2012년에 그들은 장편영화인 <레바논 로켓 사회, 레바
논 우주 경쟁의 이상한 이야기>과 60년대 우주 프로젝트에 
관한 예술적 설치작품 시리즈를 출품하였다. 

그들은 레바논과 유럽에서 많은 출판물을 발간하였고, 대학 강
의를 하였다. 메트로폴리스 시네마의 운영위원이고, 조지 쇼카
르와 함께 어바우트 프로덕션의 공동설립자이다. 하드지토마스
는 또한 아스칼 알완 아카데미, 홈 워크 스페이스의 운영위원이
다. 그들은 둘다 정기적으로 <아이다가 나를 구하다>와 같은 퍼
포먼스형 강의를 한다.

Joana Hadjithomas and Khalil Joreige collaborate as filmmakers
and artists, producing cinematic and visual artwork that interwine.
For the last 15 years, they have focused on the images, represen-
tations and history of their home country, Lebanon and questioned
the fabrication of imaginaries in the region and beyond.
Together, they have directed documentaries such as Khiam 2000-
2007(2008) and El Film el Mafkoud (The Lost Film) (2003) and fea-
ture films such as Al Bayt el Zaher (1999) and A Perfect Day
(2005). Their last feature film, Je Veux Voir (I Want to See), starring
Catherine Deneuve and Rabih Mroue, premiered at the Cannes film
festival in 2008. The French critics Guild chose it as Best Film Sin-
gulier 2008. Their films have been multi awarded in international
festivals and enjoyed releases in many countries.

They have created numerous photographic installations, among
them Faces, Lasting Images, Distracted Bullets, The Circle of Con-
fusion, Don’t Walk, War Trophies, Landscape of Khiam, A Faraway
Souvenir and the multifaceted project Wonder Beirut. Their art-
works have been shown in museums, biennials and art centers
around the world, in solo or collective exhibitions and are part of
important public and private collections, such as Musee d’art Mod-
erne de la Ville de Paris; FNAC France; the Guggenheim, New York;
the Centre Georges Pompidou, France; V & A London, the Sharjah
Art Foundation, UAE… They are recipients of the 2012 Abraaj Capi-
tal Art Prize with A Letter Can Always Reach Its Destination.
In 2012 they presented their feature documentary «The Lebanese
Rocket Society, the strange tale of the Lebanese space race » and a
series of artistic installations around the space project of the 60’s.

They are the authors of numerous publications and university lec-
turers in Lebanon and Europe, members of the board of Metropo-
lis Cinema, and co-founders of Abbout Productions with Georges
Schoucair. Hadjithomas is also a board member of the Ashkal
Alwan Academy, Home Work Space. They both present regularly
some lecture- performances as « Aida save me ». They live be-
tween Beirut and Paris.

Joana Hadjithomas and Khalil Jorei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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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나하드지토마스,  칼릴조리지골든레코드 (레바논로켓사회) (2011)
Joana Hadjithomas and Khalil Joreige
The Golden Record (Lebanese Rocket Society), (2011)
video installation and vinyl lettering, 19 min
co-produced by The Lyon Biennale 2011
courtesy of the artists and In Situ Fabienne Leclerc,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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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나하드지토마스,  칼릴조리지다시무대에올리다no. 7 (레바논로켓사회) (2012)
Joana Hadjithomas and Khalil Joreige
Restaged no. 7 (Lebanese Rocket Society), (2012)
c-print
courtesy of the artists and In Situ Fabienne Leclerc, Paris

조안나하드지토마스,  칼릴조리지다시무대에올리다no. 4 (레바논로켓사회) (2012)
Joana Hadjithomas and Khalil Joreige
Restaged no. 4 (Lebanese Rocket Society), (2012)
c-print
courtesy of the artists and In Situ Fabienne Leclerc, Paris

조안나하드지토마스,  칼릴조리지다시무대에올리다no. 6 (레바논로켓사회) (2012)
Joana Hadjithomas and Khalil Joreige
Restaged no. 6 (Lebanese Rocket Society), (2012)
c-print
courtesy of the artists and In Situ Fabienne Leclerc, Paris

조안나하드지토마스,  칼릴조리지다시무대에올리다no. 8 (레바논로켓사회) (2012)
Joana Hadjithomas and Khalil Joreige
Restaged no. 8 (Lebanese Rocket Society), (2012)
c-print
courtesy of the artists and In Situ Fabienne Leclerc, Paris

조안나하드지토마스,  칼릴조리지다시무대에올리다no. 5 (레바논로켓사회) (2012)
Joana Hadjithomas and Khalil Joreige
Restaged no. 5 (Lebanese Rocket Society), (2012)
c-print
courtesy of the artists and In Situ Fabienne Leclerc, Paris

조안나하드지토마스,  칼릴조리지다시무대에올리다no. 3 (레바논로켓사회) (2012)
Joana Hadjithomas and Khalil Joreige
Restaged no. 3 (Lebanese Rocket Society), (2012)
c-print
courtesy of the artists and In Situ Fabienne Leclerc,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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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어드 엘 코리는 1952년 파리에서 출생하였고 파리와
베이루트를 오가며 살고 있다.

이집트 시리즈, 1985-1998

드 캠프(Maxime du Camp, 프랑스 작가 겸 사진가, 1822-
1894)와 플로베르(Gustav Flaubert, 프랑스 작가 1821-1880)가
이집트에 발을 들여놓고 150년도 더 지난 후에, 포어드 엘
코리는 1985년부터 1998년까지 10년이 더 걸려 만들어진
작품에서 그들의 여행을 되짚어 간다. 

1989년에 드 캠프와 플로베르는 함께 이집트로 갔다. 캠프는
사진 카메라를 갖고 갔고, 그의 여행은 파리에 있는
아카데미(the Académie des Instructions)의 후원을 받았다.
플로베르는 농업경제부장관에게 이집트에 대한 그의 인상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1985년에 포어드 엘 코리는 그와
똑같은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한다. 그는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 항구로 갔고 나일 강을 따라 캠프와 플로베르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그 결과, 점차 처음의 이야기에서는
바뀌어져 개인적 이야기로 진화하였고, 현대 이집트에 기반한
사랑 문제에 관한 사진작품이 만들어졌다.

“상실의 노래” 섹션에서 찾아보기
지넵 세디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모리타니 해안 (아프리카
서부) 또는 알제리와 마르세유 사이를 따라간 많은 이주민들의
이주 루트를 찾아간다.

Fouad El Khoury was born to Lebanese parents in 1952 in Paris.
He lives and works between Paris and Beirut.

Suite Égyptienne, 1985 - 1998

More than one hundred and fifty years after Maxime du Camp
(French writer and photographer, 1822 – 1894) and Gustave
Flaubert (French writer, 1821 – 1880) set foot in Egypt, Fouad El
Khoury retraces their journey in a work that was carried out over
an entire decade, from 1985 to 1998. 

In 1849, Du Camp and went together to Egypt. Du Camp traveled
with a photographic camera and his trip was sponsored by the
Académie des Instructions in Paris. Flaubert was asked to write
his impressions of Egypt for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Com-
merce. In 1985, El Khoury decided to follow the same route. He
took a ship to the port of Alexandria and retraced Du Camp’s and
Flaubert’s steps along the Nile Valley. The result was a photo-
graphic love-affair, that gradually turned its back on the initial story
and evolved into a personal tale, based on contemporary Egypt.

In Songs of Loss, Zineb Sedira traces, in haunting images, the mi-
gratory routes taken by many immigrants along the coasts of Mau-
ritania or between Algiers and Marse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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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어드 엘 코리는 생존에 대한 쟁점을 주제로 내전으로 짓밟힌
베이루트를 촬영하였다.  일상의 기록과는 동떨어진 그의
사진은 출판물 『Beyrouth Aller-Retour』(1984)에서
강조되었듯이 ‘시간을 견뎌내는 것의 필요성’을 담고 있으며,
널리 전시되고 출판되어 사진술의 역사 속에서 하나의
랜드마크가 된 전후(戰後) 작품, “Beirut City
Centre”(1992)에서도 그 필요성은 역시 역설되어지고 있다.
작가는 “Palestine, l'envers du miroir”(1996), “Liban Provi-
soire”(1998)과 그가 가공 묘사한 “Suite Egyptienne”(1999)을
통해 일상생활과 떨어져 거리를 두는 동시에 어떻게 전쟁
지역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베이루트에 ‘아랍 이미지 재단’을 공동 창설한 후,
베이루트의 역사적 사진들을 모으고 연구하면서 심미주의를
벗어난 단일 사진 이미지들이 가진 목적에 의문을 품었다. 그는
사진과 더불어 텍스트와 비디오를 조합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기 위한 합성 시각 자료(이면화, 삼면화)들을
정교하게 만들어 냈다. 파리에서 열린 ‘Maison Europeenne
de la Photo’에서는 부상(負傷)을 소재로 삼은 전시작품
“Sombres”과 그것과 연계되어 촬영된 “Letters a
Francine:(2002)을 출품했다.” “Civilisation, fake =
real?”(2005)은 표현과 모사의 현상을 다뤘고, 베니스
비엔날레에 전시된 “On war and love”(2006) 은
전시(戰時)속에서 친밀함의 차원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 정치적
쟁점들을 넓은 범위에서 다룬 그의 연작 “What happened to
my dreams”(2008-2009)은 두바이와 파리, 베이루트에
동시에 전시되었다.

그는 2010년과 2011년에 주로 동유럽에 있는 버려진 소련
군사기지들을 추적했고 2011년 여름 베이루트 예술 센터에서
스테이들(Steidl)과 함께 『Be...longing』을 발행했다.

포어드 엘 코리는 1952년 파리에서 출생하였고 파리와
베이루트를 오가며 살고 있다.

Fouad El Khoury  began his artistic career by photographing Beirut
during the civil war, exploring issues of survival in a war-torn city.
Far from being a report of everyday life, his pictures bear the ne-
cessity of withstanding time, as underlined in his publication Bey-
routh Aller-Retour (1984), to be followed by a postwar work, Beirut
City Centre (1992), widely exhibited, and published in a book that
became a landmark in the history of photography. Accounting for
how to live in war zones while at the same time keeping a distance
from everyday life, marks his work, as can be seen in Palestine,
l’envers du miroir (1996), Liban Provisoire (1998), or in his fictional
narrative Suite Egyptienne (1999). 

After co-founding the Arab Image Foundation in Beirut, collecting
and studying historical pictures of the region, Elkoury questioned
the purpose of single photographic images, away from aestheti-
cism. His later works elaborate composite visuals (diptychs, trip-
tychs...) to create new meanings, combining still photography, text
and video. His Paris exhibition Sombres at the Maison Européenne
de la Photo, with its filmed counterpart Lettres à Francine (2002),
revolves around wounds; Civilisation, fake = real? (2005) ponders
the phenomenon of representation and replication; On war and
love (2006), shown at the Venice Biennale, reflects on the dimen-
sion of intimacy in wartime. His series What happened to my
dreams (2008-2009) addresses a wide range of socio-political is-
sues, a work exhibited simultaneously in Dubai, Paris and Beirut. 

In 2010 and 2011, he tracked abandoned Soviet military bases,
mainly in Eastern Europe and published with Steidl, in the summer
of 2011, along with his exhibition at the Beirut Art Center, Be…long-
ing.

Fouad El Khoury was born in 1952 in Paris. He lives between Paris
and Beirut.

Fouad El Kho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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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어드엘코리이집트시리즈 “ 내공간으로들어가는입구” (1990)
Fouad El Khoury
Suite Égyptienne: Entrance to my place (1990)
inkjet print on vine art paper
courtesy of the artist and Tanit Gallery, Munich and Beirut

포어드엘코리이집트시리즈 “ 카이로사무실에서” (1994)
Fouad El Khoury
Suite Égyptienne: In a Cairo office (1994)
inkjet print on vine art paper
courtesy of the artist and Tanit Gallery, Munich and Beirut

포어드엘코리이집트시리즈 “ 타리르광장” (1988)
Fouad El Khoury
Suite Égyptienne: Tahrir Square (1988)
inkjet print on vine art paper
courtesy of the artist and Tanit Gallery, Munich and Beirut

포어드엘코리이집트시리즈 “ 피샤위**” (1988) - (** 人名)
Fouad El Khoury
Suite Égyptienne: Fishawi (1988)
inkjet print on vine art paper
courtesy of the artist and Tanit Gallery, Munich and Beirut

포어드엘코리이집트시리즈 “ 카슬엘닐카페” (1987)
Fouad El Khoury
Suite Égyptienne: Kasr el Nile café(1987) 
inkjet print on vine art paper
courtesy of the artist and Tanit Gallery, Munich and Beirut

포어드엘코리이집트시리즈 “ 뮈즈스트리트” (1994)
Fouad El Khoury
Suite Égyptienne: Muizz St (1994)
inkjet print on vine art paper
courtesy of the artist and Tanit Gallery, Munich and Beirut

포어드엘코리이집트시리즈 “ 룩소르, 옴쿨숨카페” (1990)
Fouad El Khoury
Suite Égyptienne: Oum Koulthoum café in Luxor (1990)
inkjet print on vine art paper
courtesy of the artist and Tanit Gallery, Munich and Beirut

포어드엘코리이집트시리즈 “ 쿠척하넴**” (1990) -  (** 人名)
Fouad El Khoury
Suite Égyptienne: Kuchuk Hanem (1990)
inkjet print on vine art paper
courtesy of the artist and Tanit Gallery, Munich and Beir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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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넵 세디라는 런던에서 살고 있고, 파리와 알제, 런던을
오가며 작업을 하고 있다.

지중해, 2008
무제, 2008
바다의 비상식과 물에 관한 다른 이야기, 2009

세디라는 모리타니(아프리카 서북부에 있는 나라)의
해안가에서 조사와 촬영에 일정 기간을 보냈다. 이 기간에
등장한 다양한 사진 작품들과 비디오 작품들은 “바다의
비상식과 물에 관한 다른 이야기 ”(2009)에서처럼, 잊혀 진
선박들의 훼손된 잔해, 그리고 그들의 뼈대와 내장을 드러낸
채로 여전히 물 위에 떠있거나 해변 가에서 녹슬며 썩어가고
있는 배들에 대해 복합적인 시점들을 제공한다. 녹쓸고
썪어가는 배는 여전히 물에 떠있고, 뼈대와 내장이 노출되어
있다. 예를 들어, “무제”(2008)라는 작품에서는, 두 척의 배가
마치 사람처럼 입을 벌리고 구멍이 뚫린 채 서로 엉켜있다. 

“지중해”(2008)는 알제리에서 마르세유로 항해하는 배 위에서,
시각적 명상의 전달 상태인 발라드처럼 풀린다. 카메라는 흰
선미, 때로는 수평선의 숨막히는 광활함을 떠돌아다닌다.
그리고 때로는 추상적인 사진들의 일련으로, 바닷물이 갑판의
벗겨진 페인트에 스며드는 장면, 배가 지나간 자리의 작은
물방울과 같이 세세하고 작은 것들의 아름다움을 잡아낸다. 한
남자가 버려진 배의 빈 복도를 홀로 거닌다. 그는 멈춰진
시간의 방울에 갇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다. 어디든 될 수
있는, 그것은 지중해이다. 하늘과 바다, 배와 외로운 물체,
이것들의 기능은 끝없이 반복되는 이야기의 출발과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여행의 도해와도 같다. 악기의 단편과 소리의
콜라주, 녹음의 위치의 능숙한 조합으로 미카일
카리키스(Mikhail Karikis)가 작곡한 사운드 트랙은 필름의 너무
부드러운 미학을 방해하기도 한다. 배 엔진의 거친 숨소리와
불안하도록 높은 피치의 조합은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들을
억압하는 걸 강요한다. 그리고 지중해에 시각으로 알 수 없는
깊이를 부여한다.

“사랑의 노래” 섹션에서 찾아보기 
마날 알 도와얀은 1950년대 사우디 아라비아의 부족
커뮤니티의 일시적 역사를 도표화한다. 세디라 작품의 배와는
다르게, 이 부족 여행의 물리적 흔적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고
생과 함께 울려퍼진다.

Zineb Sedira was born to Algerian parents in Paris in 1963. She
moved to London in 1986 where she continues to live. She works
between London, Paris and Algiers.

Middle Sea, 2008 
Untitled, 2008 
Maritime Nonsense and Other Aquatic Tales, 2009

Sedira spent a period of time researching and filming along Mauri-
tania’s coastline and the various photographic works and videos
that emerged from this time offer multiple, simultaneous view-
points of the dismembered debris of forgotten vessels and rust-
ing, decaying ships, still afloat or beached, their skeletons and
bowels exposed. In Untitled, 2008, for instance, two ships huddle
anthropomorphically together the side of one a gaping, hollow
wound. 

In Middle Sea, 2008 the expression of displacement takes on a
new direction freed from the self-representation of her early
works and openes up to reach further beyond the personal. Set on
a ship cruising from Algiers to Marseilles, MiddleSea unravels like
a ballad, a visual meditation on the state of transit. Combining un-
nervingly high pitches with the heavy breathing of the ship’s en-
gine, it reinforces the overruling feeling of melancholic uneasiness
and gives to MiddleSea a depth inaccessible to the visual alone. 

In Songs of Love, Manal Al Dowayan charts the transient history of
a community of families in Saudi Arabia during the 1950s. Unlike
the ships in Sedira’s images, the physical traces of these families
journeys are still alive and resonate with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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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넵 세디라는 런던에서 거주하며, 파리와 알제, 런던을 오가며
작업 활동을 하고 있다.

지넵 세디라의 작품은 그녀가 힘써 온 비디오와 사진술의 현대
사용법을 통해 수그러들지 않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15년간의
다작 활동으로 이어졌다. 초기 사진 연작들과 비디오 설치
미술품들은 세디라가 알제리에서 파리로 이주해 그 곳에서
자라고 결국 1986년 영국으로 이사를 갔던 가족의 경험을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유동성과
식민지 유산 그리고 세계화에 대해 계속되고 있는 논쟁을
고심하기 위해 그녀의 예술적 주제를 넓혔다. 그녀의 후기
작품들은 그녀가 예전에 사용하던 초기 실험적이고 기록적인
접근보다는 영화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지넵 세디라는 베니스 비엔날레 (2001), 런던 테이트브리튼
갤러리 (2002), 뉴욕 ICP 트리엔날레 (2003), 폼피두 센터,
헤이워드 갤러리, (2005), 제6회 영국 예술 쇼와 ICA (2006),
뉴욕 브루클린 박물관 (2007), 덴마크 코펜하겐 제1회 현대
예술 콰드리안날레 (2008), 베니스 비엔날레와 포크스턴
트리엔날레 (2011)에 참여했다. 2012년 브라질 상파울루
피네이루 SESC와 MUMA(모나쉬 대학 미술관)에도 전시했다.
2013년에는 프랑스 폼피두-메츠 센터와 프랑스 마르쉐유
지역의 ‘유럽지중해문명박물관’과 ‘프리쉬 라벨 드 메’에서
전시를 가졌다. 그녀의 작품들은 현대 아프리카 예술가들이
참여한 2014년 프랑크푸르트 현대미술관의 ‘신성한 코미디;
천국, 지옥, 연옥’전에 전시 되었다.

코너하우스(2004), 런던 사진사 갤러리 (2006), 런던 리빙턴
플레이스, 영국 존 한사드 갤러리(2009)에서 역시 개인전을
가졌으며, 2010년에는 스웨덴 미술관, 덴마크 코펜하겐
니콜라이 예술 센터, 마르세유 현대 미술관 [MAC]와 파리 빨레
드 도쿄 등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2013년에는 밴쿠버 찰스
H.스콧 갤러리와 휴스턴 블래퍼 예술관, 두바이 퍼빌리온
다운타운과 마르세유 J1 등에서도 전시회를 가졌다.

세디라의 작품은 도이치 은행, 테이트 브리튼 갤러리, 파리
현대 미술관, 폼피두 센터, 빅토리아 알버트 박물관, 영국
예술협회, 글래스고 현대 예술 갤러리, 파리 FNAC (국립 현대
예술 재단), Mac (마르세유 현대 예술 박물관) 카타르 도하
마타프 현대 예술 박물관 그리고 UAE 샤르자 박물관을 포함한
여러 대중 컬렉션에 소장되어있다.

지넵 세디라는 1963년 파리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런던에서
살고 있고, 런던과 알제, 파리를 오가며 작업 활동을 하고 있다.

Lives in London, works between Paris, Algiers and London.

Zineb Sedira’s practice spans a prolific 15 years of relentless cre-
ativity through which she has contributed to the contemporary uses
of video and photography. In early photographic series and video in-
stallations Sedira primarily tackled the family experience of emi-
grating from Algeria to France, her growing up in Paris and eventual
moving to England in 1986. With time, her subject matter expanded
to tackle broader themes such as mobility and colonial legacies and
the on-going debate about globalization. Her later works acquired a
more filmic quality rather than the earlier experimental and docu-
mentary approach she formerly used. Sedira credits her father, who
enrolled her in an arts and crafts school as a child, for inadvertently
steering her into a career in the arts, which crystalized after she
completed her fine arts studies in London. Preoccupied with the
fragility of memory, her work often explores historical or political is-
sues through a deeply personal lens. 

Zineb Sedira has exhibited at the Venice Biennale (2001), Tate Britain,
London (2002), ICP Triennial, NY (2003), Centre Pompidou, Hayward
Gallery, (2005), British Art Show 06 and ICA (2006), Brooklyn Mu-
seum, NY (2007), 1st Quadrennial for Contemporary Art, Copen-
hagen, Denmark, (2008), Venice Biennale and Folkestone Triennial
(2011). At SESC Pinheiros,São Paulo, Brazil and MUMA (Monash Uni-
versity Museum of Art, Australia (2012).  In 2013 at Centre Pompi-
dou-Metz, France; La Friche Belle de Mai, the Mucem (Musée des
civilisations de  l’Europe et de la Méditerrannée), as part of Marseille
Provence 2013: European Capital of Culture and the Museum Für
Moderne Kunst in Frankfurt in 2014 as part of the exhibition The Di-
vine Comedy: Heaven, Hell, Purgatory revisited by Contemporary
African Artists.

Her selected solo shows have been at the Cornerhouse (2004), Pho-
tographers Gallery, London (2006), Rivington Place, London; John
Hansard Gallery, UK (2009). In 2010, Bildmuseet Sweden; Nikolaj Art
Center, Copenhagen, Denmark; Musée d�Art Contemporain [MAC],
Marseilles and Palais de Tokyo, Paris. In 2013 at the Charles H. Scott
Gallery in Vancouver and the Blaffer Art Museum in Houston, Pavilion
Downtown, Dubai and the J1, Marseille. 

Sedira’s work can be found in several major public collections in-
cluding Deutsch Bank, Tate Britain, Museum of Modern Art, Paris;
Pompidou Centre, Victoria and Albert Museum, Arts Council of
England, Gallery of Modern Art, Glasgow, the FNAC (Fond National
d’Art Contemporain), Paris; Mac (Musée d�art Contemporain), Mar-
seille; Mathaf, Arab Museum of Modern Art in Doha, Qatar and
Sharjah Museum, United Arab Emirates .

Zineb Sedira was born in Paris in 1963. She lives in London, and
works between London, Algiers and Paris.

Zineb Sed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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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넵세디라지중해 (2008)
Zineb Sedira

Middle Sea (2008)
video-projection with sound,16 min

courtesy of the artist and Kamel Mennour Gallery,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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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넵세디라무제 (2008)
Zineb Sedira

Untitled (2008)
c-print

courtesy of the artist and Kamel Mennour Gallery,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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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넵세디라바다의비상식과물에관한다른이야기 (2009)
Zineb Sedira
Maritime Nonsense and Other Aquatic Tales (2009)
three c-prints mounted on aluminu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amel Mennour Gallery, Paris



Fouad El Khoury
Zineb Sedira
Ziad Antar
Mohammed Kazem
Ghada Amer
Mona Hatoum
Ali Cherri
Manal Al Dowayan
Adel Abidin

사랑의 노래
이섹션의작품들은사랑과축하의관념들을다룬다. 어떤작품들은죽음의위기와고난에도불구하고이어져온

사사롭고개인적인욕망들을드러낸다. 또다른작품들은내밀한사랑문제같이 공격적인통치자와국민들

사이에있는복잡한관계를그린 판타지같은묘사를다룬다. 그리고난다음엔, 사랑받는존재들, 소중한도시들,

귀중한기억들에대한솔직한축하를보내는작품들이있다. 사랑이길을이끄는동안에도, 관람객에게상실이

다음코너에서잠복하고있을수있다는것을상기시키는 작품들도있다. 자신의자아를잃어버리는일없이,

사람이다른사람을얼마나사랑할수있는것인지...

Songs of Love
The artworks in this section grapple with notions of love and celebration. Some reveal intimate and personal desires

that have persisted in the face of eradication and hardship.  Others dwell in fantasy-like depictions that portray the

problematic relationship between oppressive rulers and their subjects as an intense love affair. And then, there are

those that are underscored by a candid celebration of loved ones, cherished cities and precious memories. While love

leads the way, so to speak, many of the works, nevertheless, emanate a certain apprehension reminding the viewer

that loss could be lurking behind the next corner. For how could one love another, without ultimately loosing some-

thing of ones’ self…

SONGS OF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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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아드 안타르는 1978년 레바논 사이다에서 태어났다. 그는
현재 베이루트에 거주하며 작업 활동을 하고 있다.

사랑의 밤, 2009

“사랑의 밤”(2009)은 아랍 세계에서는 전설적 존재인 이집트
가수 옴 쿨숨의 노래와 같은 제목인 이 작품은 그 노래에 대한
해석이다. 이곳에서 선보이는 것 중 하나로, 한국의 여성
바이올리니스트가 쿨숨의 유명한 노래를 연주한다. 안타르는
청중들을 마주보고 연주하는 연주자의 맞은편에 카메라를
두었다. 이러한 대치기법을 통해, 예술가는 바이올리니스트와
그녀가 연주하는 음악 사이의 배경에서의 차이를 강조한다.
그렇게 해서, 안타르는 극단적이며 문화적으로 구별되고
절대적으로 보편적인, 음악 장르의 역설적인 풍성함을 한 번에
전달하는 것에 성공한다. 그의 작품은 타인의 관념에 대한
문제의 의문을 불러일으켰고, 문화적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이
되었다. 노래의 제목에서 나타나는 것 또한 그것 자체로
독립적인 작품이 되었다. 

사랑의 밤은 보통 두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공유하는
행위로써 함께 모여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두 사람이 그들이
소속되어있는 폭 넓은 문화적인 특성을 공유할 때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 표면적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영화는 문화적 전이의 절차와 그것에 대한 환원주의적
담론에서 연기되는 복잡성에 대한 심오한 해석이다.

“상실의 노래” 섹션에서 찾아보기 
라에드 야신은 이난영과의 제안된 만남을 실현하기 위해 옴
쿨숨의 또다른 중요한 노래인 알-아탈을 직접적으로 참고한다.

Ziad Antar was born in 1978 in Saida, Lebanon. He currently lives
and works in Beirut.

A Night of Love, 2009

A Night of Love is an interpretation of a song of the same title by
Oum Kulthoum, the Egyptian singer who is legendary in the Arab
world. A Korean violinist performs Kulthoum’s seminal song.
Antar places his camera facing the musician who performs di-
rectly for the viewers. Through this confrontational maneuver, the
artist accentuates the difference in backgrounds between the vio-
linist and the piece of music that she is playing. 

A night of love usually signifies an encounter by which two people
come together in an act of self offering and sharing of one’s self.
What impediments could arise when the two bring with them the
whole spectrum of cultural labels with which they are associated?
The film, despite its ostensible simplicity, is a profound unpacking
of the complexities that are at play within any process of cultural
transfer and the often reductionist discourse surrounding it. 

In Songs of Loss, Raed Yassin makes a direct reference to Al-Atlal,
another seminal song by Oum Kulthoum to reflect on her pro-
posed encounter with Lee Nan-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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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아드 안타르의 비디오 작품들은 갈등 속의 세계를 명백하게
증명하지만 꽤나 장난스럽고 밝은 분위기를 자아냄으로써
우리를 매혹시킨다. 정밀한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지아드의
비디오 작품들은 생의 문제들(때때로 전쟁과 관련된)을 짧은
숏과 간단한 도구들로 표현했다. 편안함과 효율성을
없앰으로써 그는 공감이나 어떠한 입장 표명 없이 화급히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안타르의 단편 영화는 장난스러운
분위기를 통해 갈등 속의 세계를 환기시키는데, 이를 잘
보여주는 그의 영화 “Tamboro, Wa, Tokyo, Tonight 또는 La
Marche Turque” 와 같은 그의 작품 속에서 음악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La Marche Turque”에서는 동명의 모차르트
곡의 어느 부분이 무선피아노로 연주되는데 주조 음을 치는
손가락의 소리만이 군대 행진의 소리를 환기시키면서 울려
퍼진다.

지아드 안타르의 작품들은 런던 테이트모던 갤러리, 폼피두
문화 센터 그리고 파리 빨레 드 도쿄, 뉴욕 뉴 뮤지엄과 같은
다양한 미술관들에 전시되어 있다. 그는 또한 2008년 UAE
샤르자 비엔날레, 2012년 타이페이 비엔날레, UAE 샤르자 예술
재단 '영역의 초상', 파리 빨레 드 도쿄 '트리엔날레: 강렬한
접근'에 참여했다.

‘파베우 알타메르’, 2006년 파리 퐁파두 문화 센터, ‘오두막집’,
2006년 파리 빨레 드 도쿄, 2008년 제6회 타이페이 비엔날레,
‘경계 너머’ 2009년 비엘라 피스톨레토 재단 시타델라르테,
‘미래 극장’, 2009년 파리 퐁파두 문화 센터, ‘예수보다 어린
세대’ - 2009년 뉴욕 뉴 뮤지엄 트리엔날레, 2009년 제9회
샤르자 비엔날레, ‘5장, 홀로 남은 권력’, 2010년 로테르담
위테드위드 박물관, 2010년 ‘신념: 매체의 도시 서울’, 서울
미술관, Nulle Part est un endroit, Centre Photographique
d'lle de France, Pontault-Combault, 2010; Live Cinema/In
the Round, 2010년 필라델피아 미술관, 2011년 제 54회
베니스 비엔날레, The Mediterranean Approach, Palazzo
Zenobio, Venice, 2011 그리고 Blockbuster: Cinema for
Exhibitions, Museo de Arte Contemporaneo de Monterrey,
Monterrey, 2011 등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지아드 안타르는 1978년 레바논 사이다에서 태어났다. 현재
그는 베이루트에 거주하며 작업 활동을 하고 있다.

Ziad Antar’s videos undeniably testify to a world in conflict, but
using a rather playful and light tone, Ziad Antar’s work immedi-
ately seduces. Focusing on a precise idea, Ziad Antar’s videos ex-
press life problems (sometimes linked to war) with a short shot
and with simple means. It is with disconcerting ease and efficiency
that Ziad Antar confronts the viewer with burning questions, with-
out expressing any position and without empathy. Antar’s short
films evoke a world in conflict through a playful tone.  Music plays
an important role in his work, such as in Tamborro, Wa, Tokyo
Tonight or La Marche Turque where the eponymous partition of
Mozart is being played on a cordless piano and where only the
sound of the fingers striking the keys resonates, evoking the sound
of a military march. 

Ziad Antar’s work has been exhibited in various museums such as
Tate Modern in London, The Centre Georges Pompidou and the Palais
de Tokyo in Paris, at the New Museum in New York. He has also taken
part in the Sharjah Biennale, UAE, as well as in the Taipei Biennale,
Taïwan in 2008.2012 ‘Portrait of Territory’, Sharjah Art Foundation,
Sharjah, UAE; ‘La Triennale: Intense Proximity’, Palais de Tokyo, Paris,
FR 

Some of his exhibitions include Pawel Althamer, Centre Pompidou,
Paris, 2006; La Cabane, Palais de Tokyo, Paris, 2006;  6th Taipei Bi-
ennale, Taipei, Taiwan, 2008; Prospectif Cinéma, Centre Pompidou,
Paris, FR; Place Beyond Borders, Cittadellarte, Pistoletto Foundation,
Biella, 2009; Prospectif Cinéma, Centre Pompidou, Paris, 2009; The
Generational: Younger Than Jesus – 2009 New Museum Triennial,
New Museum, New York, 2009; Sharjah Biennial 9, Sharjah, UAE,
2009; Act V – Power Alone, Witte de With, Rotterdam, 2010; Trust:
Media City Seoul, Seoul Museum of Art, Seoul, 2010; Nulle Part est
un endroit, Centre photographique d’Ile de France, Pontault-Com-
bault, 2010; Live Cinema/In the Round, Philadelphia Museum of Art,
Philadelphia, 2010; 54th Venice Biennale, Venice, 2011; The Mediter-
ranean Approach, Palazzo Zenobio, Venice, 2011 and Blockbuster:
Cinema for Exhibitions, Museo de Arte Contemporaneo de Monterrey,
Monterrey, 2011.

Ziad Antar was born in 1978 in Saida, Lebanon. He currently lives
and works in Beirut.

Ziad An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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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아드안티라사랑의밤 (2008)
Ziad Antar
Night of Love (2008)
video, 43 sec
courtesy of the artist and Selma Feriani Gallery,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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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메드 카젬은 1969년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태어났고,
현재 거기에서 거주하며 작업활동을 하고 있다.

스크래치 회화, 2011-2013

모하메드 카젬의 스크래치 그림들은 무형의 힘들에서 유형의
해석들을 창조한다. “나는 소리를 보이게 하고 싶었어요,”
모하메드 카젬은 말한다. 그의 "스크래치" 연작들은 무형의
것을 시각 예술의 언어로 번역한다. 그의 스크래치 그림들은
반복되는 방식 속 환원주의적인 요소들에 의존하는
미니멀리스트 음악의 형태와 많은 부분에서 닮았기에, 그의
작품에 앞서 있는 음악적 경향들을 현대 예술가의 것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림에 나타나는 자연적 형태의
풍부함은 현대 음악 속 멜로디의 풍부함과 정확히
들어맞아요.”

스크래치 그림은 소수만 이해하는 악보가 아닌, 훨씬
근본적이고 본능적인 표현을 가진 시각적 작품이다. 작품들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 각자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며
거대한 두루마기에 담긴 연출 형태를 읽는 것은 전적으로
관객들의 몫이다. 작품들을 살짝 훑어보면 시퀀스의 다양함과
종결짓듯이 이전 배열로 돌아오는 걸 알 수 있다. 선의 상승과
하강은 음의 변화를 암시할 수도 있고, 굵기와 길이는 강조,
볼륨 그리고 장음과 단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작품에 찍혀 있는
점들은 스타카토, 쉼표 혹은 템포를 낮추는 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 

“상실의 노래” 섹션에서 찾아보기
모니르 파티미도 소리와 빛의 요소들을 사용한다. 카젬의
것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9·11 사건의 여파 속에서 느끼는
소름끼치는 상실을 반영한다.

Mohammed Kazem was born in Dubai in 1969 where he currently
lives and works. 

Scratch Paintings, 2011 – 2013 

The scratch paintings by Mohammed Kazem create tangible inter-
pretations of immaterial forces. “I want to make sound
visible,” states Kazem.  His musical training that preceded his work
as a visual artist, underscores this series, as the scratches resem-
ble the forms of minimalist music scores. The dipping and rising of
lines could suggest a change in key. Dots punctuating the works
lend themselves to be read in staccato, longer distances between
the lines as rests, or perhaps a deceleration in tempo. 

On the other hand, the relatively obscured markings of the white
scratches draw the viewer in closer, inviting a more intimate expe-
rience. Some of the white works allow the artist to translate the
sounds of the city, creating urban-like cartographies that remind
the viewer of the grid-like topographic depictions of many cities.
Movement, implied in the contrast between light and dark, varies
according to the light illuminating the works. Softer natural light
adds a sense of timelessness and infinity, whereas artificial light
augments the chiaroscuro effect, fixing the movement.

In Songs of Loss, Mounir Fatmi also uses the elements of sound
and light, albeit differently from Kazem, to reflect on the horrifying
loss in the aftermath of the events of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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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메드 카젬은 종이, 비디오, 사진과 설치 미술품을 통해
환경에 대한 개념적 탐구를 불러일으킨 에미리티 현대 예술의
선구자이다. 그는 현대성과 더불어 나라 안팎에서의 시민들의
지위에 관하여 전개되고 변화되어지는 논의들을 통합했다.
그는 ‘에미리트 순수 미술 조직회’의 초기 구성원이었고,
개념미술관 다원예술을 이끄는 선봉에 있었던 에미리티 예술가
비공식 그룹 ‘5인’ (Hassan Sharif, Mohammed Ahmed
Ibrahim, Hussain Sharif와 Abdullah Al Saadi 포함)의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아랍 에미리트 샤르자에 위치한 에미리트 순수 미술
조직회(1984-1987)에서 미술을 공부했고, 2012년에
필라델피아 예술 대학에서 조각 부문 석사 학위를 받았다.
네덜란드 시타드 예술 센터 에미리트관에서 열린 ‘에미리트
특별전‘(1995), 독일 아첸에서 열린 국제 미술 루드비히 포럼의
’5 UAE‘(2003), 독일 마인츠 도로티아 판 더 코엘렌 갤러리
’숫자–시간–싸인‘(2003) 그리고 도쿄 모리 미술관에서 열린
’아랍 특별전‘(2012) 등에 참여했다. 

그의 작품들은 카타르의 아랍현대미술관, 샤르자미술관,
샤르자의 바질예술재단, 네덜란드시타드예술센터, 미국의 JP
모건컬렉션, 독일도이치은행컬렉션에 소장되어있다.
우즈베키스탄, 싱가폴, 이집트, 쿠바, 방글라데시 비엔날레에
참여하였고, 샤르자 비엔날레에서 여러 판으로 전시된 그의의
설치 미술품은 1999년과 2003년에 1등상을 수여했다.
2013년에는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는 UAE 국제 전시관에 단독
전시를 가졌다.

모하메드 카젬은 1969년에 두바이에서 태어났고, 현재
그곳에서 거주하며 작업 활동을 하고 있다.

Mohammed Kazem is a pioneer of contemporary Emirati art who
creates conceptual explorations of the environment through works
on paper, video, photography and installation. Kazem’s works syn-
thesise the continuously evolving and shifting debates about
modernity and the status of citizens within and outside their na-
tion-states. Kazem was a member of the Emirates Fine Arts Soci-
ety early in his career and was acknowledged as one of the ‘Five’,
(including Hassan Sharif, Mohammed Ahmed Ibrahim, Hussain
Sharif and Abdullah Al Saadi) an informal group of Emirati artists
who represented a vanguard of conceptual and interdisciplinary
art.

Kazem studied painting at Emirates Fine Art Society, Sharjah,
U.A.E. (1984 – 1987), and in 2012 earned an MFA in Sculpture from
The University of the Arts, Philadelphia University. Kazem partici-
pated in formative international group exhibitions including Emi-
rates Arts, Sittard Art Center, Netherlands (1995), 5 UAE, Ludwig
Forum for International Art, Aachen, Germany (2002) and Num-
bers–Time–Signs, Dorothea van der Koelen Gallery, Mainz, Ger-
many (2003) and Arab Express, Mori Art Museum, Tokyo (2012).

His works can be found in a number of institutional and private col-
lections, including Arab Museum of Modern Art, (Qatar), Sharjah
Art Museum (Sharjah), Barjeel Art Foundation (Sharjah), Sittard Art
Center (Netherlands), JP Morgan Chase Collection (USA), Deutsche
Bank Collection (Germany).

As well as participating in the biennials in Uzbekistan, Singapore,
Egypt, Cuba and Bangladesh, Kazem’s work has been presented in
several editions of the Sharjah Biennial, winning first prize for his
installations in 1999 and 2003. He returned for the second time to
the Venice Biennale in 2013 with a solo presentation at the UAE
National Pavilion.

Mohammed Kazem was born in Dubai in 1969 where he currently
lives and works. 

Mohammed Kaz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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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메드카젬종이에스크래치 (2011)
Mohammed Kazem
Scratch on Paper (2011)
scratches on a paper roll
courtesy of the artist and Isabel van den Eynde Gallery, Dub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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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메드카젬천사들의소리 (2013)
Mohammed Kazem

Sound of Angles (2013)
scratches on paper, Portfolio of six works

courtesy of the artist and Isabel van den Eynde Gallery, Dub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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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 아메르는 1963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태어났고, 11살 때
가족과 함께 파리로 이사했다. 니스에 있는 빌라 아슨에서
미술을 공부했고 1996년 뉴욕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프랑스에서
그녀의 경력을 시작했다. 현재 뉴욕에서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타원 조각, 2011-2012

조각 실험의 집중 라인에서, 가다 아메르는 타원형의 모델을
자주 사용하고, 은폐와 투명의 강약으로 텅 빈 작업을 본뜬다.
타원은 폰타나부터 콘스탄틴 브랑쿠시 혹은 헨리 무어까지,
수많은 예술가들이 사용한 따뜻하면서도 어머니같은 태고의
형태이다. 아메르의 조각품은 작품이 자리한 장소를 정의하고
관객들이 그들의 행동을 인식하도록 도와준다. 그의 작품은
3차원적 용어들로 해석될 수도 있고 혹은 관객들이 문득
발견하고 사물의 이미지를 고정하거나 몇 개의 의미를 읽을 수
있는 회화 평면으로 보여 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파란 색 브래지어를 하고 있는 소녀들”은
이집트에서 베일을 입고 있던 한 여성 시위자가 폭동 중에
경찰에게 옷이 찢기고 폭행당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내가
가장 사랑한 단어들”에서, 아메르는 욕망, 좌절, 열정, 광기,
근심과 같이 전부 아랍어로 쓰여진, 사랑과 관련된 일련의
단어들을 가져온다. 단어들은 실제로 일종의 뒤집어진 글을
만들어 낸다. 왜냐하면 그 단어들은 내부에서 단어들이 거꾸로
나타나는 구의 바깥 표면을 훑어봐야 읽혀지기 때문이다.
그녀는 말한다. “우리는 사랑을 이해할 수 없기에 멀리 떨어져
있을 때만 사랑의 올바른 면을 볼 수 있어요.”

“상실의 노래” 섹션에서 찾아보기
모신 하라키도 그의 작품에 단어들을 도입한다. 그러나
아메르의 축하조가 아니고, 부재와 상실을 언급하면서 단어를
도입한다.

Ghada Amer was born in Cairo, Egypt in 1963. She moved to Paris
with her family at the age of 11. She studied fine art at the Villa
Arson in Nice and launched her career in France before moving to
New York in 1996, where she currently lives and works.

Oval Sculptures, 2011 – 2012 

In this intense line of sculptural experimentation, Ghada Amer re-
sorts to oval shapes and models the void playing with the dynam-
ics of concealment and transparency. The oval is a primeval shape
that has been used by numerous artists, from Fontana to Constan-
tin Brancusi or Henry Moore. In Amer’s sculptures it defines the
place in which the figures are set and helps viewers recognize
their actions. The works can be read in three-dimensional terms,
or as flat pictorial where spectators can suddenly discover and fix
the image of figures or read some words. 

The Blue Bra Girls, for instance, refers to the incident that took
place during an uprising in Egypt in which a female protestor
wearing a veil was beaten by the police and had her clothes torn.
In The Words I Love the Most, Amer takes a series of words like de-
sire, depression, passion, crazy, anxious, all of which are written in
Arabic and are related to love. The words create a sort of writing in
reverse, for they can only be read on the inside by looking through
the outer surface of the sphere. To quote the artist herself, “We do
not understand love, so we only see the right side when we are far
away.”

In Songs of Loss, Mohssin Harraki also introduces the written
word into his work, but, unlike Amer’s celebratory tone, he does so
reference to absence and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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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 아메르는 11살 때 그녀의 가족과 함께 파리로 이사했다.
니스에 있는 빌라 아슨(Villa Arson)에서 순수미술을 연구했고
1996년 뉴욕으로 떠나기 전까지 프랑스에서 작업을 했다.
그녀는 섬세한 자수로 성적행동을 묘사함으로써 관습적으로
여성의 영역이라 여겨지는 행동을 미술사적으로 남성의 지배
영역이었던 페인팅에 삽입했다. 바늘이 자아낸 그녀의
추상적인 작품들은 세계2차 대전 이후, 주로 미국계 백인
남성들에 의해 옹호되던 그린버그주의의 추상 개념에 이의를
제기한다. 페미니스트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그녀는 바바라
크루거(Barbara Kruger), 로제마리 트로켈(Rosemarie
Trockel), 제니 홀저(Jenny Holzer)와 같은 예술가들처럼
페미니즘을 강요하진 않는다.

베니스 비엔날레, 휘트니 비엔날레, 브루클린 박물관, 로마
현대 미술관, 텔 아비브 미술관 등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가졌고, 시카고 미술관, 예루살렘 이스라엘 미술관, 도하 현대
아랍 미술관, 아부다비 구겐하임, 파리 퐁피두 문화 센터에
그녀의 작품들이 있다.

가다 아메르는 1963년 이집트에서 태어났고 현재 뉴욕에 살고
있다.

Ghada Amer moved to Paris with her family at the age of 11. She
studied fine art at the Villa Arson in Nice and launched her career
in France before moving to New York in 1996, where she currently
lives and works. Well known for delicate embroideries depicting
explicit sexual acts, Ghada’s work inserts an act that has been con-
ventionally seen as feminine (embroidery) into the art-historically
male-dominated realm of painting. Her abstract compositions with
thread challenge the Greebergian notion of abstraction as champi-
oned mostly by the American White post-WWII male. In that sense
she operates within a wave of feminist-inclined yet not constrained
artists such as Barbara Kruger, Rosemarie Trockel and Jenny
Holzer. 

Amer’s work has been presented in numerous solo and group ex-
hibitions at the Venice Biennale, the Whitney Biennale, the Brooklyn
Museum, Museo d’Arte Contemporanea Roma, and Tel Aviv Mu-
seum of Art, Tel Aviv. Her works are included in many prestigious
collections, such as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Israeli Museum,
Jerusalem; Arab Museum of Modern Art, Doha; Guggenheim, Abu
Dhabi; and Centre Georges Pompidou, Paris, among others.

Ghada Amer was born in Egypt in 1963 and she now lives in New
York City. 

Ghada A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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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아메르파란색브래지어를한소녀들 (2012)
Ghada Amer
The Blue Bra Girls (2012)
cast, polished, stainless steel
Edition 1/6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Seoul

가다아메르입맞춤1 (2012)
Ghada Amer
Baisers 1 (2012)
gold plated bronze
edition 6/6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Seoul

가다아메르내가가장사랑하는단어들 (2012)
Ghada Amer
The Words I Love the Most (2012)
bronze with black patina
edition 2/6, 1 AP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Seoul

가다아메르심장 (2012)
Ghada Amer
The Heart (2012)
painted stainless steel
edition 5/6, 1 AP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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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체리는 1976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출생했다. 그는 현재
파리와 베이루트에서 작업하며 살고 있다.

파이프 드림, 2011

이 설치작품에는 시리아 현대사의 두 장면이 연결되어 있다. 
첫 번 째는 전 하페즈 아사드(Hafez El Assad, 1971-2000)
시리아 대통령과 1987년 소비에트 미션으로 시리아 최초의
우주비행을 했던 우주비행사 모하메드 파리스(Mohammed
Faris)사이의 전화통화이다. 국부(國父)는 우주 공간에 있을
때조차도 사랑스럽게 그의 아이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두 번 째 사건은 25년 후인 2011년 시리아의 격변이 시작할
때쯤에 일어난다. 2011년에 시리아 관료들은, 파멸을
두려워하여 저항하던 마을에서 지난 세월 존경받는 국부로
추앙되었던 아사드 대통령의 동상을 파괴한다.

우주 정복이라는 요청과 민족주의자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작품은 전체주의 권력 그리고 국민의 꿈과
허상이 어떻게 이뤄지고 어떻게 파괴되는지 그 구조를
살펴본다.

“상실의 노래” 섹션에서 찾아보기
조안나 하드지토마스와 칼릴 조리지도 이야기가 놓쳐버린
우주의 꿈과 젊은 과학자 그룹을 반영한다.

Ali Cherri was born in 1976 in Beirut, Lebanon. He lives and works
in Paris and Beirut.

Pipe Dreams, 2011

Two moments in the modern history of Syria connect in this instal-
lation. The first, a historic phone call between the late Syrian Presi-
dent Hafez El Assad (ruled 1971 – 2000) and the Syrian astronaut
Mohammed Faris, the first to travel to outer space with a Soviet
mission in 1987. The father of the nation lovingly watches over his
children, even when in outer space. The second event happened
around 25 years later at the beginning of the upheavals in Syria in
2011 when Syrian officials, lovingly devoted to the memory of their
great father, dismantle the statues of Hafez el Assad in many of
the protesting towns fearing for their destruction. 

Using the obsession with the quest for conquering space, and its
nationalist connotations, the work captures the mechanisms of the
construction and deconstruction of totalitarian power and the
dreams and disillusions of an entire people.

In Songs of Loss, Joana Hadjithomas and Khalil Joriege also re-
flect on a dream of outer space and a group of young scientists
whose story has been long-l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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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체리는 비디오, 설치, 공연, 멀티미디어, 판화 등 다양한
작업을 하는 시각 예술가이다. 그는 현실과 가상, 물질과
디지털 그리고 그가 관심을 가지는 모든 영역들을 대상으로
작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탐구한 것들을 비디오와
사진으로 풀어냈다. 뛰어난 기술적, 시각적 그리고 리드미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는 친숙하면서도 불가사의한 감각적
실험을 해오고 있다.

그의 작업은 비디오 예술 운동이 시작되고 약 40년이 지난
디지털 생산의 전환기에 시작되어졌다. 폭력에 대한 역사적
개인적 해석을 배제한 채, 폭력에 대한 대중의 개입, 또는
폭력의 피해자와 압제자로 구분되는 이분법의 개입을 벗어난
다양한 폭력의 형태를 구현해내었으며, 폭력의 표현에 대한
상상에 있어 인권과 정의를 개입시키기도 하였다. 

그의 폭력에 대한 상상은 도시와 환경에 대한 공격부터 스스로
자초한 폭력의 행위로 인한 희생까지 넓은 영역에 걸쳐있다.
공간, 풍경, 마을, 군중, 사람들의 얼굴은 그의 흥미를 자극하는
동시에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그의 비디오작품의 소재가 된다.
베이루트의  어디에나 있으면서도 규정하기 힘든 것들로
채워진 그의 허구적 발상은 인조적, 시적, 정치적, 철학적
묘사로 그의 작품에 나타난다.

그는 최근 ‘상파울로 비디오 브라질 서던 파노라마’(2013)와
런던 테이트 모던에서 열린 상영 프로그램 “States in
Time”(2013), 토론토 국제 영화제- TIFF(2013), 베를린 국제
영화제, 베를린(2013), 로테르담 영화제(2013), 뉴욕 모마에서
열린 “주관적 지도 그리기”(2012), 도하 영화제(2012), 세계
아랍국 인스티튜트, 파리(2012) 에 참여했다.

알리 체리는 1976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출생했고 현재
파리와 베이루트에서 작업활동을 하며 살고 있다.

Ali Cherri is a visual artist working with video, installation, per-
formance, multimedia and print. His videos and photographs ex-
plore, between the real and the virtual, the physical and the digital,
all the territories, which nourish his attention. With an amazing
technical, visual and rhythmic mastery, Cherri carries out intimate
and enigmatic sensorial experiments.

Ali Cherri’s work is born at the turn of digital production some 40
years after the beginning of the movement of video art. Ali’s work
engages in exploring violence stripping it from both historical and
personal accounts. His work embodies the imagination of various
forms of violence without engaging in the politics or in the binary of
victim / oppressor, or even engaging in the idea of Justice, or
Human Rights often associated with representation of Violence.
His imagination spans a wide spectrum from urban and environ-
mental aggression to immolation as an act of self-inflicted vio-
lence. Spaces, landscapes, towns, crowds, faces are the raw
materials for Ali Cherri’s videos that explore all the territories that
stimulate his interest. Subservient to a philosophical as much as
plastic, poetic and political reflection, his films are always centered
around his fictions, with Beirut’s omnipresent and elusive face al-
most always hovering somewhere within them.

Cherri recently participated in Southern Panorama, VideoBrasil,
São Paulo (2013), States in Time, a screening program at Tate
Modern, London (2013), Toront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 TIFF,
(2013), International Film Festival Berlinale, Berlin (2013), Film
Festival Rotterdam (2013), Mapping Subjectivity at the Moma, NY
(2012), at the Doha Film Festival (2012), Dégagements at Institut du
Monde Arabe, Paris (2012).

Ali Cherri was born in 1976 in Beirut, Lebanon. He lives and works
in Paris and Beirut.

Ali Cher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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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체리파이프드림 (2011)
Ali Cherri
Pipe Dreams (2011) 
video installation, 5 min
courtesy of the artist and Imane Farès Gallery,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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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 하톰은 1952년 레바논 베이루트의 팔레스타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1974년에 런던으로 이사했다. 영국 국적의
그녀는 런던과 베를린에서 거주하며 작업 활동을 하고 있다.

T42(골드), 1999

이 작품에서 하톰은 브랑쿠스의 키스가 두 개의 형태를 매우
가깝게 붙여 합쳐지는 것을 묘사하는 것처럼, 중국풍의 하얀
찻잔을 겹치게 하여 그 결과가 굉장히 친숙한 어떤 걸
암시하게 만듦으로써 찻잔이 가지는 이미지를 전복시킨다.
작품의 제목은 차를 마시는 것과 관련된 사회적 격식을
시사하는데, 그것은 조각상 그 자체에 있는 낭만적인
제스쳐와는 반대되는 것이다. 그것은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이
경험하는 개별성과 공동성에 대한 끊임없는 밀고당기기를
의미한다.

“T42(골드)”는 오브제를 낯설게 그러나 동시에 친숙하게
함으로써 그 오브제의 형식을 변화시키고, 그럼으로써 우리에
친숙한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오브제를 갖고 노는
그런 예가 된다.

“상실의 노래” 섹션에서 찾아보기
쉬린 네샷의 “터블런트”는, 모나 하톰의 조각에 나오는 두
개인의 은유적 결합과는 다르게, 함께 만나는 일이 없다.

Mona Hatoum was born into a Palestinian family in Beirut, Lebanon
in 1952. She moved to London in 1974. A British national, she lives
and works in London and Berlin.

T42 (Gold), 1999

In this work, Hatoum has subverted the basic form of a white china
teacup by doubling it so that the resulting object suggests some-
thing highly intimate, which, like the Kiss of Brancusi, depicts two
forms so close they have merged together. The work’s title points
to the social formality associated with drinking tea, which is at
odds with the romantic gesture of the sculpture itself. It highlights
the constant act of negotiation of individuality and togetherness ex-
perienced by two people in love.

T42 (Gold) exemplifies the playfulness through which Hatoum
challenges our perception of the familiar by introducing formal
modifications into the objects she uses making them strange, yet
at the same time, famili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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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 하톰은 80년대 중반, 신체의 격렬함에 초점을 맞춘
일련의 공연과 비디오 작품들로 먼저 알려졌으나, 90년대
중반으로 갈수록 대규모의 설치 미술품과 조각 작업에 점차
시선을 돌렸다. 작가는 친숙하고 가정적인 일상 사물들의
언어를 종종 이질적이고 위협적이며 위험한 것들로
변형시킨다. 내시경을 이용해 그녀 자신의 몸 안을 보여주는
비디오 설치 작품 ‘이방인의 시체’를 통해 그녀는 인간의
몸조차 낯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952년 베이루트에서 팔레스타인계로 태어난 모나 하톰은
현재 런던과 베를린에 거주하며 작업 활동을 하고 있다. 유럽,
미국,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수많은 박물관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터너프라이즈(1995), 베니스비엔날레(1995,
2005), 이스탄불비엔날레(1995), 제11회 도큐멘타(2002),
시드니비엔날레(2006), 제3회 오클랜드트리엔날레 (2007),
코펜하겐현대미술 콰드리엔날레(2008)등 중요한 전시회에
참여했다. 이밖에 파리 퐁피두문화센터(1994), 런던
테이트브리튼갤러리(2000), 함부르크 쿤스트할레, 스톡홀름
마가젱3 본 미술관(2004), 시드니 현대미술관(2005)등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최근 전시로는 ‘얽힘의 측정’(베이징 현대
예술센터, 2009), ‘내부 풍경’(베니스 퀘리니 스탐팔리아 재단,
2009), ‘목격자’(베이루트 예술센터, 2010), ‘상류
사회’(산탄데르 마르첼리노 보틴 재단, 2010),
‘머물러줘요’(이스탄불 아르터, 2012), ‘Mona  Hatoum:
격동’(도하현대미술관) 등이 있다. 그녀는 2011년 후안미로상을
수상하고, 2012년에 바르셀로나 후안미로재단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Mona Hatoum first became widely known in the mid 80s for a series
of performance and video works that focused with great intensity
on the body. In the 90s her work moved increasingly towards large-
scale installations and sculpture. Hatoum has developed a language
in which familiar, domestic everyday objects are often transformed
into foreign, threatening and dangerous things. Even the human body
is rendered unfamiliar in ‘Corps étranger’ (1994), a video installation
that displays an endoscopic journey through the interior landscape
of her own body.

Hatoum was born into a Palestinian family in Beirut in 1952 and now
lives and works in London and Berlin. She has held solo exhibitions
in numerous museums in Europe,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Australia. She has participated in several important exhibitions in-
cluding the Turner Prize (1995), The Venice Biennale (1995 and 2005),
The Istanbul Biennial (1995), Documenta XI (2002), the Biennale of
Sydney (2006), the 3rd Auckland Triennial (2007) and the Quadrennial
for Contemporary Art, Copenhagen (2008). Solo exhibitions include
Centre Pompidou, Paris (1994), Tate Britain, London (2000) Ham-
burger Kunsthalle, Kunstmuseum Bonn, Magasin 3, Stockholm
(2004),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Sydney (2005). Recent ex-
hibitions include Measures of Entanglement, UCCA, Beijing (2009),
Interior Landscape, Fondazione Querini Stampalia, Venice (2009),
Witness, Beirut Art Center, Beirut (2010), Le Grand Monde, Fundaciòn
Marcelino Botìn, Santander (2010), You Are Still Here, Arter, Istanbul
(2012) and Mona Hatoum: Turbulence, Mathaf, Doha. Mona Hatoum
was the winner of the prestigious 2011 Joan Miró Prize and a solo
exhibition of her work was held at Fundació Joan Miró in Barcelona
in 2012.

Mona Hato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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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하톰T42 (gold), (1999)
Mona Hatoum
T42 (gold), (1999)
gold trimmed fine stoneware in two parts
courtesy of the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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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날 알 도와얀은 1973년 사우디아라비아 다란에서 태어났다.
런던에서 공부한 이후에, 아라비아만으로 이주하여 제다와
두바이에서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내가 널 잊어도, 나를 잊지마, 2012

어떻게 사람이 망각을 멈출 수 있을까, “내가 널 잊어도 나를
잊지마” 속에서 작가가 묻는다. 사우디아라비아 오일 회사와
함께한 그녀 가족들의 시간을 기록한 흑백사진들을 통해,
그녀의 기억들이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하여, 돌아가신 아버지의
인생길을 바꿨던 순간을 포착한다. 사랑의 노동 속에서 그녀는
거대한 오일회사의 노동자가 속했던 사진과 기억들을 통해
과거를 바라본다.

“저는 자연스럽게 하나로 합쳐진 석유 가계의 공동체에
속해있었죠. 그들은 공동의 인생 여행을 떠났고 돌아와서 그들
자신의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이 세대는 결코 다시 복제될 수
없어요. 그리고 저를 관련시키는 게 불가능한 과거를 만들어
냈지만...저는 저를 관련시키고 싶었어요.” 작품에 대해
논의하면서 작가가 말한다. 그녀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기억보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같은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재구성하면서 그녀는 이 사람들에 대한 공동의
기억들에서 그녀의 이야기와 개인적 묘사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한다.

수많은 대화와 사물들의 포착을 통해, 그녀는 설치 미술품과,
사물 그리고 사진을 구분하는 경계들을 흐릿하게 만드는 혼합
경험을 창조했다. 그녀 아버지 세대의 기억을 부활시켜, 그녀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 떠돌아 다니는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그녀 아버지의 역사와 모든 세대의 유산에 대한
기억을 보존한다.

“상실의 노래” 섹션에서 찾아보기
니센 코센티니는, 알 도와얀과 다르게, 오래된 집안의 사진을
비디오 작품으로 변환하고, 시간에 직면한 기억의 무상함과
역행할 수 없는 역사의 상실을 묘사한다.

Manal Al Dowayan was born in 1973 in Dhahran, Saudi Arabia.
After studying in London, she moved back to the Arabian Gulf and
lives and works between Jeddah and Dubai.

If I Forget You, Don’t Forget Me, 2012

How does one stop the act of forgetting, asks Manal Al Dowayan in
If I Forget You, Don’t  Forget Me. Through black-and-white photos
documenting her family’s time with the Saudi Arabian Oil Com-
pany (Aramco), she captures a moment that changed the course of
her late father’s life and to stop her memories from fading. In a
labor of love, she looks to the past through photos and memora-
bilia belonging to former employees of the oil giant. 

Through capturing a number of conversations and objects, she
creates a hybrid experience that blurs the borders that separate
the installation, the object and the photograph. By resurrecting the
memory of her late father’s generation, she creates personal sto-
ries that hover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and preserves
the memory of both, her family history and an entire generation’s
legacy.

In Songs of Loss, Nicene Kossentini, transforms an old family pho-
tograph into a video work that, unlike Al Dowayan, depicts the tran-
sience of memory and the irreversible loss of history in the face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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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 사진으로 작업을 시작한 마날 알 도와얀은 현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작업을 해오고 있다. 처음에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페미니스트라는 꼬리표를 부정했다. 그러나 그녀는 사진,
텍스트, 설치 미술을 이용해 사우디의 정체성을 살펴보고 현대
사회 속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 고심함으로써 여성이
직면해야하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했다. 그녀의 작업은 전통, 정치적 규제 그리고
사우디사회안에서의 현대적인 삶 사이에 놓인 흔한 모순
관계의 복합성을 포착하고 있다. 그녀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주목받고 극찬 받는 뉴웨이브
작가이다. 

알 도와얀은 2006년 영국 공동 프로젝트 자문위원회, 사우디-
이탈리아 예술가 교류 전시회, 나와피스(2007/09), 아라비아
전시회(2008-13), 베니스 비엔날레(2009 and 2011), 베를린
비엔날레(2010), 현대 이스탄불 전시회(2010)를 포함한 수많은
단체전에 참여했다. 스페인,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터키, 대한민국, 인도, 바레인, 영국, 미국,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국제적인 전시회에 참여했으며,
2003년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여성 국제 박물관이
주관하는 『Imagining Ourselves』 문집 건으로 초청 받았다.
그녀의 사진작품 “Pointing to the Futur’e”는 2005년 뉴욕에서
열린 49번째 UN 여성 권익 위원회(CSW)에 전시되었고, “I am"
시리즈는  미국 리틀록 아칸소 주(州)의 클린턴공립도서관에
전시되었고, 2012년에는 클럽 드 마드리드(Club de Madrid)
연례 회담의 한 부분으로써 “Harnessing 21st Century Solu-
tions : A focus on Women” 이란 타이틀로 전시되었다.

알 도와얀의 작품들은 대영박물관, 요르단국립미술관,
압둘라티프자밀재단, 아부다비문화유산협회(ADACH),
독일나도우재단, 로스엔젤레스주립미술관 그리고
상하이바질재단에 소장 되어있다.

알 도와얀은 1973년 사우디아라비아 드하란에서 태어나 현재
제다에 거주하며 활동 하고 있다.

Manal Al Dowayan started out as a black and white photographer,
but has since come to work across a variety of media. Although
she initially resisted the feminist label, her work often grapples
with issues she faces as a woman using, photography, text and
installation to examine Saudi identity, and in particular the role of
women in contemporary society. Her work captures the
complexities that underpin the often-contradictory relationships
between tradition, political regulation and contemporary life within
Saudi society. She is one of the most recognizable and critically
acclaimed of the new wave of Saudi contemporary artists.

Al Dowayan has participated in numerous group exhibitions in-
cluding the British Council’s Common Ground project in 2006, the
Saudi-Italian artist exchange, Nawafith (2007/09), the Edge of Ara-
bia exhibitions (2008-13), the Venice Biennale (2009 and 2011), the
Berlin Biennale (2010), and Contemporary Istanbul (2010). Manal
has also exhibited regionally and internationally in Spain, the
Netherlands, Italy, Belgium, Germany, Turkey, Korea, India, Bahrain,
the UK, USA, UAE, and Saudi Arabia. She won an international call
for artists for the Imagining Ourselves anthology in 2003, which
was managed by the International Museum of Women in San
Francisco. Her photograph Pointing to the Future was exhibited in
New York at the 49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SW) in 2005. Her “I Am” series was exhib-
ited at the Clinton Public Library in Little Rock, Arkansas as part of
the Club de Madrid’s 2012 annual conference, entitled “Harnessing
21st Century Solutions: A Focus on Women.” 

Al Dowayan’s work is part of the permanent collections of the
British Museum, the Jordan National Museum of Fine Art, the
Abdul Latif Jamil Foundation, the Abu Dhabi Authority for Culture
and Heritage (ADACH), the Nadour Foundation in Germany, the
LACMA in Los Angeles and the Barjeel Foundation in Sharjah. 

Manal Al Dowayan was born in 1973 in Dhahran, Saudi Arabia. She
lives and works in Jeddah.

Manal Al Dowa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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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날알도와얀내가널잊어도, 나를잊지마 (2012)
Manal al Dowayan
If I Forget You, Don’t Forget Me (2012)
series of 20 silver gelatin prints
courtesy of the artist and Cuadro Fine Art Gallery, Dub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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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델 아비딘은 1973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태어났고,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핀란드 헬싱키에서 거주하며 작업
활동을 하고 있다.

세 개의 사랑 노래, 2011

세 명의 금발머리 스칸디나비안 가수들이 각각 이라크노래를
부른다. 이 노래들은 1980년대와 1990년대를 통해 악명높은
사담 후세인의 전제적 통치를 선전하기 위한 국수주의적
송가로 주문 제작된 것이다. 가수들은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목소리와 몸짓을
통해 그 노래들이 마치 열정적인 전통 사랑 노래인 것처럼
부르도록 지시 받는다. 이 모순은 독재 정권의 선전활동시기에
느꼈던 매혹적 권력을 비춘다. 멋진 시각적 낭만주의와 가혹한
가사의 의미 사이에 있는 불편한 병치는 관람객들에게
유혹당하거나 길들여지게 만드는 양면성을 낳는다.

“상실의 노래” 섹션에서 찾아보기
아비딘과 유사하게, 파스칼 하쳄도 순교자를 찬미하는
형식으로 정치적인 선전이 어떻게 인생의 상실을 묘사하는지를
탐구한다.

Born in 1973 in Baghdad. In 200o, he moved to Helsinki where he
continues to live and work.  

Three Love Songs, 2101

Three blonde Scandinavian singers perform an Iraqi song each.
These were commissioned throughout the 1980s and 1990s as
nationalist anthems promoting the totalitarian rule of the infamous
Saddam Hussein who was deposed and executed in 2006 after
ruling over Iraq for a period of 27 years. The lyrics are sung by the
female performers in Arabic (Iraqi dialect), and while they do not
understand what they are singing about, they are directed to per-
form as though the songs were traditional, passionate love songs.
The uncomfortable juxtaposition between the lush visual romanti-
cism and the harsh meaning of the lyrics creates an ambivalence
that leaves the viewer, at once seduced, and bewildered. 

In Songs of Loss, similar to Abidin, Pascal Hachem explores how
political propaganda portrays the loss of life as a form of glorified
martyr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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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예술가 아델 아비딘은 멀티미디어를 통해 문화, 정치
그리고 독자성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다루고 있다. 그는
규정하기 힘든 경험들과 문화적 소외를 다루는 사회적
상황들을 유머와 아이러니로 풀어내는데 관심을 가져 왔다.
작가는 여러 문화의 영향을 받은 자신의 출신적 배경을
바탕으로 인본주의적 접근을 유지하는 동시에 풍자와 역설로
꾸며진 다른 시각적 언어를 창조해오고 있다.

그는 전 세계를 누비며 수많은 단체전과 개인전에 참여했는데
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비평가들에게 극찬을 받은 작품으로는
54회 베니스 비엔날레의 이라크 전시관에 출품된 ‘마타프로
보내는 세 가지 사랑 노래’(도하)와 ‘전쟁의 소비’를 들 수 있다.
파리 프랑스 아랍 문화원, 도쿄 모리 미술관, 헬싱키 키아스마
현대 미술관, 살라망카 현대 미술 센터, 제10회 샤르자
비엔날레, 제17회 시드니 비엔날레, 52회, 54회 베니스
비엔날레와 영국 워릭 미드 미술관등에서 열린 단체전에도
참여했다.

2012년에 이스탄불 아터-스페이스와 스위스 빈터투어
쿤스트할레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2013년에는 “청사진”이라
명명된 새로운 작품을 마라야 아트센터(샤르자)에
전시하였으며 로리 샤비비(두바이)에서 열린 그의 개인전에
조각 설치 미술품 “Al-Warqaa”을 출품했다. 인류학
박물관(밴쿠버, 캐나다), 하우저 & 워스(런던, 영국)에서 전시를
했으며 모리 미술관 창립 10주년 기념 단체전에도 참여했다.

아델 아비딘은 1973년 바그다드에서 태어났고 현재 핀란드
헬싱키에 거주하며 작업 활동을 하고 있다.

Adel Abidin is a visual artist. His multi-media practice explores the
complex relationships between culture, politics, and identity. Using
a sharp palette of irony and humor, Abidin gravitates towards so-
cial situations dealing with elusive experiences and cultural alien-
ation. Abidin uses his cross-cultural back ground to create a
distinct visual language often laced with sarcasm and paradox,
while maintaining his ultimately humanistic approach.

He has exhibited widely in group and solo exhibitions worldwide.
Amongst his critically acclaimed works are Three Love Songs at
Mathaf (Doha), and The Consumption of War, at the Iraq Pavilion of
the 54th Venice Biennale. Previous group exhibitions include: L’in-
stitut du Monde Arabe (Paris), the Mori Art Museum (Tokyo), Ki-
asma Museum of Contemporary Art (Helsinki); the Centre of
Contemporary Art (Salamanca); the 10th Sharjah Biennale; 17th
Sydney Biennale; the 52nd and 54th Venice Biennale’s and Mead
Gallery (Warwick, UK).

In 2012, Abidin’s major solo exhibitions included: Arter – space for
art (Istanbul) and Kunsthalle Winterthur (Winterthur, Switzerland).
In 2013, he presented a new work entitled Blueprint at the Maraya
Art Centre (Sharjah) and a sculptural installation entitled Al-War-
qaa within his solo exhibition at Lawrie Shabibi (Dubai). Abidin also
participated group exhibitions including: the Museum of Anthropol-
ogy (Vancouver, Canada), Hauser and Wirth (London, UK), and the
10th anniversary exhibition of the Mori Art Museum.

Adel Abidin was born in 1973 in Baghdad and currently lives and
works in Helsinki, Finland.

Adel Abi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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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델아비딘세개의사랑노래 (2010)
Adel Abidin
Three Love Songs (2010)
three-channel video installation, 8 min 41 sec
courtesy of the artist & Hauser and Wirth Gallery,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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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델아비딘세개의사랑노래 (2010)
Adel Abidin
Three Love Songs (2010)
three-channel video installation, 8 min 41 sec
courtesy of the artist & Hauser and Wirth Gallery,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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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graphy for Sam Bardaouil and Till Fellrath
Art Reoriented 

Sam Bardaouil and Till Fellrath are the co-founders
of Art Reoriented, a multidisciplinary curatorial plat-
form based in Munich and New York. Integral to Bar-
daouil and Fellrath’s practice is the critique of
conventional art-historical classifications and the in-
terrogation of traditional mechanisms by which con-
temporary art is understood. Through their work,
they excavate art-historical materials, with specific
interest in multiple modernities, for the purpose of
questioning the way artists and artworks have been
appropriated by diverse modes of representation.

Their research projects include collaborations with
numerous cultural and academic institutions such as the Institut National d’Histoire de l’Art  (INHA) in Paris, the
Haus der Kunst and the Ludwig Maximilian University (LMU) in Munich, and the Museum of Modern Art (MoMA)
in New York. They have published in various academic journals including DadaSur: The International Journal on
Surrealism, Qantara, and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Bardaouil and Fellrath are regular contribu-
tors to international art publications such as Flash Art and Canvas. Bardaouil and Fellrath have authored sev-
eral exhibition catalogues and book publications such as Overcoming the Modern: Dansaekhwa, The Korean
Monochrome Movement, Iran Inside Out and ItaliaArabia. Their book Summer, Autumn, Winter… and Spring:
Conversations with Artists from the Arab World will be released by SKIRA at the end of 2014. 

Bardaouil and Fellrath have been serving on several selection and nomination committees, including the Inter-
national Curator Competitionof the Akbank Sanat Foundation in Istanbul, theJameel Prizeat the Victoria and
Albert Museum in London, the Aga Khan Award for Architectureat the Aga Khan Foundation in Geneva, the
Abraaj Group Art Prizeat Art Dubai, the Dar Al-Ma’mûn Residency in Marrakesh, the Boghossian Foundation
Prize for Young Lebanese Artistsat the Boghossian Foundation in Brussels and the Beirut Art Center’s Expo-
sure Exhibition in Beirut. They have held teaching positions at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the Tisch School
of the Arts at New York University, the Singapore Institute of Management, and the American University of
Beirut among other institutions. 

Some of their recent museum exhibitions include Mona Hatoum: Turbulenceat Mathaf, Arab Museum of Mod-
ern Art in Doha (2014), and Songs of Loss and Songs of Love: Oum Kulthoum and Lee Nan-Young at the
Gwangju Museum of Art in South Korea (2014). In 2013, they were the curators of the Lebanese Pavilion at the
55thVenice Biennale, and curated the comprehensive retrospective Paul Guiragossian: The Human Conditionat
the Beirut Exhibition Center. Bardaouil and Fellrath curatedMathaf’s inaugural contemporary art exhibition Told
Untold Retold (2010 – 2011). Their critically acclaimed traveling exhibitionTea with Nefertitiwas on view at
Mathaf (2012), followed by the Institut du Monde Arabe (IMA) in Paris, France (2013), the Institut Valencià d’Art
Modern (IVAM) in Valencia, Spain (2013 – 2014) and the State Museum of Egyptian Art in Munich, Germany
(2014). 

샘 바더윌과 틸 팰라스
큐레이터에 관하여

샘 바더윌과 틸 팰라스는 뮌헨과 뉴욕에 기반을 둔 다방면의 전시기획 플랫폼인  ‘아트 리오리엔티드’의

공동 설립자이다. 바더윌과 팰라스의 실재를 구성하는 필수요소는 전형적인 미술사적 분류와  현대미술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체계에 대한 비평이다. 그들의 작업을 통하여, 그들은 복합적 근대성에 특별한 관심

을 가지고, 예술가와 예술작품이 사용하는 다양한 서술과  재현 방법에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미술사적 

소재를 발굴한다.

그들의 최근 미술관 전시는 다음과 같다. “이탈리아 아라비아”(ItaliaArabia, 2008), 순회전인“이란뒤집

기”(IranInsideOut,2009–2010)그리고 카타르 도하의 아랍현대미술관의 개막전인 마타프를 위한 “톨드 

언톨드 리톨드”(ToldUntoldRetold, 2010–2011). 많은 비평가로부터 칭찬을 받은 순회전인 “네페르티티와

차를”(TeawithNefertiti, 2012–2014)은 아랍권에서는 국제적으로 미술관을 순회한 최초의 현대미술전이다. 

그 전시는 20123년에 카타르 도하의 마타프에서 처음 전시되었고, 그 이후에 프랑스 파리의 드 몽드 아랍

인스티튜트(IMA), 스페인 발렌시아의 인스티튜트 발렌시아 현대 미술관(IVAM)으로 순회되었다. 그리고 

현재 독일 뮌헨에 있는 이집트 주립 미술관에서 볼 수 있다. 2013년에, 바더윌과 팰라스는 55회 베니스 

비엔날레의 레바논관 큐레이터를 역임했다. 그들의 전시는 “모나 하톰: 격동”이었는데 작가의 전생애인

30여년에 걸치는 70작품이상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연구전시였고, 최근까지 도하의 마타프에서도 볼 수

있었다. 주제전인 “상실의 노래와 사랑의 노래: 움 쿨숨과 이난영”은 한국의 광주시립미술관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것이고 2014년 7월13일까지 전시가 이어진다.

바더윌과 팰라스는 여러 미술관의 후보심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런던 빅토리아 앨버트 미술관의 

“자밀 상”, 제네바 아가 칸 재단의 “아가 칸 건축상”, 아트 두바이에 있는 “아브라지 그룹 미술상”, 마라케

쉬의 다 알마문 레지던시, 브뤼셀에 있는 복호시안 재단의 젊은 레바논 아티스트를 위한 복호시안 재단 상, 

베이루트에 있는 베이루트 아트센터의 엑스포줘 예술상 등이다. 그들은 런던 경제대학과 뉴욕대학교의 

티치예술대학 그리고 베이루트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그들의 연구 프로젝트는 뉴욕현대미술관 및 파리 국립미술사대학(INHA) 같은 문화 및 학문기관과의 협업

도 포함한다. 그들은 이집트 콴타라에 있는 『다다를 넘어선: 초현실주의에 관한 국제저널』, 『휴머니티에 

관한 국제 저널』 같은 다양한 학문적 저널을 출판했다. 바더윌과 팰라스는 『플래쉬 아트』 나 『캔바스』 

같은 국제적 미술 출판물의 정기적 기고자이기도 하다. 그들은 현재 레바논의 모더니스트 아티스트 중 

선구자인 폴 귀라고시안을 위한 종합 논문을 작성하고 있다. 그들의 신간인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아랍세계 예술가와의 대화』 는 스키라출판사가 출판하고 2014년도에 발간될 예정이다.

About the cu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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