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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AP 프랑스

아트 갤러리
Doué-en-Anjou • 2017 년  월 5 일 ~ 15 일

이 그룹은 15 명의 국제 예술가와 7 명의 프랑스 예술가로 구성되며 모두 토지 예술 분야 또는 “자연 미술 분야”로 유명합니다. »
일반 테마는 Saumurois의 지하 공간뿐만 아니라 환경 (언덕, 루 아르 강 유역 ...)과 관련됩니다. 아티스트들은 Dou-en-Anjou와 
Saumurois 지역의 다른 장소에서 임시 작품을 실현할 것입니다.

전시가 끝나면 Les Perrières의 중심부에서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이 전시회는 2017 년 유네스코 문화 유산의 날에 수여 직후에 실
시 될 예정입니다. GNAP Europe의 일반 카탈로그는 한국어와 영어로 발행됩니다. 프랑스 거주자의 경우 카탈로그에 프랑스어로 요
약본이 포함됩니다. GNAP France의 특정 카탈로그는 프랑스어로 편집됩니다.

Olivier Huet, GNAP France 이사

테마의 개념

이 그룹은 15 명의 국제 예술가와 7 명의 프랑스 예술가로 구성되며 모두 토지 예술 분야 또는 “자연 미술 분야”로 유명합니다. »
일반 테마는 Saumurois의 지하 공간뿐만 아니라 환경 (언덕, 루 아르 강 유역 ...)과 관련됩니다. 아티스트들은 Dou-en-Anjou와 
Saumurois 지역의 다른 장소에서 임시 작품을 실현할 것입니다.

전시가 끝나면 Les Perrières의 중심부에서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이 전시회는 2017 년 유네스코 문화 유산의 날에 수여 직후에 실
시 될 예정입니다. GNAP Europe의 일반 카탈로그는 한국어와 영어로 발행됩니다. 프랑스 거주자의 경우 카탈로그에 프랑스어로 요
약본이 포함됩니다. GNAP France의 특정 카탈로그는 프랑스어로 편집됩니다.

사진 :
허사미나, 레 후삭, 피에르 기요테오, Atefeh Khas, 샐리 키 다르, 피터 워드, 아마드 나 딜리 안, Roger Rig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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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AP France
Art galleries
Doué-en-Anjou / 5-15 September 2017

Concept of the theme
The group will consist of 15 international artists and 7 French artists, all well-known in the field of land art or “Nature 
Art. » The general theme will be related to the underground spaces of the Saumurois, as well as their environment 
(hillsides, banks of the Loire river…). The artists will realize ephemeral works in different places of Doué-en-Anjou 
and in the Saumurois region.

An exhibition will take place in the center of Les Perrières at the end of the event. This exhibition will be presented 
during the 2017 European Heritage Days which will happen just after the residency. A general catalogue of GNAP 
Europe will be published in Korean and English. For the French residency the catalogue will include a summary in 
French. A specific catalog for the GNAP France will be edited in French.

Photographies:
Heo Saemina, les Fujak, Pierre Guilloteau, Atefeh Khas, Sally Kidall, Peter Ward, Ahmad Nadalian, Roger Rigorth.

Ut re conem everis ex everum qui autationsed maximilit unt quassi optia doluptas et facimpelest voloreh endus, 
quatur? Qui cus everum quia et esto doluptate simus, sum fuga. Itatustincia perro odiantibus re nihiligenis dolum 
ea quo di del maio idelest iumqui as assed utate consequate sed quamus et plit, ut aut anitis utemolu ptiatur, sinum 
aboreic to quiatuscil intus evendi intem esequas a nobis accati inullab orporrovit, num dus.

Ent, et pererum, sit, quia dolore dendani dolorepro vel is accum aut magnatem quam, volorporum voluptature pa 
debitate perit est eum illibusciet qui aliquam que sunt facepudae quae nonse dolorep eratur, sae acernatur acea sit et 
quidita nostotati untus erate id quiditatum ipsam eos exerspit provit ommolore.

Olivier Huet, director of GNAP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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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umur region
소 뮈르 지역

Residency Les Perrières
레지던스 레 페리 에르
Ovitiunt lam voluptasim volum quos ut ea quis 
quis modiost occae eaquibus solorestium 
nimperum que videliquibus eture.

Tuesday 5 Visit « Le Mystère des Faluns »

Wednesday 6 Workshop 1
Visit 

TRoGloS ET SARcoPHAGES
cave Robert et Marcel
Welcome Party

Thursday 7 Visit
Workshop 2

Bioparc
lES MAiSoNS DE FoRGES

Friday 8 Visit
Workshop 3

Regional Natural Park
coNFluENcE

Saturday 9 Workshop 4
Visit
Workshop 5

ÉTANG DE JoREAu
Richard Rak Gallery
l’HÉlicE TERRESTRE

Sunday 10 visit
Workshop 6

cave Ackerman
cARRièRE

Monday 11 Workshop 7 îlE DE SouzAy

Tuesday 12 Final Workshop lES PERRièRES
Artists presentation

Wednesday 13 Final Workshop lES PERRièRES

Thursday 14 Final Workshop lES PERRièRES
Opening exhibition

Saturday 16
Sunday 17

Exhibition for the
EuropeanHeritage Days

Program 프로그램

Program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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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s
isabelle AuBRy                      FRANcE
Marc AVERly                      FRANcE
claudette BESNARD               FRANcE
Donald BuGlAS            NEW-zEAlAND
Karin cHoPiN                             FRANcE
Valeria coDARA                      ITALIA
Pierre GuilloTEAu                 FRANcE
Atefeh KHAS                          iRAN
Sally KIDALL                      AuSTRAliA
KIM Soon-im               SouTH KoREA
LEE Sun-ju                SouTH KoREA
Ahmad NADAliAN                    iRAN
Pascale PlANcHE                           FRANcE
Roger RiGoRTH                    GERMANy
ute RiTScHEl                        GERMANy
cherie SAMPSoN                          uSA
Patrick TAGoE-TuRKSoN                    GHANA
Joël THÉPAulT                      FRANcE
Gunjan TyAGi                             iNDiA
Peter WARD                   uNiTED KiNGDoM
Aarti zAVERi                           iNDiA
Majid ziAEE                               iRAN

Staff
laurent AuBiNEAu                 FRANcE
Emmanuelle cHARliER                 FRANcE
HEO Saemina                       SouTH KoREA
olivier HuET                          FRANcE
Gaby lEMAiRE                              FRANcE
Margrit NEuENDoRF              GERMANy

Public presentation at the Theater
연극에서의 발표

Final exhibition
최종 전시회

Visit of the outside installations

Printed works

Slideshows

Videos

예술가들
이사벨 오블리           프랑스
Marc Averly          프랑스
클로 뎃 베스 나르              프프프
Donald BUGLAS           NEW-zEAlAND
Karin Chopin                       프랑스
발레리아 코다 라                    ITALIA
Pierre Guilloteau                        프랑스
Atefeh Khas                           이란
샐리 키돌                      호주
김순미 남한                     한국
이선주               한국
아마드 나데     리안                         이란
Pascale Planche           프랑스
Roger Rigorth            독일
Ute Ritschel             독일
Cherie Sampson            미국
패트릭 타게 오 - 투르                   쿠손 가나
Joël Thèpault                프랑스
군잔 티아 기            인도
피터 워드            영국
Aarti Zaveri                                                      인도
마지드 지아이                                                     이란

직원
Laurent AUBINEAU                프랑스
Emmanuelle CHARLIER                      프랑스
HEO Saemina                     한국
Olivier HUET                     프랑스
가비 LEMAIRE                   프랑스
Margrit NEUENDORF                   독일

Ovitiunt lam voluptasim volum quos ut ea quis quis modiost occae eaquibus 
solorestium nimperum que videliquibus eture.

Ovitiunt lam voluptasim volum quos ut ea quis quis modiost occae eaquibus 
solorestium nimperum que videliquibus e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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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oon-im

Roger Rigorth

I regard the Underground Spaces experience of GNAP-France 2017 as 
a gift to be treasured. The basic concept of my work is to create new 
associations between myself, the underground spaces and the outside 
world. The destruction of the natural phenomenon is questioned.  “Nature 
is a gift; it needs to be carefully unwrapped and treasured for the future 
generations”.

Patrick Tagoe-Turkson

나는 GNAP-France 2017의 지하 공간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내 작품의 기
본 개념은 자신과 지하 공간 및 외부 세계와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자연 
현상의 파괴가 의문시됩니다. “자연은 선물이다. 미래의 세대를 위해 조심스럽게 풀리
지 않고 소중하게 보관해야합니다. “

패트릭 타거 - 투르 쿠손

ute Rits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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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glodytes et 
Sarcophages
6 September 2017 / Workshop 1

« Troglodytes et Sarcophages » is a vast underground 
quarry; archaeological excavations revealed an asto-
nishing sarcophagi factory dating from the 5th to the 8th 
centuries.

«Troglodytes 및 Sarcophages»광대 한 지하 채석장이다; 
고고학 발굴은 5 세기에서 8 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놀라운 석
관 공장을 밝혀 냈습니다

cherie Sampson
Sally Kidall

Aarti zaveri

Simply staying at the caves of Les Perrières freed the imagination. It was 
like looking back into the past, living in the present and thinking about the 
future all at once, and it was a true delight. But the most joyful experience 
was meeting all fellow artist from around the globe.

Aarti Zaveri

레 페리에 레 (Les Perrieres) 동굴에 머물러 있으면서 상상력이 자유롭게되었습니
다. 그것은 과거로 돌아보고, 현재에 살며 미래에 대해 한 번에 생각하는 것과 같았습
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즐거운 경험은 전 세계의 
동료 아티스트 모두를 만나는 것이 었습니다.

아티 자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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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 maisons
de Forges
7 September 2017 / Workshop 2

The «Houses of Forges» is a small troglodytic hamlet 
where three or four families were still living at the begin-
ning of the 20th century.

Forges의 “troglodytic houses”는 작은 troglodytic 한 작은 
마을이다. 3 또는 4 명의 가족이 20 세기 초에 아직도 살고 있었다.

Patrick Tagoe-Turkson

Karin cho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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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as like a dream for me to be in that special place in Saumur. It is an 
imaginary place to me. I was surprised to see galleries, studios, museums, 
hotels, and homes. Working at such a natural location was very inspiring...
I came up with a few works which I would like to show to the world but the 
memorable experience which I carry in my heart and soul can’t be shared.

Gunjan Tyagi

Saumur의 특별한 장소에있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상상의 장소 다. 
갤러리, 스튜디오, 박물관, 호텔, 주택을 보니 놀랐습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위치에서 
일하면서 나에게 영감을 불어 넣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몇 가지 작품을 생각해 냈지만 마음과 영혼에 남을 
기억할만한 경험은 공유 할 수 없습니다.

군간 티아기
Joël Thépaut

Gunjan Tyagi

The fossil sand of Les Perrières is in the memory of time, in the memory 
of men, their activities and beyond... Everyone has his  part on earth, eve-
ryone his participation, even as a grain of sand, memory of a distant ocean... 
The time beats in my breast... Ten days intense as several mixed dreams... 
small intimate expeditions… One day I also shall close my umbrella...

Joël Thépaut

레 페리 에르 (Les Perrières)의 화석 모래는 시간의 추억, 남성의 기억, 활동 및 그 
너머에 있습니다 ... 모두가 지구상에, 모든 사람들이 그의 참여, 심지어 모래알 한척, 
먼 바다의 기억으로도 참여합니다. .. 시간은 내 가슴에 박자 ... 몇 가지 혼합 된 꿈처
럼 강렬한 열흘 ... 작은 친밀한 원정 ... 어느 날 나는 또한 나의 우산을 닫을 것이다 ...

조엘 테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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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rie Sampson / Sally Kidall

Ten days of being immersed in intriguing & fascination underground 
spaces with the freedom to explore, experiment with my practise & col-
laborate with Cherie Sampson. It was a great pleasure to enjoy the com-
pany of all the International artists!

Sally Kidall

흥미 진진하고 매력적인 매혹적인 지하 공간에 탐험의 자유를 느끼며 10 
일간 연습을하고 Cherie Sampson과 공동 작업을합니다. [...] 모든 
국제 예술가들의 회사를 즐기는 것은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샐리 키 다르

We collaborated on several pieces, including at the site of the confluence 
of the Loire and the Vienne Rivers. We both co-directed a video-perfor-
mance by me, Cherie, in which two long swaths of sheer organza silk 
fabric, representing the two rivers, was manipulated. It was lifted by the 
wind, wafted to the ground, dragged into the water and wrapped around 
the body of the performer like the twirling actions of the currents and 
convergence of waters. 

Cherie Sampson

우리는 루 아르 (Loire)와 비엔나 강 (Vienne River)의 합류 지점을 포함하여 여러 
작품을 공동 작업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강을 대표하는 두 개의 긴 오르자잔 실크 
직물이 길게 조종 된 나 같은 비디오 성능을 공동으로 감독했습니다. 그것은 바람으
로 들어 올려졌고, 땅에 흘러 들었고, 물 속으로 끌려와 흐름의 흐름과 물의 수렴처럼 
연기자의 몸을 감쌌습니다.

체리 샘슨

Pascale Plan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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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uence
8 September 2017 / Workshop 3

The confluence is the junction point of the Vienne and 
the Loire rivers. On this beautiful site, light and sky are 
changing quickly.

Confluence는 Vienne 강과 Loire 강의 교차점입니다. 이 아름
다운 사이트에서 빛과 하늘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Pierre Guilloteau

Peter Ward

les Fuj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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Étang de Joreau
9 September 2017 / Workshop 4

The lake of Joreau is an area of   great ecological interest 
for the region. Very rare dragonflies have been discovered 
there. The wooded surroundings -pine trees, birches and 
ash trees- shelter many ferns, dead wood, pine cones…

조로 우 (Joreau) 연못은이 지역에 대한 생태 학적 관심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아주 희귀 한 잠자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숲이 우거
진 주변 환경 - 소나무, 버치 및 애쉬 나무 - 많은 양치류, 죽은 나
무, 소나무 콘 ...

Ahmad Nadalian

ute Ritschel

Atefeh K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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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élice terrestre » is   an extraordinary architectural and 
artistic complex. it was created by the artist Jacques War-
minski, from the late 1970s until his death in 1996.

L’ hèlice terrestre는 특별한 건축과 예술적 복합체입니다. 그것
은 예술가 Jacques Warminski가 1970 년 후반부터 1996 년
에 사망 할 때까지 만들어졌습니다.

Donald Buglass

les Fujak

claudette Besnard

L’hélice terrestre
9 September 2017 / Worksh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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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ière
10 September 2017 / Workshop 6

la carrière hjjkjkd djk jkjkd.kfldkldks klfdskl dsklkfdl fklds 
fklsklfk fkl dfkl sklf

파룬궁의 깊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제공해야하는 것을 밝혀 냈습
니다. 친근하고 즐거운 분위기 였지만 외관상.

Marc AverlyLee Sun-ju

Aarti zav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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île de Souzay
11 September 2017 / Workshop 7

The Island of Souzay seems to be an outside of the world 
place, close to the shore but separated by a few meters 
of water, which, according to the seasons, can make it 
accessible only by boat.

Souzay의 섬은 해안과 가까운 세계의 바깥에있는 것처럼 보이
지만 계절에 따라 보트로만 접근 할 수있는 몇 미터의 물로 분리
되어 있습니다.

The depths of the Faluns revealed to me what the others had to offer. The 
ambiance was friendly and joyfull, but, beyond the appearances, the cha-
lenge of the workshops was there. Punctuated with enriching visits, days 
scrolled without noticing the time pathing by. We had  the same desire of 
sharing,  meeting, and creative inspiration. For me the joy of living these 
ten days with artists for whom borders and differences do not exist will 
stay in my heart  

Isabelle Aubry

파룬궁의 깊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제공해야하는 것을 밝혀 냈습니다. 친근하고 즐
거운 분위기 였지만 외관상으로는 워크샵의 챌린지가있었습니다. 풍성한 방문으로 어
지럽 혀지고, 시간이 지나가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스크롤됩니다. 우리는 공유하고, 
만나고, 창조적 인 영감을 얻으려는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있었습니다. 내게는 국경과 
차이가없는 예술가들과 함께 10 일을 사는 즐거움이 내 마음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자벨 오 브리

Valeria codara

Majid ziaee

Isabelle Aubry

changing perspective, waiting, wandering, to let yourself be surprised, rea-
ding an haiku written in the actions of others, helping a friend to make a 
circle, dancing with the moon, slowing down for talking to you, shaking 
hands with the world, living where there was the sea, sharing an emotion, 
the lightness of dust, finding poetry in the color of the earth, meeting again 
who made a dream less unreal, feeling like a primitive in front of the fire and 
in the cave, the white stone, the surrealistic umbrella, seeing in the emp-
tiness a space for action, the infinite list of what made this project special. 

Valeria Codara

변화하는 관점, 기다리는 것, 방황하는 것, 놀리는 것,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쓰여진 하
이쿠를 읽는 것, 친구가 원을 만들도록 돕는 것, 달에 춤을 추는 것, 이야기를하기 위
해 속도를 늦추는 것, 세계와 악수하는 것, 바다가있는 곳, 감정을 나누는 곳, 먼지의 
가벼움, 지구의 색깔로시를 찾다, 꿈을 덜 비현실적으로 만든 사람, 불 앞에서 원초처
럼 느껴지는 동굴, 흰 돌 , 초현실주의의 우산, 공허함을위한 행동 공간,이 프로젝트를 
특별하게 만든 무한한 목록.

발레리아 코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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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 Perrières
12-13 Septembre 2017 / Final Workshop

Researches, hesitations and moments of doubt we usually allow  ourself 
in the loneliness of our workshops, took place together in the same space, 
creating bonds of humanity and brotherhood.
The last workshop in Les Perrières was for me a kind of overview of these 
in situ researches combining the present with the past: memory of a mo-
ment of shared life with 25 people, passage of time, ephemeral presence 
of the human being.

Pascale Planche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워크샵의 외로움에서 우리 자신을 허용하는 연구, 망설임
과 의심의 순간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어나 인류와 형제애의 유대감을 만들어 냈
습니다.
레 페리 에르의 마지막 워크샵은 저와 함께 현재와 과거를 결합한 현장 연구의 개요
입니다 : 25 명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의 순간의 기억, 시간의 흐름, 인간의 일시적
인 존재.

파스칼 플라 센치

Donald Buglass

Pascale Plan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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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ël Thépaut

Majid zia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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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 Perrières
12-13 Septembre 2017 / Final Workshop

Isabelle AubryRoger Rigorthcherie Sampson / Sally Kidall

The beauty of the cave, like a sensual «memento mori», exacerbated my 
need for light, great fire, freedom, respect for the environment, earth and 
water, the open air. It stimulated my  desire to create, to travel, to go to 
others and the unknown, and to work there without difficulty, thinking of the 
monumental labor of the farmers-stonecutters.

Pierre Guilloteau

관능적 인«추억의 모리 (morento mori)»처럼 동굴의 아름다움은 빛, 위대한 불, 
자유, 환경 존중, 땅과 물, 야외 활동에 대한 나의 필요를 더욱 악화 시켰습니다. 그
것은 농민 석방 자들의 기념비적 인 노동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없이 창조하고, 여행하
고, 다른 사람들과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고, 거기서 일하기를 바라는 나의 열
망을 자극했습니다.

피에르 길로 토

Valeria cod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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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udette BesnardAtefeh Khas

Pierre Guilloteau Ahmad Nadalian

ute RitschelGunjan Tya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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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 re conem everis ex everum qui autationsed maxi-
milit unt quassi optia doluptas et facimpelest voloreh 
endus, quatur? Qui cus everum quia et esto doluptate 
simus, sum fuga. Ut re conem everis ex everum qui 
autationsed maximilit unt quassi optia doluptas et 
facimpelest voloreh endus, quatur?

파룬궁의 깊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제공해야하는 것을 밝혀 냈
습니다. 친근하고 즐거운 분위기 였지만 외관상. 파룬궁의 깊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제공해야하는 것을 밝혀 냈습니다. 친근하
고 즐거운 분위기 였지만 외관상. 파룬궁의 깊은 곳에서 다른 사
람들이 제공해야하는 것을 밝혀 냈습니다. 친근하고 즐거운 분위
기 였지만 외관상.

Lee Sun-ju

Kim Soon-im

Les Perrières

Le Lavoir

Aarti zaveri

Marc Averly

Patrick Tagoe-Turk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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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oped to create a sense of the ‘artist’ passing through, a ‘nomad’, using 
the cave as a temporary habitation and workspace. Also to highlight the 
imaginative possibilities of the shapes, textures and structures already 
evident in the space through a minimal intervention of mark-making and 
objects. For me it was the largest and most ambitious project I have at-
tempted to date. 

Peter Ward

As an artist academically acquainted with the various forms and history of 
environmental art it was fantastically refreshing to simply make – to spend 
time with others in an environment, to explore new and familiar materials 
in a different context and to enjoy the varied processes employed by the 
other artists. The care and attention both in making, recording and docu-
menting that was adopted by many was an inspiration. An amazing skill 
for choosing sites for installations where they may be viewed and docu-
mented best was also apparent, as was an enviable dexterity with digital 
editing and animation among the group.

Despite a renewed appreciation of the craft, delicacy and aesthetic appeal 
of some of the more ethereal sculptural pieces my own work remained 
closely linked to a sense of our contemporary global situation. I certainly 
played within the aesthetics of unfamiliar materials but feel my stronger 
works expressed Nature not as a pristine, balanced, elemental world but 
as a turbulent shifting ecology within which humankind plays an often pro-
vocative and sometimes frivolous role. During the week I began to reco-
gnize patterns emerging in my practice. Ways in which I become attuned 
to a landscape, such as gathering sticks or forming balls from soil, from 
which the work would develop. [...]

For my own final piece, «en passant par», I secured a large cave between 
two quarries. [...] My intention was to create an immersive experience 
using pigments, objects, imagery and ideas I had gathered throughout the 
residency. Working with natural materials and pigments I am often forced 
to question or recognize the connection between cave art and graffiti.  [...]

미술 지하           피터 워드

환경 예술의 다양한 형태와 역사를 학계에서 잘 아는 예술가로서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다른 맥락에서 새롭고 친숙한 재료를 탐구하고 다른 예술가들. 
많은 사람들이 채택한 기록, 기록 및 기록에 대한주의와 관심은 영감이었습니다. 
그룹을위한 디지털 편집 및 애니메이션의 부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이트를 가장 
잘보고 문서화 할 수있는 설치 사이트를 선택하는 놀라운 기술 또한 분명했습니다.

미묘한 조각 작품 중 일부의 공예, 섬세함 및 심미적 호소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작품은 현대 세계 상황의 감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익숙하지 않은 재료의 미학 안에서 확실하게 놀았지만 나의 강렬한 작품이 자연을 
원시적이고 균형 잡힌 요소 세계가 아니라 인류가 종종 도발적이고 때때로 경솔한 
역할을하는 격변 적 생태 환경으로 표현했다고 느낍니다. 일주일 동안 나는 연습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지팡이를 모으거나 토양에서 공을 형성하는 
것과 같은 풍경에 조율되는 방법으로 작업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

나의 자신의 마지막 조각을 위해, passant 파 (통과를 통해), 나는 2 채석장 사이에 
큰 동굴을 확보. [...] 내 의도는 내가 레지던트 전체에 모은 안료, 사물, 이미지 및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몰입 형 경험을 만드는 것이 었습니다. 자연 소재와 안료로 
작업하는 아티스트로서 저는 동굴 예술과 낙서 사이의 관계에 대해 자주 질문하거나 
인식해야합니다. [...]

Art Underground
Peter Ward

Peter Ward

저는 동굴을 임시 거주와 작업 공간으로 사용하는 ‘예술가’라는 의미의 ‘유목민’을 
창조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또한 마크 생성 및 객체의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공간에서 
이미 분명하게 드러나는 모양, 텍스처 및 구조의 상상력을 강조합니다. 저에게 그것은 
제가 시도한 가장 크고 야심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