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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ers의 4회 전시를 통해 32명(팀)의 작가분들이 
‘코너 혹은 모서리’가 지니는 물리적, 의미적 조건들에 대하여 응답한 작업물들을  제시하였습니다. 

In the four exhibitions of Corners, 
32 artists and groups responded to the physical and semantic conditions of ‘the corner'.



Corners 1:
Responses, 
Correspondences

2019.4.13 - 2019.5.12

Moon Jung Hwang 황문정
Soo Jung Jung 정수정
Jung Mo Kim 김정모
Heejoon Lee 이희준
Hyeonju Lee 이현주
Jungmin Lee 이정민
Uesung Lee 이의성
Yeonkyoung Lee 이연경
Sam Robinson 샘로빈슨

집단적인 방향성이 특정 지어지지 않은/ 다른 시간들을 거쳐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축적된/ 
작가 개인들이 각각 창안한 ‘코너’에 대한 응답 방식들을 함축하고 있는/ 25여개의 작업들이 
그들을 향해 보다 밀착된 거리에서 발생하는 봄과 읽힘을 기다리고 있다. 애초부터 정해진 
지점은 없었으며 대응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Corners 1: Responses aand Correspondences>을 통한 관람이나 비평이라는 행위가 
매너리즘적인 미로 찾기보다는 밤하늘에 방대하게 떠 있는 별들을 바라보고 이어주는 과정과 
더욱 유사해 질 수 있기를 바래본다. 

We hope that acts of viewing and criticism that occur through 
Corners: Responses and Correspondences might be closer to the process of staring at the 
stars floating in the night sky - and somehow connecting them - rather than searching through 
a maze in the days of manne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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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ers 2:
ABC, 
Primary,
Specific

2019.6.15 - 2019.7.14

Jaewon Kang 강재원
Hanna Kim 김한나
Eve Kwak 곽이브
Choonghyun Lee 이충현
Eusung Lee 이유성
Naha Lee 이나하
Min Shin 신민
Seungwook Yang 양승욱

Corners 두 번째 전시의 타이틀 ABC, Primary, Specific은 마이클 프리드Michael Fried가 
미술과 사물성Art and Objecthood (1967)에서 미니멀리즘 예술을 지칭하며 사용했던 
표현에서 가져왔다. 하지만 이것이 각 작업들에 미니멀리즘 혹은 모더니즘의 프레임을 
씌우려는 특별한 의도는 아니다. 모서리라는 공간이 갖는 형식성, 추상성, 다의성과 
그 공간 안에 놓여질 작업들, 작업과 공간을 둘러쌀 관람자의 시선 사이의 작용들을 
지향하고자 한 포괄적 선택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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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itle of the second corners show, ABC, Primary, Specific, came from an expression 
that Michael Fried used to refer to minimalist art in Art and Objecthood (1967). But this 
does not imply special intention to frame every work within minimalism or modernism. 
Instead, the title aims to inclusively, suggesting an anticipated effect that might 
occur between fixed factors : The corner’s formal character, abstraction, multi-layered 
meaning, the works in the corners, and the viewers’ gaze





표면
김한나

펼쳐진 표면과 평평한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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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ers 3:
Cave
and
Garden

2019.9.6 - 2019.10.5

Sujin Choi 최수진
Yoonhee Choi 최윤희
Yeonhwa Hur 허연화
Byungkoo Jeon 전병구
Yongil Ji 지용일
Eun Jin Kim 김은진
Heeyon Kim 김희연
Minji Ryu 류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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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 카스티요El Castillo의 동굴벽화가 만들어진 지 약 4만년이 되었다.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든지, 
그 벽화들은 더 이상은 접근 불가능한 순수성과 자율성을 나타내고 있다. 샘 제이콥Sam Jacob의 
언급처럼,  “동굴은 경계가 없는 재현의 공간이다. 이 곳에서 세상과 화폭 내의 공간은 같은 것이다” 
정원 또한 공간 내에서 혹은 위에서 형식적인 구성을 제시하는 수단이다. 정원은 동굴의 기본적 
공간이 처음 사용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나 고안되었으며, 그 후에는 내재된 사회-경제적인 의미가 
함께 따라 붙었다. 
페인팅은 이 모든 앙금들과 그 이상의 것들을 지니고 있다. 이것들로 인해 그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페인팅은 지속된다.  

The cave paintings at El Castillo are around 40,000 years old. Whatever their precise 
purpose was, they represent a purity/autonomy that painting no longer has access to. 
As Sam Jacob has said: “Caves are spaces of representation without edges; where the 
world and the space of the page are the same thing”.
Gardens are also a medium of formal composition in—and on—space. But the garden 
was contrived—and long after the elemental space of the cave was first used. Gardens then, 
came with socio-economic meaning inbuilt. 
Painting carries all this baggage and more. Because and in spite of this, it keeps going.



















Corners 4:
We
Move
We

2019.12.31 - 2020.1.7

Minhye Choi 최민혜
Jamie Green 제이미그린
Khia Hong / Moongi Gim 홍기하 / 김문기
Hayeon Kim 김하연
Jaewon Kim 김재원
KIT 케이아이티
Mimi Lee 이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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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9년의 마지막 날, 혹은 2010년대가 끝나는 날 시작하는 마지막 코너스 전시를 통해, 
그 동안 재현된/되었던 32개의 개별화된 모서리 공간을 지지하고 있던 자율성과 능동성, 
흥미로움을 기념하고 기원하고자 한다.  

In the last Corners exhibition, which begins on the last day of 2019 
- or the end of the 2010s -we hope to reflect the autonomy, liveliness 
and excitement which typified the 32 individualized corner spaces produced so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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