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rgitta Hosea : Erasure
오프닝 프로그램, 2018 년 8 월 30 일:
기자용 시사회: 5 - 6 pm | 아티스트 토크: 6  6.30 pm | 퍼포먼스: 6.30 - 7 pm | 리셉션: 7  8 pm

전시기간: 2018 년 8 월 30 일 (목)  10 월 19 일 (금) | 개관시간: 목, 금, 토 2  7 pm

한미 갤러리 서울은 런던에 기반을 둔 영국/스웨덴 작가인 베르기타 호시아(Birgitta Hosea)의 개인전을 개최합니다. 이 전시에서는 그녀의

Erasure 시리즈의 애니메이션, 종이 기반의 작품, 그리고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개념 예술 작가인 베르기타 호시아는 애니메이션을
화면에서 벗어나 현재를 더 확장된 공간으로 가져오는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그녀는 자신의 예술적 실천을 "포스트 애니메이션"이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이는, 그녀의 애니메이션이 일반적인 영화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그녀가 "애니메이션 사고(animation thinking)"라고 부르는
개념을 다른 분야에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실험 드로잉, 프로젝션 기술 및 퍼포먼스 아트를 결합한 그녀의 작업은 체화된 경험(embodied
experience), 그 중 특히 여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경험들이 어떻게 묘사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건물 짓기, 물건 만들기, 요리하기, 청소하기와 같이 우리 주변 세계를 창조하는 일에는 너무나 많은 육체 노동이 필요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들은 너무 자주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완성 된 건물, 완성된 요리, 청결한 집과 같은 최종 결과물만 보지, 이를 창조했던
일꾼들의 노동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Erasure 시리즈는 여러 세대에 걸쳐 여성이 가족들을 위해 수 없이 반복해서 수행한, 하지만 당연시되고
잊혀졌던, 가사 노동의 일부를 기억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Erasure'라는 단어는 드로잉의 일부를 지우기, 먼지를 없애기, 검열 혹은 삭제와
같이 다양한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종이를 이용한 일련의 작품과 퍼포먼스를 통해, 작가는 삭제(erasure)의 과정을 오히려
가사 노동의 시간과 행동을 기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술가가 청소부로 일했던 어릴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 작업들은 반복적인 문지르기와
닦아내기 방법을 이용하며, 잉크의 질감, 표백제와 기타 청소 용품의 질감을 사용하여 가사 노동을 재현합니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들에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성의 목소리 삭제에 대한 Erasure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먼지와 다른
청소용품을 디지털 애니메이션과 결합한 단편 애니메이션입니다. 일련의 이미지들로 이루어진 Scoured I-XVI 는 모두 잉크가 묻은 종이를
표백제와 수세미로 변형하여 만들어졌습니다. Scrubbed Clean 이라는 작품은 문질러진 종이 위에 애니메이션을 투영한 설치 예술입니다.
Rosary Drawing XII 는 작가가 그녀의 할머니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작품은 바닥을 청소하는 데 걸린 시간을, 필름
스트립 또는 묵주의 끈처럼 보이는 일련의 종이로 기록합니다.

베르기타 호시아(Birgitta Hosea, 1965)는 런던 예술 대학교(University of the Arts, London)의 센트럴 세인마틴스 대학(Central Saint
Martins)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존 카스 예술학교(John Cass School of Art)와 런던 길드 홀 대학 (London Guildhall
University)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글래스고 예술 학교(Glasgow School of Art)에 다녔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MAMA Holographic
Arts Award (2009)와 Adobe Impact Award (2010)를 수상했습니다. 그녀의 최근 그룹 전시에는 EMPIRE II: Age of Anxiety (베니스
비엔날레, 에스토니아 탈린에 있는 Haus Gallery, 멕시코에 위치한 Oaxaca Museum of Contemporary Art), Latitude and Longitude
(청두 현대 미술관), InSpiralLondon (Night Walking Arts Festival), 카라치 비엔날레, 그리고 Beyond Noumenon (사천 미술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녀는 최근 미국 포트렌드에 위치한 PNCA 의 비엔날레인 Boundry Crossing 를 위해 Performing Identity: Inside the

Outsider 전을 공동 큐레이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가는 영국 창의예술대학교(University of the Creative Arts)의 영상과의 학과장으로
재직 중 입니다.

8 월 30 일 오픈닝행사때 에는 아티스토크와 퍼포먼스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사항 또는 오시는길 안내: 070 8680 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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