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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출신 세르주 티로시(Serge Tiroche)는 
1997년부터 10년간 시티 그룹에서 은행원으로 
일하며 유럽 지역의 자산 관리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예술 투자 전문 금융 자문 회사 
‘ST-ART’를 만들어 이스라엘 지역의 혁신적 
작가를 배출했으며, 지금도 텔아비브 자파에 
거주하며 ‘티로시 델레온 컬렉션(Tiroche 
DeLeon Collection)’을 통해 450여 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이른바 신흥 
미술 시장에서 발견한 작가의 작품을 구입해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자체 펀드를 통해 미술가와 
투자자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그는 이전엔 
보지 못한 새로운 컬렉터의 모습이었다.

세르주 
티로시

SERGE 
TIROCHE

‘티로시 델레온 컬렉션’의 설립자이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컬렉터 세르주 티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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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경영지원센터의 국제적 미술 행사 ‘코리아갤러리위켄드’에 참가하기 위해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은 세르주 

티로시는 그간 만난 컬렉터들과는 사실 많은 것이 달랐다. 우선 미술품을 ‘투자자산’으로 칭하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 심지어 투명한 미술 투자를 지속해 더 큰 자금을 끌어오고, 그런 거래를 통해 더 많은 미술인의 혜택을 

생각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컬렉터’로서의 영향력은 물론 ‘전문 예술 경영인’의 면모까지 갖춘 그와 미술계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미술 투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2007년까지 금융권에서 일한 후 예술 투자 전문 금융 자문 회사 ‘ST-ART’를 만들어 이스라엘 지역 작가들을 키우며 

본격적으로 미술계에 입문했습니다. 이스라엘 미술은 세상에 그리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당신의 지원 이후 사정이 

조금 나아졌나요?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미술 시장에서 저는 ‘큰손’ 구매자니까요. 지금도 제 이스라엘 미술 

컬렉션 중 상당수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열리는 전시회는 물론 해외 전시에도 대여되고 있죠.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알고 

지내는 작가는 많지 않지만, 이렇게 그들이 국제 미술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제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신은 미술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 작가의 경우 앞으로 작품 가격이 분명 오를 것’이라는 

느낌이 오는지요. 

전 투자 목적으로 미술품을 살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합니다. 보기에 아름다운지, 작품에서 느껴지는 게 있는지, 작품의 

메시지가 특별하거나 전달 방식이 독특한지, 내가 아는 작가의 세계관을 답습하진 않았는지, 작가가 훌륭한 기관의 

후원을 받고 있는지, 작가의 위상이 오르고 있는지, 국제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지, 경매에서 작품이 판매된 적이 있는지 

등 실로 많은 걸 따지죠. 만약 이런 질문에 대부분 ‘예’라는 답이 나오면 심각하게 구매를 고려하는 편입니다.

첫 컬렉션은 무엇이었나요? 

프랑스의 후기 인상파 작가 장 뒤피(Jean Dufy)의 꽃병 그림입니다. 장 뒤피는 야수파 화가 라울 뒤피(Raoul Dufy)의 

동생으로 형보다는 덜 알려졌죠. 스물두 살, 파리 유학 당시 드루오(Drouot) 경매에서 7000달러에 작품을 샀고, 1년 후 

런던에서 1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전 갤러리와 큐레이터, 주변 컬렉터의 의견은 물론 종종 작가 본인의 의견까지 듣고 

작품 구입을 결정합니다. 리서치를 할수록 더 많은 걸 알게 되니까요. 

최근 구입한 작품 중 가격 변동이 가장 큰 작품은 무엇인가요? 

올해의 거래로 한정한다면, 필리핀 작가 로델 타파야(Rodel Tapaya)의 작품입니다. 그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인 

2012년에 그의 소품 중 하나를 7000달러에 구입했고, 지난 3월에 약 15만 달러에 되팔았습니다. 어림잡아 21배 

정도의 수익률을 낸 셈이죠. 당시 타파야의 전 세계 작품 판매 기록에서도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제 기본적 미술품 투자 

프로세스는 이렇게 유망 작가를 초기에 발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커리어가 절정에 달하면 그때 그 작품을 

판매하죠. 또 거기서 얻은 수익으로 다른 신인 작가를 찾습니다. 물론 이렇게 찾아낸 신인 작가의 작품이라도 베스트 

작품은 절대 팔지 않습니다. 타파야의 경우도 그의 대표작을 판 건 아니었죠.

금융 계통에서 오래 일한 만큼 자금 흐름과 경제 예측엔 도가 텄을 듯합니다. 세계 미술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세계경제는 지금 마이너스 금리와 정치적 리스크의 영향으로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투자자는 안전한 

투자처를 찾을 수밖에 없고, 자연스레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죠. 이때 미술품은 훌륭한 가치 저장 

수단(인플레이션 헤지)이자 이동 가능한 얼마 되지 않는 실물 자산이 됩니다. 저는 아시아 미술 시장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티로시 델레온 컬렉션의 전체 투자액 중 60%를 아시아에 투자한 건 결코 우연이 아니죠. 

아시아 미술 시장은 유럽과 미국의 그것에 비하면 아직 개도국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시장에서 당신은 어떤 

‘가능성’을 본 건가요? 

개도국이야말로 가장 흥미로운 ‘오늘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곳곳에선 지금도 

세계화와 인터넷 보급으로 자유의 물결과 변화가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급격한 사회적·정치적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티로시 델레온 컬렉션은 이 시기의 중요한 기록인 동시에 개도국 미술 시장의 진화 과정에서 독특한 

한 시기의 단면도이자 개괄인 셈이죠. 우리 컬렉션은 현재 필리핀과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타이완,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는 물론 남아공과 코트디부아르, 러시아, 카자흐스탄,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등 많은 국가의 작품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컬렉터가 구입한 작품을 팔아 얼마의 수익을 남겼는지 말하는 걸 꺼리는데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컬렉션을 통해 펀드 기금을 조성한다고 해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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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전 금융업에 오랫동안 종사하며 미술품을 투자자산으로 여기는 걸 

봐왔습니다. 천문학적 금액이 미술품 투자에 쓰이는 걸 목격했죠. 하지만 그간 미술 투자와 관련된 자금은 불투명하게 

관리되며 악명을 떨쳤습니다. 돈을 투자해도 그 돈이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어떻게 잃게 되는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어요. 전 이런 시스템을 좀 더 투명하게 바꾸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저는 제 컬렉션을 통해 투자자와 작가, 갤러리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가교라는 의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지금도 연기금이나 모태펀드 같은 기관투자가들의 거대 자금은 미술 펀드에 투자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아트 펀드라는 게 늘 불투명하게 관리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티로시 델레온 컬렉션은 기관투자가들이 투자하는 데 

필요한 ‘평가’와 ‘기록’을 지난 6년간 웹을 통해 공개해왔습니다. 또 소셜 미디어를 통해 미술 작품과 투자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있죠. 이게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정부나 기관을 비롯한 대규모 기업이 미술 투자의 투명성에 대한 

확신이 생길 것이고, 점점 그들이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 이런 식으로 아트 펀드와 관련한 사회적 

책임감에 동조하고 싶습니다. 

컬렉션을 통해 작가를 지원하는 활동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컬렉션에서 직접 운영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물론 컬렉션의 웹사이트를 통해 작가와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고, 

작가의 전시회 개최를 위한 대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작가들에게 종종 작품 제작을 의뢰하기도 하죠.

한국 미술에 대해선 얼마나 알고 계세요? 수년 전 붐을 일으킨 중국 미술과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곳곳에서 열린 한국 갤러리들의 전시를 경험한 바에 따르면, 한국 작가들의 작품은 기법은 뛰어나지만 종종 

지나칠 정도로 디자인과 장식성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수년 전의 중국과 마찬가지로, 최근엔 

한국에서도 젊은 작가들이 이런 인식을 바꿔나가고 있는 듯합니다. 중국을 예로 들면, 2007~2008년 당시 세계 미술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이전 세대의 일부 작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위상이 높은 작가들의 

작품은 여전히 가격이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상승했습니다. 또 중국엔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젊은 작가 

중에도 훌륭한 인재가 많습니다. 그들은 물론 현지인의 시각을 통하긴 하지만 자국의 현상보다는 글로벌한 현상에 

관심이 많죠. 앞으론 이런 작가가 부상할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작가를 발굴할 수 있길 바랍니다.

티로시 델레온 컬렉션엔 강형구와 서도호, 양혜규, 이용백, 이세현 등 한국 작가의 작품도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앞으로 가장 기대되는 이를 한 명 꼽는다면 누구일까요? 

현재로선 양혜규의 잠재력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어땠나요? 짧은 일정이었지만, 당신이 참여한 ‘코리아갤러리위켄드’의 행사 기간엔 한국 최대 

규모의 아트 페어 ‘KIAF’도 열렸습니다. 그곳에도 다녀온 것으로 아는데 어떤 갤러리가 눈에 띄던가요? 거기서 

작품도 구입했나요? 

많은 갤러리 중 갤러리바톤의 부스가 흥미로웠고 거기서 윤석원이라는 젊은 작가의 작품을 샀습니다. 갤러리구의 

작품도 좋았는데, 그들이 들고 나온 작품 중 런던에서 활동하는 정윤경이란 작가의 작품을 구매할까 고민 중입니다. 또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상’ 후보 중 백승우 작가의 작품도 아주 좋았습니다. 윤석원과 백승우 등 몇몇 작가는 

이미 컬렉션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초대한 상태입니다. KIAF 외에 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에도 

들렀습니다. 사실 이번 서울 출장에서 둘러본 곳 중 가장 인상적인 장소였죠. 한국 근대건축가의 작품으로도 알려진 

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에선 그 독특하고 좁은 실내 공간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는 감각과 작품의 큐레이팅 

수준이 아주 뛰어나다고 느꼈습니다.

그 미술관은 사실 오랫동안 컬렉터로 활동하다 1999년부터 ‘작가 겸업’을 선언한 씨킴(CI Kim)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훌륭한 컬렉터인 당신도 언젠가 작품 활동을 시도해볼 생각이 있나요? 

아니,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웃음) 작가가 되기에 전 너무 자기 비판적이고 겁이 많거든요. 

당신은 초보 미술품 투자자에게 늘 미술 시장을 멀리 보고 트렌드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한데 요즘엔 많은 이가 

‘더 빨리, 확실히’ 오를 수 있는 미술품에 투자하길 원하죠. 여기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단순히 투기 목적으로 작품을 사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현존하는 젊은 작가의 작품은 더욱더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구매해야 하죠. 컬렉터의 역할은 미술가를 후원하는 것이고, 따라서 머리와 가슴을 모두 이용해 작품을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작가를 이해하고, 특정 작품에 담긴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해요. 물론 작품 선택에 

자신만의 시각, 의미를 담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단순히 금전적 이익만을 바라선 안 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고 

충분히 시간을 가진다면 금전적 이익 또한 상당할 것입니다.

1

중국 출신으로 주로 정치·사회 

문제를 다루는 안허(An He)의 

‘Yoshiyoka Miho’

2

병뚜껑과 병마개,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이용해 작품을 만드는 

가나 출신 엘 아나초이(El 

Anatsui)의 ‘Earth 

Developing More Ro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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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ge Tiroche, who visited Korea for the first time to attend Gallery Weekend Korea 2016, a 

global art event hosted by the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KAMS), is indeed different from 

other collectors in many ways. Firstly, he does not hesitate to refer to art as an ‘investment 

asset’. Furthermore, he has an ambition to introduce a transparent model for art investment to 

new investors and raise more capital to bring benefits to a greater number of artists. He has 

both the gravitas of an influential collector and the business acumen of a professional art 

collection manager. The following is an interview with Serge Tiroche about art investment based 

on the growth potential of the art market. 

You worked in financial services until 2007. Then, you made a foray into the art world by 

creating ST-ART to support young artists in Israel. It can be said that the art of Israel has not 

had a huge audience. Has your engagement in the Israeli art scene made any difference? 

Yes, to some extent. I am considered a large buyer in Israeli market terms. A lot of works from 

my Israeli collection are loaned to exhibitions all over the country, and sometimes 

internationally. There are only a handful of artists with whom I am personally involved, but for 

me, my most important role is to open doors for them to the international art scene. 

You have realized substantial returns on art investment. Do you ever get that feeling that this 

artist’s works will surely go up in value? 

When I buy art for investment, I take many factors into consideration: Is it beautiful in my eyes? 

Does it speak to me? Is the message something special or delivered in a unique way? Is the 

artist just reiterating what other artists have done? Does the artist have strong support from 

good institutions and does he seem to be moving up in his career? Is he relevant for 

international art markets? Does he have an auction record? If the answer is yes to most of these 

questions, I would seriously consider buying the piece. 

What was the first artwork that you bought? 

It was a painting of a flower vase by a French post-impressionist called Jean Dufy. He was a 

brother of fauve painter Raoul Dufy, but less well-known. I was a young student of 22 studying 

in Paris when I bought the piece in Drouot auction for about $7,000. A year later, I sold it in 

London for a price of $10,000. Generally, when I try to decide whether to buy a particular piece 

or not, I listen to the galleries, curators, other collectors and often the artist. The more I 

research, the more I know. 

What was the recent piece you bought that showed the biggest change in price? 

If we are speaking only about the deals I made this year, it would be a piece by Rodel Tapaya 

who is from the Philippines. I bought one of his small pieces for around $7,000 in 2012 before 

he made his name in the international art scene. It was sold for nearly $150,000 in March, which 

is about 21 times its initial price. It set a new world auction record for the artist, too. My process 

for investing in art begins with discovering young, promising artists early in their career. I sell 

their works when I feel that their career has reached its peak. Then I use the proceeds to invest 

in other emerging artists. Of course, I never sell their best works. Even in the case of Tapaya, it 

was not his major work. 

 Art markets in Asia still remain at a developing stage compared to those of Europe or

 the U.S. Given that, what potential do you see in the Asian art market? 

I think that it is in developing countries where the most interesting ‘stories of today’ can be 

found. Still in many parts of Asia, globalization and the internet are bringing freedom and 

change, all resulting in rapid social and political flux. The Tiroche DeLeon Collection is an 

important document of this period and a cross-section and overview of a unique period in the 

evolution of developing markets. Our collection covers artists from a wide range of countries 

including South Africa, Ivory Coast, Russia, Kazakhstan, 

Mexico, Brazil and Columbia as well as Asian ones like the 

Philippines, India, Indonesia, China, Taiwan and Korea.

Most collectors are not keen on saying how much they have 

earned by selling the works they own. But you are different. 

It is unusual, even considering the fact that you raise capital 

for your fund through the collection. 

It is because I want to take a ‘different approach’. During my 

long career as a banker, I saw People often consider art as an 

investment, spending an astronomical amount to purchase 

art. However, art investment has a bad reputation for lacking 

transparency. It has not been clearly communicated to 

investors how their money would be used to create value or 

in some cases, may suffer losses. What I am trying to do is to 

bring more transparency to the system. That is why I am so 

open about our fund’s investment returns. With our collection, 

I want to be a ‘bridge’ among the investors, artists and 

the galleries.  

Could you elaborate on what you mean by bridge? 

Large, institutional investors like pension funds and funds of 

funds still do not invest in art funds because art funds have 

been managed in a non-transparent manner. The Tiroche 

DeLeon Collection, on the other hand, has disclosed 

‘assessments’ and ‘records’, information that institutional 

investors need in order to make an informed investment 

decision, on its website for the last six years. We also share 

information about artworks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through social media. When this continues, governments and 

large corporations as well as institutional investors will gain 

confidence in the transparency of art investment. More and 

more they will be able to manage and assess art investment 

performance. It is my way of contributing to social 

responsibility of art funds. 

What kind of activities do you do to support artists through 

your collection? 

There is a Residency Program run by our collection. We also 

conduct interviews with artists to distribute them through our 

website and make loans for exhibitions. We occasionally 

commission works, too.

How familiar are you with Korean art? Do you see any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Chinese art which attracted 

a wide international audience until just a few years ago? 

From what I have seen from the works that Korean galleries 

showed outside Korea, I got the impression that these works 

are very masterful in technique, but sometimes rather too 

decorative or too focused on design. However, it seems that a 

younger generation of artists are changing this perception 

much like what happened to Chinese art a couple of years 

ago. Take China for instance. It is true that during 2007 and 

2008 when the bubbles in the art market burst, some earlier 

artists from China saw their markets contract significantly, but 

better ones still command high prices and have seen their 

value increase over time. There is also a large talent pool 

among young, Internet-savvy Chinese artists. They are more 

interested in global phenomena than local ones, albeit often 

interpreted in a local context. These are the artists to watch. 

I hope to find many such artists in Korea as well.  

How was your visit to Korea? One of the events that took 

place in parallel to Gallery Weekend Korea was Korea’s 

biggest art fair named Korea International Art Fair (KIAF), 

though it ran for only a few days. You have been to the fair. 

Was there any gallery that drew your attention? Did you buy 

any art there? 

I found Gallery Baton’s booth interesting and bought a piece 

by a young artist named Sukone Yun. I also liked what Gallery 

Koo was showcasing and I am still mulling over whether to buy 

a piece by a London-based artist, Yunkyoung Jung, from its 

collection. I was also very impressed by the works of 

Seungwoo Back who is one of the contenders for the Korea 

Artist Prize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this year. I have already extended 

invitations to several of these artists including Sukone Yun and 

Seungwoo Back to participate in our Residency Program. One 

other place I visited, aside from KIAF, was the Arario Museum 

in Space, which was by far the most interesting place I visited 

during my stay in Korea. The building was designed by a 

notable Korean architect of the modern age. I was amazed by 

how they used the unique and narrow interior space for the 

display of artworks and by the high level of curation.  

You always advise young investors to look for trends with a 

long-term perspective. These days, however, many people 

look for art investments that will give ‘quick and sure’ 

returns. What words of advice do you have for them? 

I don’t think that it makes sense to buy art for speculation. In 

the case of young and living artists, it is all the more 

important that you buy with a long-term approach. The role 

of collectors is to support the artists, and therefore both the 

heart and the mind should be engaged in the investment 

decision. In short, you must first understand the artist and the 

message he/she intended in the specific work. Of course, it is  

better if you can give your own perspective and meaning to 

the works you buy. Never look for financial returns only. If you 

have made the right choice and wait long enough, the 

financial gains will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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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아공 출신 작가 아티 파트라 

루가(Athi-Patra Ruga)의 

‘The Exile According to 

the Elder’

2

최근 대구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연 중국 작가 양푸둥의 

‘International Hotel 10’

2

1



로널드 벤투라는 필리핀 출신으로 예쁜 것과 음산한 것, 재미있는 것과 괴기한 것을 혼합해 주로 모순과 다면적인 현실성을 표현해왔다. 

2011년 소더비 홍콩 경매에 출품한 작품 ‘Gray Ground’(2011년)가 추정가의 24배에 이르는 110만 달러에 팔리며 39세의 젊은 나이

에 일약 동남아시아 미술계의 스타로 발돋움했다. 현재 동남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미국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며 이름을 알리고 있다.

RONALD 
VENTURA

HAEGUE 
YANG

양혜규는 다양한 매체로 동서양의 현대와 고전 문화를 넘나드는 비평적 설치 작품을 선보여왔다. 경험과 기억에서 비롯한 그녀의 작품은 

해외에서 먼저 진가를 인정받았고 2009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2012년 카셀 도쿠멘타, 2014년 아트 바젤 언리미티드 등에 초대되

며 작가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올 한 해에만 파리와 포르투, 함부르크, 뉴욕 등지에서 개인전을 선보였으며 현재 서울과 베를

린을 오가며 다음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

1 3

2

1

로널드 벤투라의 초현실주의 작품 

‘Carne Carnivale’

2

직접 걸으며 만나고 경험한 것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브라질 작가 

파울루 나자레트(Paulo Nazareth)의 

‘Banana Market / Art Market’

3

블라인드 고유의 조형적 구조를 통해 

개방과 폐쇄, 안과 밖 등의 관계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양혜규의 ‘Escaping 

Transparency’



싱가포르 출신 작가 루벤 팡은 알루미늄 패널을 캔버스 삼아 작업한다. 여기에 유화물감과 아크릴물감 등을 칠하고 붓과 손 그리고 사포

를 이용해 문지르고, 제거하고, 긁어내며 자신의 정신세계를 표현한다. 관람객에게 차분히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고 바로 말초신경계를 

건드리는 것이 작품의 특징.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를 오가며 오묘한 형태를 드러내는 그의 작품은 특히 동남아시아 미술

계에서 주목받아왔다.

RUBEN 
PANG

XU ZHEN 뉴욕과 베를린, 런던 등 세계 미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작가 쉬전은 1990년대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도시화 경험 속에서 소위 ‘천

안문 세대’로 일컬어지는 아방가르드 작가들의 영향을 받아 활동해왔다. 주로 사회적·정치적 문제를 다루며, 초창기엔 브루스 나우먼이

나 비토 아콘치를 연상시키는, 신체와 공적 공간에 대한 비디오 작품으로 알려졌지만, 점차 관람객의 적극적 개입을 유도하는 작업에 관

심을 보였다. 2015년 서울시립미술관의 <미묘한 삼각관계>전에서도 작품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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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옛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 작업하는 

중국 출신 작가 천페이(Chen Fei)의 

‘See for Yourself’

2

1990년생으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루벤 팡의 ‘Graduation Night 

(Triptych)’

3

실리콘과 철, 섬유 등을 이용해 

신체와 공적 공간에 대해 표현한 

쉬전의 ‘Play-Rebecca’.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