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독립큐레이터

최고은

CHOI Goen

최고은의 작업은 종종 미니멀한 조각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의 조각은

CHOI Goen is a sculptor, and her artworks mainly show minimal forms
of sculpture. Her sculptures begin from a series of everyday objects,
such as an air conditioner or refrigerators, or industrial materials that
replace materials in certain purpose, and urban spaces that have already
become deeply involved in our lives. CHOI examines 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underneath forms and standards we commonly refer
to, such as lifestyle or taste, in a way of deconstruct, transformation,
reassembling such objects, or occupying given spaces. Her question
about how the things exist today extends to how we live and how we
are regulated today.

백색가전이라 일컫는 에어컨, 냉장고 등 일련의 일상적 사물이나 특정 물질을
대체하는 산업 재료, 그리고 도시 공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여
익숙해진 것들로부터 시작한다. 작가는 이러한 사물, 또는 물질을 해체, 변형,
재조합하거나, 주어진 공간을 점유하고 가로지르는 방식으로 오늘날의 생활
양식이나 취향 등 우리가 보편이라 일컫는 형태와 규격의 외피 아래 존재하는
사회/ 문화적 맥락을 살핀다. 이렇게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그의 질문은
김성우는 큐레이터로서 주로 전시를 기획하고 동시대 미술에 관한 글을 쓴다.

곧 그것을 사용하고 소비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까지 확장한다.

(비)물리적 조건을 바탕으로 (비)가시적인 미술의 실현 가능성을 실험해보고자
하며, SOLO SHOW를 통해 상업적 목적 아래 실행되는 미술 생태의 일각을

주요 개인전으로 <Disillusionment of 11am> (토마스파크 갤러리, 뉴욕, 2019),

살피고자 한다. 이번 SOLO SHOW : ON에서는 조각을 바탕으로 공간 설치

<오렌지 포디움> (시청각, 2018), <토르소> (김종영미술관, 2016) 등을 개최했으며,

작업에 이르기까지 작업을 확장해온 최고은 작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나모르포즈 : 그릴수록 흐려지고, 멀어질수록 선명해지는> (WESS, 2020),
<리얼-리얼시티> (아르코미술관, 2019), <불안한 사물들>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KIM Sung woo is a curator, mainly focusing on curating exhibition and
writing about contemporary art. KIM examines the feasibility of (non)visual
art on the basis of physical and non-physical conditions. By participating
in SOLO SHOW, he would like to look at a glimpse of the art ecology
operating by commercial purpose. At SOLO SHOW : ON, KIM represents
CHOI Goen who works on singular sculptural work.

2019), <포인트 카운터 포인트> (아트선재센터, 2018)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CHOI Goen had solo exhibitions including Disillusionment of 11am
(Thomas Park Gallery, NY, 2019); Orange Podium (Audio Visual Pavilion,
2018); Torso (Kim Chong Yung Musum, 2016), and participated in group
exhibitions including Anamorphose : Depict but Blurry, Distant but Vivid
(WESS, 2020); REAL-Real City (ARKO Art Center, 2019); The Unstable
Objects (Seoul Museum of Art, Nam-Seoul, 2019); Point Counter Point
(Art Sonje Center, 2018)

www.instagram.com/kim.xx.choi
email: kim.xx.choi@gmail.com (작품 상세정보, 가격 및 쇼룸 방문일정 문의)
instagram: @kim.xx.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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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D
Suzy D
2019
폴리프로필렌, 인조대리석
Polypropylene, artificial marble
32.4×54.2×16.3 cm, 28×28×70 cm

5,000,000 KRW (좌대 포함 가격)
좌대는 작품의 형태와 개념을 고려하여 작품과 함께 제작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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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르소
Torso
2016
거울, 3단 신발장
Mirror, 3-shelf shoe case
86×100×29.5 cm

1,800,000 KRW

김성우 독립큐레이터 :최고은

41

케미칼 85
Chemical 85
2020
소니 WM-101, 유리, 아크릴
SONY WM-101, glass, acrylic
13×8.6×2.8 cm

1,800,000 KRW (좌대 포함 가격)
좌대는 작품의 형태와 개념을 고려하여 작품과 함께 제작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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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칼 89
Chemical 89
2020
아이와 HS-PL505, 에폭시 글라스
AIWA HS-PL505, epoxy glass
13×9.2×3.3 cm

1,800,000 KRW (좌대 포함 가격)
좌대는 작품의 형태와 개념을 고려하여 작품과 함께 제작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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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들리에: 말룸보
Chandelier: Malumbo
2020
무라노 스튜디오 보헤미안 크리스탈 샹들리에
Murano studio bohemian crystarl chandelier replica,
synthetic diamond 10 thousand carats
80×70×70 cm

10,000,000 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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