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비고비, 아트 바젤에서 '빨강(Red)'의 강렬함과 생동감을 주제로  

전후 근현대 주요 작가 작품 소개  
 

 

아트 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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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3- 16일 

바젤, 메세 바젤 (Messe Basel) 
  

 
좌: 엔리코 카스텔라니 <붉은 표면 Superficie rossa>(1964) 캔버스에 아크릴, 100 x 80 cm. © 2019 엔리코 카스텔라니/ Artists Rights 
Society (ARS), 뉴욕 / SIAE, 로마. 사진: Stephen White. 우: 알렉산더 칼더 <무제 Untitled>(1943)  판금, 로드, 와이어, 페인트, 83.8 x 106.7 
x 71.1 cm. © 2019 칼더 재단, 뉴욕/ Artists Rights Society (ARS), 뉴욕. 사진: Elisabeth Bernstein.  
 

바젤—빨강. 섹스와 죽음, 생명력과 분노, 립스틱과 육신의 색. 붉은색은 우리를 자극함과 동시에 얼어붙게 

만든다. 빨강은 모순의 색이자 그 모순으로 인한 강력한 힘을 지닌다.  

 

아트 바젤 2019에서 레비고비는 빨강을 주제로 선별된 근현대 명작을 선보인다. 붉은색이 전면에 드러나는 

작품, 은밀히 감춰져 있거나 완전히 부재하는 작품을 모두 포함하는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그 어느 색보다도 

동시대 주제와 감성을 폭넓게 아우르는 빨강의 상징성을 깊이 있게 사유한다.  

 

이와 더불어 레비고비의 부스  F9에서는 엔리코 카스텔라니(Enrico Castellani), 유타 쾨터(Jutta Koether), 
캐롤 라마(Carol Rama), 제르멘 리시에(Germaine Richier), 피에르 술라주(Pierre Soulages), 귄터 

우에커(Günther Uecker) 등 갤러리 전속작가들의 작품이 소개된다. 전통과 급진적 혁신에 동시에 기반한 

이들의 작품은 에두아르도 칠리다(Eduardo Chillida)와 브루스 나우만(Bruce Nauman), 크리스토퍼 

울(Christopher Wool)을 포함한 작가들의 회화, 조각 작품과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부스 F9 주요 작품 

유타 쾨터는 1980년대 초반부터 회화의 역사와 모순, 즐거움을 성찰하는 작업세계를 펼쳐왔다. 

1987년부터는 빨간색을 주로 사용하며 형식적, 개념적으로 통제된 회화 작업을 이어왔다. 부스 F9의 주요 

작품인 작가의 1990년 작품  <100% (로버트 존슨 Robert Johnson의 초상)>에서는 '강박적(obsessed)', 
'열광적(electric)', '정신적(spiritual)', '편집증(paranoia)', '천체적(astral)', 등 여러 명사와 형용사가 작품의 

우측 패널을 장식한다. 베일에 싸인 인물이었던 블루스 뮤지션 로버트 존슨을 주제로 삼은 이 작품은 강렬한 

진홍색과 암적색으로 적힌 단어들과 함께 왼쪽 패널에는 진주로 장식된 유령 같은 얼굴을 드러내며 텍스트, 

제스처, 색으로써 존슨의 신화적 존재를 표현한다.  

 

크리스토퍼 울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제작한 신작에 자신의 초기작 이미지를 

활용하는 ‘자기차용’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일 이미지를 카오스의 상태에 이르도록 캔버스에 

반복하거나 덧칠해 훼손하는 방식으로 작업하며 현대 회화의 양극인 제스처와 이미지 재생산을 동시에 

탐색했다. <무제Untitled>(2009)에서 작가는 이전 작품의 일부 요소를 삭제하거나 덧붙여 

팔림프세스트(palimpsest)와 같은 형태로 만든 후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붉은색, 검정색, 흰색으로 

리넨에 실크스크린으로 인쇄했다. 작가에게 이러한 제작 과정은 자기부정의 표현이자 불확신과 집요한 

탐구력의 반영으로서, 이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새로운 회화 양식을 끊임없이 모색해 온 작가의 

원동력이 되었다.  

 

로만 오팔카(Roman Opalka)는 1965년부터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냉정하게 흐르는 시간을 표현한 

<디테일 Détail > 회화 연작을 작업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는 작가가 캔버스 좌측 상단에 숫자 1을 그리는 

것으로 시작해  전면을 채운 후 다음 캔버스에 이어가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오팔카는 2011년 타계할 

때까지 46년간 프로젝트를 이어 나가며 이를 자기투지의 수행으로 삼았다. 이번 프레젠테이션에는 작가의 

<오팔카 1965/1 - ∞ OPALKA 1965/1 - ∞>와 <디테일 3029180-3047372 Detail 3029180-
3047372>이 출품된다.  

 

1959년 시작된 엔리코 카스텔라니의 <표면(Superficies)> 연작은 팽팽하게 솟은 정상과 움푹 팬 부분이 

교차하는 역동적인 지형의 모노크롬 부조 작업이다. 작품은 맞춤 제작된 프레임 위에 작가가 못질을 하고 

그 위에 캔버스를 입힌 뒤 표면을 매끄럽게 채색을 하는 방식으로 완성된다. 작품의 표면은 조명 아래 

생명력을 얻으면서 르네상스시대 명암법인  '키아로스쿠로(chiaroscuro)'를 실재 시공간에 재현한다. 

강렬한 코벌트 블루로 이루어진 작가의 <푸른 표면 Superficie blu>(1965)은 전시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극적인 빛과 그림자를 선사한다.  

 

바스크(Basque) 지방의 대표 예술가 에두아르도 칠리다의 앨러배스터 조각 작품 <빛의 애도가 XIV Elogio 
a la Luz XIV>(1970)와 <저부조 Bajo relive>(1973)는 작품의 부피가 공간을 차지하는 방식을 탐구한다. 

칠리다는 공간은 사실 비어있는 곳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상황적, 조건적인 환경이라고 이해했다. 그는 

"인지한다는 것은 현재와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미래에 한발 내딛는 행위다. 반면 

경험한다는 것은 완전 반대의 개념으로서 현재와 마주하지만 과거에 한발 내딛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나는 인지하는 것을 선호한다. 나의 모든 작품은 질문의 시작이다. 나는 끊임없이 질문하는 자이며 때로 그 

질문에는 해답이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기념비적 이면화(diptych) 인 귄터 우에커의 <폭포 I 과 II  Wasserfall I and II>(1997)는 다양한 각도로 

촘촘히 박힌 못이 제목 그대로 폭포의 형상을 이룬다.  작품은 생모리츠(St. Moritz) 외곽의 명소인 

라인(Rhine) 폭포를 배경으로 삼는다. 작가의 표현대로 "연약하지만 시각적으로 시적인" 못을 재료 삼아 

작품은 유럽의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이면서 추상적인 오마주를 선사한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못 회화'를 통해 개인적이고 실존주의적인 주제들을 은유적으로 탐색해온 작가에게 <폭포 I 과 

II>는 인간의 폭력성, 자연의 연약함과 멈추지 않는 시간의 흐름에 대한 도덕적 사유로 자리한다.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우에커는 캔버스를 두꺼운 목판 위에 스트레칭한 후 표면을 폭포의 안개와 습기를 

연상시키는 불투명 백색 페인트로 칠했다. 이후 작가가 1950 년대 후반부터 사용해온 재료인 못을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이 표면 전체에 물결 패턴으로 박았다.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작가는 전시 장소의 조명과 

관객의 움직임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하는 백색 모노크롬을 작품에서 자주 활용하곤 했다. 또한 작가에게 

작품의 배경인 라인 폭포는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곳의 역사와 상징성으로써 매력적인 소재였다. 

스위스 알프스의 엥가딘(Engadin) 계곡 사이로 흐르는 이 물줄기는 북부 유럽의 가장 널리 알려진 

자연경관이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이에 따라 우에커는 라인 폭포를 거스를 수 없는 역사와 자연의 

거대한 힘으로서 이해했다. 작가가 표현한 바와 같이 작품이 재현하는 폭포의 거대한 물줄기는 곧 동시대 

인류의 뿌리로서, 고대 유럽과 현재를 잇는 인간 생명력을 상징한다. 형식적으로 매우 극적이면서 동시에 

깊이 있는 정신적 사유를 담은 <폭포 I 과 II>는 직관과 철학을 아우르는 우에커만의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이다.  

 

레비고비 부스 F9의 주요 조각 작품으로는 제르멘 리시에의 청동 작품 <허리케인 우먼 L’Ouragane> 

(1948–49)이 소개된다. 성장과 부패의 유기적 과정을 끊임없이 탐색하며 거친 표면과 노출된 골조, 

역동적인 구성의 작품으로 널리 알려진 리시에의 작품에서, 여인의 흉터 진 피부와 부은 몸은 극강의 고난과 

생존력을 동시에 반영한다. 작가의 또 다른 작품 <허리케인 맨 L’Orage>의 여성 버전인 이 작품은 세계 

2차대전에 대한 작가의 반응이자 1935년 방문 당시  작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폼페이(Pompeii)의 

폐허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브루스 나우만의  작품 <핸드 페어 Hand Pair>(1996)는 

작품 제작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도구인 작가의 손을 

재현한다. 실리콘 청동으로 제작된 이 작품은 작가의 

1996년 설치작품 <열다섯 쌍의 손 Fifteen Pairs of 
Hands>과 <무제(핸드 서클) Untitled (Hand Circle)>을 

위한 2 점의 모형 중 한 점으로 제작되었다. 작가의 

손끝부터 손목까지 캐스팅한 이 작품은 두 손을 용접하여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어 붙인 모습을 한다. 왼손은 

엄지와 검지로 원을 만드는 반면 오른손은 끝이 잘린 

검지를 길게 뻗고 있다. <무제 (핸드 서클>에서는 이와 

같은 손이 다른 네 쌍과 합쳐져 왼손의 구멍에 오른 

손가락을 넣어 이어진 모습의 성적 레퍼런스를  표현한다. 

반면 성적 맥락과 분리된 이 작품에서는 비언어적 표현의 

의도적 모호함과 표현적 잠재력을 유희적으로 탐색한다.  

 

이번 페어에서 처음 대중에게 전시되는 알렉산더 

칼더(Alexander Calder)의 작품 <무제 

Untitled>(1943)는 1930년대 초반부터 제작된 작가의 트레이드마크인 '모빌'의 정수를 선보인다. 천정에 

매달거나 바닥에 직접 놓아 전시되는 칼더의 모빌들은 서양 조각 전통의 견고함과 고정성, 영구성을 

가벼움과 가변성, 우연성으로 대체했다. 꽃잎을 연상시키는 작품의 검은색 형상과 노란색 빛살 모양의 

디테일은 작품이 제작된 세계 2차대전 당시 구하기 힘들었던 재료인  판금(sheet metal)으로 제작되었다. 

바람과 기류에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작품의 유기적 형태와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하고 덧없는 자연의 

본질을 상기시킨다.  

 

레비고비 (Lévy Gorvy) 소개 

레비고비는 전시, 출판물, 이벤트는 물론 모든 아트페어에서 역시 널리 인정받는 갤러리만의 탁월한 

전시기획력을 추구하며 특정 미술사적 주제를 중심으로 보기 힘든 명작들은 한자리에 모아 개념적으로, 

형식적으로 보다 심도있는 레비고비만의 독보적인 전시구성을 선사한다. 도미니크 레비(Dominique 

Lévy)와 브렛 고비(Brett Gorvy)에 의해 설립된 레비고비는 근현대와 동시대 미술을 중심으로 최고의 

전문성과 혁신을 기반으로 한 전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생존 작가는 물론 작가재단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다채로운 전시 프로그램과 다양한 예술 장르 간의 폭넓은 교류를 시도하는 레비고비는 미술사 

관련 연구와 학술 활동, 도록 및 전시 관련 서적 출간 또한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현재 뉴욕 매디슨가 

브루스 나우만 <핸드 페어 Hand Pair>(1996) 실리콘 청동, 

양손: 4 1/2 x 15 3/8 x 5 1/2 in; 손가락: 5/8 x 2 x 3/4 in. © 
2019 브루스 나우만 / Artists Rights Society (ARS). Electronic 
Arts Intermix (EAI), 뉴욕 제공. 사진: Stefan Altenburger 
Photography. 



909 번지, 런던 메이페어와 홍콩 센트럴에 위치한 세 곳의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위스 취리히 

사무소인 레비고비 럼블러(Lévy Gorvy with Rumbler)를 통해 전 세계 개인 컬렉터 및 미술기관에 맞춘 

프라이빗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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