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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to left  | 유광굉

이름: 유광굉   국적: (구)대만 / (현)한국   성별: 남

삼성디지털영상제 대상과 아웃풋 디자인어워드 대상을 수상했으며, 

레스페스트・코리아영상제와 다수의 전시회에 참여했다. 

현재 원더보이즈 필름의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다.

●

우린 서로 영향을 받았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 노석미

개인전 및 기획전 다수, 다양한 분야의 일러스트를 하고 있다. 

웹사이트 nohseokmee.com

돋
보
 기
수신: 이미지 종사자 여러분께

발신: 문화예술 돋보기 담당

제목: 원고 청탁

인사드리며,

선생님께 청탁드리는 작품은 저희 <문화예술>의 리뷰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독자들과 함께 예술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주고받는 성격의 지면으로 

생활 속에서 만나는 문화, 예술 속에서 추구하는 생활, 

그리고 먹고살기와 취미 사이에 놓인 문화와 예술 등등 소재의 제한은 없습니다.

의문이 생기는 관행적인 대상, 소재,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문제들 무엇이든 좋습니다. 

단, 선생님의 경험과 눈으로 채집해주신 내용을,

풍자든 비판이든 새로운 관점이나 가능성의 제시든 ‘재미나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대상은 ‘문화’와 ‘예술’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것들 모두입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

잊혀져 가는 것들…  | 김두섭

눈디자인의 대표,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의 부회장과 이사를 지낸 바 있고, 

두 번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타이포잔치’ 등 수 많은 국내외 전시회에 참여했다. 

●

그들만의 문화  | 김영수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며, 다양한 매체의 그림 작업을 하고 있다.  

‘Brain Shower’as a visual essay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열었고, 

창작그림책 《내 보물1호 티노》・《실험실 꼬마 흰 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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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듯 같은 얼굴,       
            어색한 타이포그래피…  체취가 느껴지는 인간적인 디자인이 좋다…

잊혀져 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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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음악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만의 문화 현실적으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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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손잡이는 왼손잡이의 고통을 절대 알 리 없다. 주류 진입을 꿈꾸는 수많은 비주류 작가들은 
                                             결국 자신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자른 후 새끼손가락 옆으로 붙이게 된다. 
                                                                                              고통을 겪어낸 그는 비로소 주류로 합류하게 된다. 

right to left

집단적 구조로 바라볼 때 right는 
 바른, 선량한, 정당한 따위의 주류적 의미를 갖고 있고 
                                                                이와 반대로 left는 중심에서 벗어난 급진적 비주류의 의미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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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 설명할 필요 있나요?
                                   같이 느끼고 그래서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최고죠.

우린 서로 영향을 받았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예술, 감동적이죠. 
          감동이란 게 서로 돌고 돌아서 만나는 것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