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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lptor Daniel Firman
is an artist who defies
the conventional rules
of sculpting. This makes
his works unfamiliar but
fascinating. Firman is
ready to showcase himself
in Korea.

Florence (At titude), 2016
painted resin , steel, clothes, wig 166 × 44 × 5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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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sir l’impossible : Daniel Firman, Saisir l’impossible (Renaud), 2015,
exhibition view at The PILL Gallery, Istanb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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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lp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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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고 고풍스러운 벽화만으로도 웅장한 분

엘 피르망Daniel Firman의 조각 작품이다. 온

못한 당연한 중력의 구심점을 신선하게 흔들어놓

있는 시그너처 작품인 거대 코끼리 조각은 한번

가 장 피에르 제라드Jean-Pierre Gérard가 코

않고 완성했다. 역대 최대 크기인 7m 40cm 높이

위기를 뿜어내는 프랑스의 퐁텐블로 성Château

화한 미소에 상냥한 말투를 지닌 이 프랑스 남자

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의 개념 자체를 송

마주하면 절대 잊지 못할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끼리를 박제한 것처럼 특수 화학재료를 사용해

의 거대한 이 코끼리는 대서양을 건너 올해 국내

de Fontainebleau. 실내 정중앙에 마치 하늘에

가 만들어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과감하고도

두리째 흔들어놓고 있다. 프랑스와 뉴욕을 기반

발바닥으로 평면의 바닥을 딛는 중력에 대한 기

만들었다. 프랑스에서 가장 쿨한 현대미술관인

에서 최초로 소개되는데, 이 웅장한 조각이 뿜어

서 ‘뚝’ 하고 떨어진 듯한 거대한 코끼리 한 마리

위엄 있는 조각 작품들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

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는 아시아 첫 개

존 개념을 뒤집은 채 공중의 중력에 중심을 두는

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에서는 실리콘 재

내는 공기와 어우러진 공간 속에서 지금껏 어디

가 바닥에는 코를 박고 엉덩이는 천장에 닿을 만

가 하고 싶은 것일까?

인전이 열릴 곳으로 한국을 선택하며 국내 미술

역설적 발상으로 코끼리의 몸에서 가장 얇은 코

질의 폴리아미르로 제작한 코끼리를 선보였다.

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선한 충격을 느끼게

큼 높게 뻗은 채 위태롭게 서 있다. 사람들은 베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개인전을 선보이는 다니

시장에 대한 포부와 애정을 넓혀가고 있다.

를 바닥에 세워놓아 공간감을 환기시킴으로써

이번 국내 개인전을 위해서는 야외 설치를 감안

될 것이다.

르사유 다음으로 웅장하고 유명하기로 알려진

엘 피르망은 이미 국내 미술 애호가 사이에 입소

초현실적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이 작품은 지금

해 유기 화합물과 유도체로 이루어진 고체 ‘수지

이 고성에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이 광경이 펼쳐

문이 자자한 매력적인 조각가로, 그의 새 작품이

중력의 개념을 벗어던진 거대 코끼리

까지 3가지 제작 방식으로 다르게 태어났다. 프

Resin’를 사용해 외부 환경에 자유롭게 적응할

MOVEMENT, 움직임에 대한 시선

진 것인지 의문을 가득 담아 거대 코끼리를 살펴

나오기만 손꼽아 기다리는 이가 적지 않다. 그의

다니엘 피르망의 조각 작품은 역설적인 자세로

랑스 랭스 지역의 샴페인 회사 포므리 그룹의 컬

수 있도록 제작했다. 튼튼하고 딱딱한 재질인데

그의 작품에는 사람의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

보기 시작한다. 혹시나 살아 있을까, ‘쿡’ 찔러보

작업은 마치 얼어버린 시간처럼 멈춰 있는 하나의

중력을 무시한 채 무심하게 서 있는 듯하다. 그

렉션에서 소장하고 있는 코끼리 작품 ‘Würsa(à

도 실제 코끼리의 피부 껍질을 보는 듯 섬세한 디

2015년 국내에서 선보인 유럽현대미술 작가전

고 싶은 이 코끼리는 바로 프랑스의 조각가 다니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고, 평소 전혀 생각하지도

의 대표작이자 유럽에서 독보적으로 각광받고

18000 km de la Terre)’는 벨기에의 유명 박제

테일을 모두 살려 아주 세밀한 주름까지 놓치지 <친애하는 당신에게Bonjour, La Franc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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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Safe’, 2003 Plâtre, vêtements, objets divers
Plaster, clothes, various objects
280 × 220 × 180 cm Collection privée

Homme Rouge : Daniel Firman, Simply Red,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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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등장한 낯선 여자를 기억하는 이가 있을 것

보고 섭취하며 생존과도 직결되기도 하고, 때로

시로 다니엘 피르망의 작품을 보다 깊이 발견할

이다. 텅 빈 벽에 옷을 거꾸로 뒤집어쓴 채 기대

는 성적 본능을 채운다. 이렇게 혀를 통해 나타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

어 있는 긴 머리의 여자. 실제 사람인지 마네킹인

나는 인간의 본능 요소를 다니엘 피르망은 크거

이번 국내 개인전에서는 그의 작업 전체를 아우

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이던 여자 옆에서 어깨를 기

나 작은 평면 위에 작가의 시점을 담아 표현해낸

르는 다양한 작품을 모두 만날 수 있다.

대기도 하고 머리카락을 쓰다듬기도 했다. 작가

다. 아마도 그의 움직임에 대한 시선은 쉬는 날이

선한 웃음과 사교적인 성격의 다니엘 피르망은

는 실제 각기 다른 사람의 몸체를 석고로 본떠

단 1초도 없는 것 같다.

부드러우면서도 자기만의 예술 세계에서는 철저

세밀한 근육의 떨림까지 풍부하게 표현한다. 사
람의 움직임이 시시각각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

전 세계가 주목하는 완벽한 현대미술가

벽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 그 완벽주의

하고 섬세한 찰나가 그의 조각을 통해 멈춰버린

다니엘 피르망의 작업은 급변하는 현대미술계에

를 작품의 완성으로 연결하는 사람, 밀리미터의

시간 속에 영원히 남겨지고 있다. 리옹 현대미술

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이미 전 세계 곳

오류조차 용납하지 않는 그의 작업에 대한 완고

관 전시 당시 선보인 조각품 ‘Duo, 2013’ 은 당시

곳에서 그의 작품을 소장하기 위해 혈전을 벌이

함을 통해 우리는 인간과 공존해야 하는 공간과

실제로 존재하는 무용단 그룹 전체를 캐스팅해

고 있음을 전 세계 미술계가 피부로 느낄 것이다.

움직임의 가치를 발견한다. 그는 다양한 재료를

무용수 개개인의 사실적인 움직임을 그대로 옮

지난 4월 선보인 뉴욕 현대미술의 중심지 일라이

사용해 오랜 미술사에 남아 있는 전통적 기법을

기며 여러 사람이 얽혀 있는 움직임 그대로를 작

브로드 미술관Eli Broad Museum의 전시와

유지하며 현대미술로 재해석해 승화시켜가는, 이

품 요소로 삼았다. 신체의 부분적 움직임에 대한

더불어 프랑스 보르도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시대의 뛰어난 현대미술가다.

그의 시선은 인간의 몸 전체에 머무르지 않는다.

미술 전시도 대표 아티스트로 다니엘 피르망을

손가락, 손목의 꺾임, 얼굴형에만 초점을 둔 조각

선정하는 등 굵직굵직한 메이저급 전시를 줄줄

을 각각 ‘I’m keeping my distance, Saisir l’

이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올해 부산시에서 주최

impossible, Inside’ 시리즈로 제작하며 확대

하는 공공 조각 프로젝트의 설치 작가로 선정되

하는 중이다. 이처럼 몸의 전체, 또는 부분과 공

어 약 4m 높이의 조각을 선보일 계획이다. 지난

간 사이의 관계를 작가의 시선으로 특수 시각화

해 독일 쾰른에서 열린 개인전을 통해 그의 작품

함으로써 움직임과 무게에 관한 날카로운 질문

을 처음 독일에 소개한 초이앤라거 갤러리는 올

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 그의 작품은 손으

해 국내를 통해 문화 예술 공간 ‘스페이스 케이’와

로만 완성하는 것은 아니다. ‘Modelé avec la

의 협업으로 아시아 최초 개인전을 선보일 수 있

langue’ 시리즈는 작가가 직접 자신의 혀를 이

도록 추진했다. 갤러리의 최선희 대표는 “프랑스

용해 완성하기도 했다. 작품 제목에서 알 수 있

와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전통적인

듯 그는 혀의 움직임을 표현하며 그 상징성에 집

조각가의 기술로 진지하게 현대 예술 작품을 창

중한다. 혀에서 흘러나오는 인간의 무수한 언어

조하는 다니엘 피르망의 개인전이 처음으로 한국

는 그들의 사상을 나타내기도 하며, 음식의 맛을

에서 열리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전

DANIEL FIRMAN ‘INFRA GRAVITY’

Daniel Firman

Dates 09.18~11.24
Place SPACE K, Gwacheon
Web www.spac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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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ürsa à 18 000 km
de la terre’, 2006-2008
Château de Fontainebleau,
Fontainebleau Taxidermie d’éléphant
Stuffed elephant, 570 × 250 × 140 cm Collection VrankenPommery Monopole, Reims

히 냉정하고 충실한 사람이다. 자신의 조각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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