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념의  심미성을  찾아서  : 최승훈+박선민의  경우  
 
   시각예술로 말한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다. 예컨대 하나의 화폭으로, 한 장의 사진으로, 
삶의 부스러기 사물을 공간화한 설치로, 부박한 움직임의 영상으로 타인이 감지할 수 있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경이로운 일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각종 미디어가 들려주는 정보의 
수다 때문에 심심찮게 혹은 아주 빈번히 예술이 들려주는 직접적인 말을 흘려버린다. 또는 
예술의 역사가 긴 만큼, 즉 추적 가능한 역사만 해도 기원 전 7만 7천년 경(아프리카의 nodule of 
hematite)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만큼, 예술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말 건넨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망각해 버린다. 그도 아니면 이 엄청난 예술의 역사 속에서 예술작품의 발화는 
당연한 사실이 되어, 우리에게 더 이상 경이로울 것이 없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온갖 
소음 속에서 그렇게 하듯이 빠른 걸음으로 작품 앞을 스쳐지나가거나, 눈으로만 훑거나, 
간략한 작품정보에 더 귀 기울이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정작 발화체인 작품은 소외시키고. 
   시각예술, 좁은 의미로는 미술이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여기 
최승훈+박선민이라는	‘짝 작가’(굳이 이름을 붙여 보자면)가 있다. 독일 유학시절부터 
공동작업을 해온 이	‘짝 작가’의 작업을 논하기 위해서 나는 미술의 발화 유형을 다음 두 가지 
경우로 대비해 보고 싶다. 즉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을 예술작품을 통해 하는 경우와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술작품 스스로 어떤 비언어적 말을 하는 경우. 전자의 경우 작가가 
발화자이고 예술작품은 일종의 매개체가 된다면, 후자에서 발화는 작품의 현존성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전자에	‘작가 의도’와	‘개념성’을 대입한다면, 후자에는	
‘분위기(aura)’와	‘심미성’을 대입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조셉 코수스가 예술의 관념성을 
비판할 의도로 제작한 <관념의 관념으로서의 예술 Art as Idea as Idea>의	‘개념(concept)’과 바넷 
뉴먼의 색면회화 <누가 빨강, 파랑, 노랑을 두려워하는가 Who's afraid of red, yellow and blue>의	
‘숭고미’는 다른 미술의 말(language)인 것이다. 다소 기계적인 이러한 분류가 모든 작가와 
작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많은 성공적인 예술작품은 개념성과 심미성이 유기적으로 
직조되어 감상자로 하여금 그 작품의 현존 속에서 예술이 들려주는 다양한 말들에 귀 
기울이도록 해 왔다. 그러나 개념미술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현대 미술의 이행에서 
텍스트의 형태를 빌린 개념과 정보가 작품(업)의 주요한 형식과 내용으로 자리 잡은 점은 
이전의 예술과 방법론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러한 예술실천에서는 시각성 또는 심미성조차 
개념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개념적인 작품(업)들에도 새로운 양상이 보인다. 즉 
이러한 작품(업)은 이제 건조한 개념의 제시에 머무르지 않고 그 개념을 매체의 기술력을 
이용해 완벽에 가까운 심미성으로 구현하거나 그러기를 지향한다. 최승훈+박선민의 작업들 
또한 이러한 미술 양상의 흐름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이들 또한 예술로 말을 
하는데, 그 화법이 위에 제시했던 방식들에서 여러 갈래를 이루며 진행되고 있다. 
   이 글은 최승훈+박선민의 일련의 작업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들려주는지 탐색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미술의 정보를 서두에 배치하며 에둘러 온 셈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짝 작가’의 작업이 개념과 이미지, 언어와 감각, 표면과 의미지층이라는 짝들을 경우에 따라 
결합/재배치/해체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들의 어떤 작품은 개념의 선을 
따라 발화하고, 다른 어떤 작업은 개념이 이미지 속에 부드럽게 녹아듦으로써 심미성의 선을 
따르거나 짝 개념들의 대립을 해체하며 발화하고 있는 것이다.  
 
보는  정보의  시  - 읽고  만지는  이미지  
 
   천국은 불타고 있다 (Das Paradies brennt) 
  불과 얼음 사이에서 (Zwischen Feuer und Eis) 
  광기와 현실사이에서 (Zwischen Wahn und Wirklichkeit) 
  바람에 뒤집혀 (Vom Winde verdreht) 
  나의 머리는 썩고 (Mein Gehim K?st) 
  내 자신은 완전히 말라버렸다 (Meins ist v?lig verdunstet) 
  할 수 있다면, 나를 구하라! (Rette mich, wer kann!) 
 
   위 구절들은 얼핏 오직 내적 성찰만을 예술의 원천으로 간주한 독일 낭만주의자들의 시처럼 
읽힌다. 누가 위의 문장들을 읽으며, 세속의 온갖 사건 ? 사고 소식으로 점철된 신문 지면을 



떠올리겠는가? 그러나 질풍노도기 방황하는 젊은이가 쓴 시처럼 들리는 위의 구절들은 분명 
최승훈+박선민이 독일의 신문 지상에 인쇄된 문장들을 발췌해 엮은 것이다. 일명 
<시>연작이다. 그러니까 신문의	‘정보’는 최승훈+박선민의 정신이 참여한 가운데 그들의 
손끝에서	‘시’로 다시 태어난다. 흔히 인문적이지 않다고, 비예술적이라고 폄하되는 하루살이 
신문나부랭이 정보가 또 흔히 영원을 추구한다고 숭앙받았던 예술로 변모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지적 자극을 받는다. 내 글이 설명하는 식의 정보적 사실이 아니라 스크랩한 
신문을 확대해서 잉크젯으로 프린트한	‘실제 작품’	앞에 서면 우리의 정서적 감상은 조금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 시적 작품 앞에서는 감각적 정서보다는 지성이 
활발하게 활동한다. 왜 그런가? 기념비적인 크기의 이 <시>는 신문기사를 원천으로 하는 만큼 
사진이미지와 기사의 헤드리드가 짝을 이루며, 그런 짝들이 여럿 수직으로 콜라주 된 양상이다. 
작품 안에서 이미지는 문자 텍스트의 간섭을 받고, 텍스트 정보는 이미지의 무늬를 그린다. 이 
이미지와 텍스트의 서로 섞이는 관계를 파악하고 나아가 즐기기 위해서, 감상자는 사진 속에서 
의미를 읽어내야 하고 텍스트 속에서 이미지의 잔물결을 보아야 한다. 이는 이미지는	‘보고’,	
텍스트는	‘읽는’	기존의 지각방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 능력은 
지적으로 훈련된 문화적 감수성으로부터 온다. 마치 볼 수 있는 사람이든 맹인이든 점자를 
읽기 위해서는 점자법을 배워야 하듯이, 이 작가들의 <시>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지적으로 
훈련된 독해법이 필요한 것이다. 실제 이들은 다른 프로젝트, 즉 백열등으로 점자 텍스트를 쓴 
설치작업을 통해 지각과 독해방식의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루고 있다. 팔을 들어 올리면 닿을 수 
있을 정도의 높이에 눈부신 빛을 발산하는 백열등으로 쓴 점자 텍스트는, 관조를 넘어 만져서 
읽고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했을 때 작품의 감상이 완성되는 구조이다. 요컨대 이 활자, 이 빛, 
이 형상은 보고 읽고 만지는 행위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이라는 개념적 이해와 그 
실천을 통해 작품 감상으로 나아간다. 이렇듯 최승훈+박선민은 기존에 정규적이라 믿어 왔던 
것과는 분명 다른 지각과 독해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연작으로는	‘보기’와	‘읽기’의 
역전된 방식을, 백열등 작업으로는	‘보기’와	‘읽기’와	‘만지기’가 교직되는 방식을 실험해 본 것 
같다. 그런데 현대미술에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독자라면 어렵지 않게 최승훈+박선민의 
이러한 작업이 동시대 개념적 미술의 주요테제와 ―구체적인 모양새나 세부에 사용된 질료는 
다르다할지라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것이다. 시각을 중심으로 한 미술작품의 
지각방식에 균열을 가하고, 이미지와 텍스트가 정보화되어 직선적으로 소통되는 방식을 
교란하며, 감상자를 수동적 관조자로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고 읽고 만져 대상을 이해하는 
행위자로 변모시킨다는 그 현대미술의 개념적 테제 맥락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점까지 
최승훈+박선민의 작업은 그 시각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개념성이 작품의 성격을 더 많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가의 작업의도에서도 그렇지만 감상자가 이러한 작품의 
개념을 파악했을 때, 작품과 감상자간의 소통이 의미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가능해진다는 
의미에서는 더욱 더.      
 
개념의  심미성  혹은  이미지속에서  개념의  용해  
   허공에 팽팽하게 당겨진 와이어 위에서 촛불들이 연약하지만 굳은 심지의 빛을 발하며 
촛농을 떨구고 있다. 위태로운 만큼, 가녀린 만큼, 와이어 촛불이 만드는 이미지는 강렬하다. 그 
촛불 빛 뒤로 흑백 톤의 이미지가 보인다. 앞의 와이어와 수평을 이루는 선 위에 검은 실루엣의 
비둘기들이 앉아 있는 이 이미지는 앞의 실제 타고 있는 촛불과는 달리 사진이미지이다. 
현존에서 부재로 녹아 흐르고 있는 촛불(이 빛은 언젠가 꺼질 것이다)과 애초 현존했지만 
사진이미지로 응결된 비둘기(이 새들은 언제 어딘가에서 분명 실존했다)는 이렇듯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공간에 걸려, 보는 우리를 자극한다. 시각을, 감성을, 사고를, 조금 과장하자면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조용히 흔든다. 이는 최승훈+박선민의 설치작업 <무제>를 보며 드는 
생각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시피, 17세기 네덜란드 바니타스(vanitas) 정물화에서부터 
동시대 불세출의 화가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Two Candles>에 이르기까지 미술의 역사에서 
촛불은 상징적인 의미를 띤다. 인간의 필멸성과 세속적 삶의 덧없음이 그 상징적 의미이다. 
그런데 더 이상 놀라울 것도 없는 이러한 회화 전통에서 나로서는 진정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된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뒤로 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가 그러한 자신의 
조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사유했다는 점, 나아가 작가는 그러한 존재조건을 심미적으로 
표현했다는 점,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술을 통해 죽음에 대한 거리두기를 



마련토록 했다는 점이 놀랍다. 죽음과 덧없음을 성찰한 그림은 개념적 언어 대신 무언의 
심미적 언어로 그러한 인간 삶의 속성에 대해 묘파한다. 여기서 개념은 상징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용해된다. 여기서 작가는 상징적으로 소멸하고 작품 자체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관람객의 지각 장(場)으로 뛰어든다. 최승훈+박선민의 이 <무제> 설치작업에서 
작가의 의도내지 작업개념은 50년대 히피들이 썼다는 레인보우 양초 속에 완전히 용해되어 
흘러내리는 가운데 새로운 형상을 만든다. 무지갯빛 촛농이 형성시켜 가는 이 형상들은 점차 
뒤에 붙은 사진의 비둘기를 닮아간다. 나로서는 이 점이 기이해 보이는 동시에 이것이야말로 
본 작업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든다. 촛농의 형상들은 작가가 설치하고 전시하는 동안의 현실 
시간과 미술관이라는 물리적 공간 속에서 작가나 관객의 어떤 개입도 없이 스스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간다. 그것도 자신과 나란히 배치된 사진이미지와 너무도 유사하게. 인위적인 조작이나 
개입 없이도 시각적으로 유사한 형상이 만들어진다는 점이 기이하다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에서는 작가의 의도와 조형능력이 작품설치와 동시에 무화된다는 점이 핵심적이다. 물론 
이 또한 최승훈+박선민의 의도이며, 두 형상의 유비는 그들이 실험을 통해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냐고 물을 수도 있다. 타당한 반박이지만, 우리가 주목할 시점(時點)은 
작품이	‘되어가는’	시간들이다. 이	‘되어가는’	시간은 모더니즘 미술에서는 작가의 
스튜디오에서 끝나며, 많은 동시대의 설치작품에서도 전시 오픈 전에 끝난다. 그러나 
최승훈+박선민의 경우 촛불이 생을 다할 때까지 작품의 완결은 지연된다. 이 지연되는 시간 
속에서 작가가 설정한 개념은 휘발되고 관객이 지각할 수 있는 심미성은 순간순간 극대화된다. 
즉 흘러내리는 촛농의 형상은 매순간, 매번 다르기 때문에 과거 어느 한 순간 전선 위에 앉아 
있던 비둘기들이라는 사진이미지, 즉 사건의 고정된 이미지와 닮는다는 기약은 애초부터 없다. 
작가조차도 어떤 형상을 예측할 수도 약속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무제>의 시간성과 
설치조건이 내가 보기에는 개념이 이미지로 용해되어, 심미성의 발화가 시작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들을 수 있는 심미적인 내용은 특수한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바니타스 정물화에 그려진 촛불이미지와는 달리 최승훈+박선민은 촛불을 실제의 
시공간에 제시함으로써 모든 필멸하는 것들에 대해 현실 속에서 심미적으로 사유케 한다. 다른 
한편 이 작가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과 사건을 결빙시키는 매체로 생각하는 사진, 그 
영상이미지를 촛불의 시간성에 결부시킴으로써 사진이미지의 사물성을 넘어서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한때 존재했던 전선 위 비둘기들은 일단 사진으로 사물화 되었지만, <무제>의	
‘되어가는’	시간 속에서, 그 소멸해 가는 촛불과 함께 결빙이 풀려 우리의 지각 장으로 살아 
돌아오는 것이다.  
   지금 여기의 많은 젊은 작가들이 작업에서 개념을 중시한다. 아무런 동기나 내러티브도 없이 
조형적 기술을 반복하는 과거의 미술관행에서 볼 때 이는 중요한 작업태도의 변화이다. 그러나 
개념이 곧 예술은 아니다. 예술은 아마도 개념을 학문의 방식과는 다른 방법론으로 생성하고 
제시하고 완결시키는 실천일 것이다. 그것도 각 작가들마다 매번 다른 방식으로. 
최승훈+박선민의 경우 또한 이러한 방식을 개발하고 있으며, 일련의 작업들은 개념/이미지, 
인식/감각, 의미/물질성의 경계에서 다른 선을 그려가고 있다. 그 와중에도 그들이 심미성을 
중시한다는 점이 내가 보는 그들의 가장 큰 비전이다. 예상컨대 그들의 작품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비언어적으로 말 건넬 것이다.  
 
강 수 미 (미학)               
 
 
 
In Search of Conceptual Aesthetics: Choi, Sung Hun + Park, Sun Min   
 
It is wonderful to communicate with visual art.  For example, just on a canvas, just 
with a photo or an installation of something that is one of our daily lives.  If all these 
mediocre things can be visualized and if we can use them as a tool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at is wonderful.  However, in reality, we are always inundated with 
too much information that the mass media carry.  So, it is easy for us to downplay 



what these visual arts try to tell us.  Or, as the history of art is as old as time – we have 
to go back to B.C. 77,000 to trace the history (nodule of hematite in Africa) – we are 
easy to be oblivious to the fact that arts tell us something in one way or another.  Or, 
with this very long long history of art, we take for granted the birth of art, and we 
think that there is nothing new in art. Therefore, as we are leading busy lives every 
day, we just walk by art works, just see one after another, or become more interested in 
the brief information of a painting.  That is why we unknowingly isolate the art itself. 
Is it possible that the visual art, specifically the beaux art, tells us something?  If so, 
then how? Here, we have Choi, Sung Hun + Park, Sun Min, a couple of artists, if we 
try to call them.  In order to understand the works of the couple who have co-worked 
since they were in Germany, I want to make a comparison in terms of the birth of fine 
art.  One is when the art works carry the message of the artist, the creator. The other 
is when the art works themselves just give a message of their own, irrespective of the 
intention of the artist.  For the former, it is the artist that tells something and the art 
work is a medium.  For the latter, the existence of a work is the source of a 
message.  In this regard, from the former we can extract the artist’s ‘intention’ and 
‘concept.’  From the latter, ‘aura’ and ‘aesthetics.’  For instance, the concept of <Art as 
Idea as Idea> by Joseph Cosus, which was produced to criticize conceptuality of art, 
and <Who’s afraid of red, yellow and blue> by Baguette Newman, which is a 
color-field painting, are the language of other kinds of art.  Of course, the comparison 
I made above cannot be applied to all the artists and their works.  In fact, many 
successful works of art show the combination of conceptuality and aesthetics, allowing 
viewers to listen to what the works are saying.  However, the modern art after 
conceptual art and post modernism is characterized by concept and information in the 
form of context. That is a sharp contrast to the art before in terms of methodology.  In 
this modern art, visualization and aesthetics becomes the object of the 
conceptualization.  But with the start of the 2000s, we have seen a new form of 
conceptual art emerge.  That means the art works not just delivers a dull concept, but 
transform the concept into a near perfect aesthetics by using technology, or at least 
pursue the transformation. Choi, Sung Hun + Park, Sun Min’s works also seem to be 
on such a new trend. In a nutshell, they also tell us something in the form of art, but 
with much more diverse ways than mentioned above.   
 
What I am writhing seems to be complicated and complex, because I try to mention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in order to help understand and listen to the series of art 
works of Choi, Sung Hun + Park, Sun Min.  The reason is that, in my opinion, their 
works always assemble/re-arrange/disassemble the pairs like concept and image, 
language and sense, and surface and stuff beneath it.   That is to say that some of their 
works deliver messages in line with concept, while others showing the concept 
absorbed into the image in line with aesthetics or disassembling the pairs.   
 
Poem with Information to See – Image to Read and Touch 
 

 Paradise is in flames (Das Paradies brennt) 



 

Between fire and Ice (Zwischen Feuer und Eis) 

 

Between insanity and reality (Zwischen Wahn und Wirklichkeit) 

 

With the winds blowing (Vom Winde verdreht) 

 

My hair is decaying (Mein Gehim K?st) 

 

I am all dried up (Meins ist v?lig verdunstet) 

 

Save me, if you can! (Rette mich, wer kann!) 

	The verses above seem to be a German poem, which put focus of art only on 
introspection.  Who can think of the worldly stuffs or the front pages of daily 
newspaper, when reading the poem?  But the verses, which seem to be written by an 
adolescent in his storm and stress, are the excerpts of German newspaper, combined 
by Choi, Sung Hun + Park, Sun Min.  So called a poem sequence. In other words, the 
‘information’ of newspaper is reborn as ‘poem’ by Choi, Sung Hun + Park, Sun 
Min.  The newspaper information, which is criticized for its inhumanity and 
un-beauty of art, has been changed into an art, which is respected to pursue 
eternity.  That triggers our intellectual instinct.  It is not about such information as my 
writing gives. It is a ‘real art work’, scraps of newspaper that was enlarged and printed 
with an ink jet printer. Then comes the change in our emotions.  To be exact, when 
we read the poem, our intelligence, not our emotion, becomes activated. Why is that? 
As the source of this monumental poem is newspaper, the photo images and the 
headlines get together as pairs.  And these pairs are re-arranged into a vertical collage. 
In the poem, image is intervened by text, and the information of the text gives shape 
the image.  In order to understand and then enjoy the relationship and intervention of 
image and text, viewers should catch the meaning from the photos and see the 
afterimage of the text.  That requires an alternative ability, as opposed to the usual one 
to ‘see’ image and ‘read’ text.  And the ability comes from the intellectually trained 
cultural sensitivity.  As the blind have to learn how to read Braille, we need an 
intellectually trained understanding in fully enjoy the poems of Choi, Sung Hun + 
Park, Sun Min. Indeed, they raise the issue again of sense and understanding in other 
projects, where they installed glow lamps to show Braille.  The Braille text overhead 
that we could touch it when we stretch out our hand can be completely enjoyed when 



we touch, read and then understand it, not just see it.  Therefore, with the text, the 
light and the shape, seeing, reading and touching are not isolated with each 
other.  They all lead to simultaneous conceptual understanding on which we can enjoy 
the beauty of the art work.  Like this, Choi, Sung Hun + Park, Sun Min has been 
interested in the unconventional way of sensing and understanding.  In the <poem> 
sequence, ‘reading’ comes first and then ‘seeing.’  In the glow lamps, ‘seeing’, ‘reading’ 
and ‘touching’ are mixed with each other.  At this point, those who have some 
knowledge on the modern art will understand that Choi, Sung Hun + Park, Sun 
Min’s works go in tandem with the main these of the contemporary conceptual art; of 
course, the shape and materials used are different.  By the main these I mean 
something that goes against the way of understanding art work by putting too much 
focus on visualization, the linear communication between image and text information, 
helping viewers become active not passive.  In this respect, despite the visual effects of 
Choi, Sung Hun + Park, Sun Min’s works, conceptuality seems to have characterized 
their art, especially when the viewer catches the meaning and intention of an art work,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viewer and the artist is possible, with the least loss of 
meaning.   
Concept Absorbed in Conceptual Aesthetics or Image		  
On a tense wire, candles gutter with weak but bright flames.  The image is as strong as 
the danger and weakness of flaming candles on a wire.  Behind the brightness lie black 
and white images. In parallel with the front wire there is another one, on which dove 
profiles in silhouette sit.  The doves are photo images, unlike the candles.  In the air, 
the reality guttering into nothing – the brightness of candles will disappear – and the 
doves in photo – these birds really existed at some time – are alternately coming first 
before us, making us feel something. They come toward us to touch our sight, 
emotion, a way of thinking and a little hyperbolically our attitude to life.  That is what 
pops up in our mind, when we see Choi, Sung Hun + Park, Sun Min’s work titled 
<No Title>.  It is a well-known fact that throughout the history of art candle is very 
symbolic as witnessed by vanitas still-life picture in the Netherlands in the 17th 
Century and Gerhart Lichter’s <Two Candles>.  Candle symbolizes the mortality of 
humans and the evanescence of secular life.  But I found something very surprising in 
this humdrum fact.  What is surprising is that the couple looked at their mortality in 
an objective way, expressed this in a aesthetic way, and then helped others distance 
themselves from the death. The picture showing death and evanescence goes to the 
heart of human life by using aesthetic language, not conceptual one.  Here the concept 
becomes a reality, not just a symbol.  It is also at this point when the artists have a 
symbolic death and their work of art as a living creature triggers the senses of viewers. 
The intention or the working concept of No Title reshapes itself in the guttering 
rainbow candle that was mainly used by Hippies in the 1950s.  The shape made of the 
melted wax continues to look like the doves behind. For me, this is something strange 
and this is the core part of the art work. Looking more like the photos displayed 
behind, the melted wax is forming itself without being intervened, while the artists 
display their works in the space and viewers enjoy themselves in the gallery.  Without 
any manipulation or intervention, two objects come to look alike, which is surprising, 
and that is why the artists’ intention and ability to display things become nothing. 
Someone may argue that that is also well intended by the two artists, and the wax’ 



shaping of dove is possible after a thorough research.   My counter argument is what 
we have to focus on is the time where the work ‘is taking its shape.’  In the modern art, 
the time spent to complete a work finishes in the artist’s atelier.  And for many a 
contemporary works of art, the time ends before the real exhibition.  To the contrary, 
Choi, Sung Hun + Park, Sun Min’s work is not completed until the candles burn 
themselves up. During this time delayed, the artists’ concept burns away and the 
aesthetic beauty that the viewers can catch maximizes each moment.  There is no 
pre-condition that the melted wax would look like the doves in the photos, which are 
the display of fixed images at one moment in the past, because the shape of each drop 
of wax is all the way different with each other.  The artists can neither predict nor 
promise us the possible shape of the wax.  I believe that is one possibility that a 
concept is absorbed in an image and the aesthetic beauty become enjoyable.  That is 
why I believe the aesthetic beauty of the work is unusual.  Unlike the image in the 
vanitas still-life picture, Choi, Sung Hun + Park, Sun Min just throws the candles into 
the reality, giving us an opportunity to think over in an aesthetic way the mortality in 
the real life. Meanwhile, these artists connect the visual image of photo, which we 
think is to freeze the time and space, with the time of candles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 of photo image. The doves that really existed at some moment in the past were 
taken pictures into a fixed image, but the ‘shaping time’ of No Title lets the iced doves 
break free and fly into our intelligence as the candles die away. Now many young 
artists attach great importance to concept.  From the artistic perspective of the past, 
where artists were just repeating some techniques without any intention or motive, 
this is an important change. But concept does not always equal to art.  Art is to create, 
present and complete concept in a not-so-academic way that is different every time. 
Choi, Sung Hun + Park, Sun Min are exploring such a new way, and a series of their 
works are drawing unconventional line between concept/image, sense/recognition and 
meaning/materiality.  In the mean time, they consider the aesthetic beauty important, 
which I think is the biggest vision that they hold.  My prediction is their works will 
continue to communicate with us without any language.  		 
Kang, Soo Mi (Aesthet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