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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오래	전부터	현대미술의	가장	중요한	활동들이	미술관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공공미술	성격의	커뮤니티	

아트와	거리미술	-	스트리트	아트가	그것입니다.	지난해	경기도미술관은《동네미술》이라는	제하의	전시로	공공미술	성격의	

커뮤니티	아트를	다룬	바	있습니다.	올	여름,	정규	미술관으로서는	파격적으로	이	시대	우리의	거리	미술	-	스트리트	아트	

전시를	엽니다.	

스트리트	아트를	맹목적인	반항이나	의미	없는	행위들로	치부하며	제도권	밖의	의미	없는	낙서	중의	하나로	마냥	외면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거리의	미술이	우리	시대를	잘	대변하며,	당대	문제와	그	양상을	잘	드러내는	새로운	개념의	예술로서	

자리매김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새로운	예술	장르로	인정받는	'손글씨(Hand-Latter)'처럼	손맛	가득한	레터링이	

이미지와	합께	절묘하게	융합되어	거리	곳곳에서	각별한	분위기를	환기시키곤	합니다.	

거리를	캔버스	삼아	자신의	감정,	분노,	창의,	비전을	분방하게	표현한	그래피티	아트를	미술관의	공간	내에	완전하게	

수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술관은	이번에	베이스	캠프	같은	것이	됩니다.	현장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상상과	유추가	

더	필요한	좀	특별한	전시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거리의	미술-그래피티	아트》전에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경기도미술관	관장	최	효	준

From scr
ibbles 

to artFrom scr
ibbles 

to art

낙서
에서

예술
로낙서에서

예술로
Important activities of contemporary art have been made outside of the museum since long before. 

Those are community art and street art. GMoMA already dealt with community art in the exhibition called 

Community Art last year. GMoMA presents our new exhibition entitled Art on the Street – Graffiti Art this 

summer. The exhibition introducing street art is exceptional for a public museum.  

We could not turn our back on street art by devaluating it as blind rebellion and meaningless acts, because 

street art has become a new platform of art representing what is going on in the world. Hand letterings 

combined with images arise a special atmosphere all over the streets.  

Street artists use street as their canvases and museum space is not enough for them. For that reason, 

GMoMA will be a base camp this time. In the exhibition, art scene is the street. Therefore, we need more 

imaginations and inferences in this exhibition. We look forward to appreciating your interests in regards to 

the exhibition, Art on the Street – Graffiti Art which is the first major exhibition of graffiti art in Korea.  

Director,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Hyo-Joon Choi



1110

그래피티 아트(Graffiti Art)의 전개
	2002년,	전	세계인을	흥분과	열광의	축제로	몰아넣은	한국-일본의	월드컵(Would	Cup)의	그	성대한	

막이	오르고	있었다.	연일	해외	외신들은	한국	'붉은	악마'의	믿을	수	없을	만큼	열광적인	거리	응원

을	보도하였고,	한국	4강	신화는	국내를	벗어나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지구	반대편의	한	국가에서	일어난	조용한	충격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구에는	'분리장벽(2002-2004)'1)이라는	반인륜적	행위의	시작을	알리는	장벽들이	등장

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은	향후	한	그래피티(Graffiti)	작가에	의해	알려지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작가를	

세계적인	스타	작가가	만들어	버리는	사건으로	기록된다.	분리장벽에	스프레이	하나로	이념의	갈등,	

인종적	차이,	자본주의의	허영을	고발하는	작가는	단순한	이미지와	텍스트로	전	세계에게	우리가	생

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있었다.	

	그	작가는	영국의	'뱅크시(Banksy)'2)로	거리의	예술가	혹은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그는	거리의	낙서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하는	것

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바라는	행위적	예술을	지속하였다.	또한	팔레스타인	작업	이후	그	

무대를	세계로	확대하여,	사회적	부조리와	자본주의적	병폐에	대한	이야기를	패러디와	텍스트,	스탠

실(Stancil)과	스티커	아트(Sticker	Art)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그래피티	아트는	뱅크시	이전의	많은	거리	예술가들에	의해	쓰여	지고	있었지만	그저		

'거리의	낙서'로	인식되어	도시의	경관을	해치는	존재로	보였을	뿐이다.	하지만	뱅크시를	기점으로	그

래피티	아트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낙서의	글을	이해하고	종국에는	예술의	한	분야로	

인식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키스	해링(Keith	Haring)3),	바스키아(Jean	Michel	Basquiat)4)의	경우

에도	초기의	그래피티	작업을	통해	자신들의	표현	양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장	원시적인	낙서의	

형태가	현대적으로	계승(繼承)되는	것이	그래피티라고	주장하였다.

	낙서의	경우,	흔히	원시시대	동굴벽화에서부터	그	출발점을	찾기도	하지만,	인간이	담고	있는	원초

적인	표현의	방식으로	본다면	낙서란	그다지	거창하지도	않은	끄적거리는	행위로서	단순하지만	원초

적인	표현	행위이다.	꼭	그래피티라는	의미를	미술사적으로	분석하는	것보다는	인간이	갖는	기본적

인	표현	행위라는	것에	빗대어	"그래피티가	거리의	낙서냐.	예술이냐."를	평가하기보다는	그들의	거리

의	벽을	통해	대중에게	하고자하는	이야기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2010년	뉴욕	현대미술관의《Art	in	the	Street》이라는	전시는	그래피티를	"Street	Art"라는	장르로	인

식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그저	길거리의	낙서로	인식되었던	글과	이미지가	예술적인	가치를	가

지고	있으며,	뱅크시를	비롯한	많은	그래피티	작가들이	미술관을	가득	메우는	글과	이미지로	자신들

의	표현양식을	구분하고	규정하는	전시였던	것이다.	하지만	약간의	한계라	볼	수	있는	점은	이	전시

가	미술관의	고유한	영역인	전시장을	내어주는	대신	미술관	주위의	거리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2008

년	영국	테이트	모던(Tate	Modern)의《Street	Art》라는	전시가	자극제가	되지만,	더	이상	거리의	낙서

가	아닌	공공의	예술로	인식되는	전환점을	맞이한다.

	이후	많은	그래피티	작가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	거리의	낙서에서	벗어난	시도를	통해	대중에게	친

숙하게	메세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연구하게	된다.	그	결과,	스포츠	기업과의	광고,	혹은	대중음악가

와의	앨범	재킷	디자인,	패션과의	접목을	통해	활발하게	전개된다.	이는	그래피티의	태생(胎生)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대중적인	문화코드인	힙합(Hip-Hop)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규정된	예

술과는	달리	자유로운	양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	이유라	할	수	있다.	힙합이라는	문화는	1970년대	이

후	미국의	브롱크스(Bronx)에서	탄생해	뉴욕과	LA의	흑인,	그리고	라틴계	사회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미국의	대중문화이다.	이	때	그래피티는	갱스터(gangster)의	영역	표현	혹은	자유로운	리듬감에	담긴	

레터(Latter=Text)를	특유의	비트와	리듬감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태킹(Tacking)을	만들

어	스스로를	나타내는	표식이었다.	이후	힙합문화를	상징하는	코드(code)로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미

최 기 영
경기도미술관	학예연구사

국에서	유럽으로	확대되어	지금의	스트리트	아트로	분류된	것이다.	

	한편,	1994년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몬타나(Montana)라는	그래피티용	스프레이가	개발되면서	기

술적인	부분의	발전을	통한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한다.	몬타나	스프레이가	등장하기	전	기존의	스

프레이는	변하지	않는	압력과	10가지	정도의	색상만이	존재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글자(텍스트)의	

굵기나	색상의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몬타나의	스프레이는	100가지	이상의	색상과	압력이나	광택의	

정도도	세분화	되어	폭넓은	표현이	가능하였다.	스프레이에	꽃아	쓰는	노즐도	종류가	다양해져	입자

의	크기나	분사	정도를	조절하게	되었다.	그	결과,	단순한	글자	그래피티에서	리얼리즘이나	캐릭터,	

추상화	등으로	표현	범위가	세분화되었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그래피티는	작가가	상상하는	이미지를	현실화	시키고,	나아가	표현의	깊이를	

확장하기	시작한다.	표현의	한계가	사라진	그래피티는	이제	작가	개인의	사고와	의식의	깊이를	요구

하였으며,	그	시선들은	자신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대중으로	주제의	확장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된다.

	일차적으로	2010년	뉴욕과	LA	전시	<Art	in	the	Street>를	기점으로	그래피티를	스트리트	아트(Street	

Art)라는	명제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그래피티는	아직도	어떠한	정의나	원칙	혹은	미술사적	의의를	

수용하지	않는다.	그저	그래피티를	즐기는	사람들로,	때때로	거리를	활보하며	낙서를	즐기는	사람들,	

힙합문화속의	아티스트로,	예술도	놀이도	아닌	행위로	만족하는	사람들로	남아있다.	그래서	지금의	

그래피티를	바라보는	대중들은	답이	없는	문제에	직면한	학생처럼	혼란스러운	동시에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의	인식	속에	그래피티는	자연스럽게	투영되어있지만,	

실체를	끄집어	낸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이유는	드러내어	알아주는	것보다는	즐

기는	그	자체가	그래피티이기	때문이다.

낙서인가?, 예술인가?
	그래피티가	갖는	양식적인	부분에서	이것이	익명의	낙서인가	혹은	예술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그래피티를	스트리트	아트로	규정하는	현대미술	안에서는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그래피티	아트를	설명하는	것에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하였다.	첫째로,	그래피티가	갖는	

제약되지	않은	익명성이다.	그래피티는	힙합문화	안의	자유로운	표현이라는	것에	많은	의미들을	담는

다.	하지만	자유주의	체계	안의	힙합문화와는	별개로	사회주의	국가나	힙합문화를	모르는	여타의	지

역에서도	낙서라는	기본적	장치를	통해	많은	양식들이	나타난다.	낙서라는	의미	자체가	무거운	예술

적	담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닌	자유로운	표현의	한	방향이며,	무명의	메시지	전달이라는	독특한	매

력을	담고	있기에	가능한	부분이다.	

	고대시대부터	반정부적	메시지를	담는	대자보(大字報)나,	혹은	왕정시대	왕을	비판하는	낙서	등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의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영화	속의	영웅들	또한	자신만의	표식과	사인을	통

해	스스로를	대변하였고,	실제	역사적으로도	자신만의	표식으로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도	있

었다.	낙서라는	행위에는	무한한	익명성이	존재하고,	그	익명성은	거침없는	표현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마법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예술	안에서의	익명성은	중요하지	않은	덕목이지만	적어도	억압

되고	형식화된	사회	안에서는	그	낙서	하나로	예술영역을	뛰어넘는	일탈의	행위인	것이다.	

	1986년	중국의	천안문사태	당시	탱크	앞	1인	시위자의	피켓에	쓰인	글과	거리의	익명이	낙서한	글

은	그	의미의	무게에는	다르지	않다.	그	의미	상징성은	동일하지만	익명성이	상실되었느냐,	혹은	존재

하느냐의	차이일	것이다.	서울	광장의	촛불집회의	목적과	누군지	모를	이가	작성한	광화문	담벼락의	

"MB	OUT"이라는	낙서가	갖는	의미의	차이는	없다.	단지	행위적	양식의	차이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처럼	낙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익명성을	전재로	동일한	형식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당연하게도	공식적으로	표방하지	못하는	목소리의	대변자로	존대할	것이다.	그래피티는	이러한	낙서

의	개념을	자신만의	움직임(리듬)과	색을	더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방식의	방식으로	전이된	새로운	낙

서의	개념이라는	것에	주목해봐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그래피티가	담는	익명성과	함께	획일적이지	않은	개별성을	들을	수	있다.	비단	그래피티를	

예로	들지	않아도	인간이	개별적으로	갖는	필체는	독자적	개별성을	갖는다.	세상에는	동일한	필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고유한	그	사람만의	필체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기계화된	타이프(type),	

거리의	사인물,	디지털	텍스트들은	획일적이고	반복적이다.	그래서	그래피티가	사회화되지	않은	것처

럼	보이며	더	부정적으로	평가되는지도	모른다.	현대사회는	규격화된	틀의	미학을	아름다움이라	말

하며,	그래피티처럼	불특정하고	개성적인	양식에	대한	반감을	관념화하고	있다.	어쩌면	자유로운	글

자	변환이나	움직임,	그리고	자신만의	칼라는	정형화되지	않은	불건전성이라는	의미가	그래피티를	

더	자유롭고	순수하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래피티는	제도화되지	않은	순수성을	중심

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간직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피티를	좋아하는	젊은	층은	기성세대

1)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 정부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의 테러 공격 차단을 명분으로 2002년 2월부터 요르단강 서안에 건설 중인 장벽. 

총 건설비는 34억달러(약 4조원)에 달하며, 총연장 730km로 2004년 7월까지 약 200km 구간이 완공되었다.

2)   (가명)영국의 미술가 겸 영화 감독이다. 1974년에 브리스틀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이 되며, 그래피티 아티스트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음. 사회

문제, 전쟁, 권력에 대한 패러디 벽화로 알려지며 불법적 거리미술을 행한 명목으로 영국내에 지명수배를 받은 인물.

3)   (1958~1990) 비주얼 아트 스쿨에서 공부한 젊은 미술가인 헤링이 거리와 지하철, 그리고 도심의 언더그라운드 클럽에서 '그래피티 아트'를 발

견하고, 이 새로운 대안적인 미술환경의 매력에 끌린 그는 케니 샤프, 장 미셸 바스키아와 친분을 유지하며 전시회와 공연들을 함께 했다.

4)   (1960~1988) 낙서, 인종주의, 해부학, 흑인영웅, 만화, 자전적 이야기, 죽음 등의 주제를 다루어 비극적인 삶 속에서 생존의 본능이 번뜩이는 충

격적이고도 충동적인 작품을 남겼다. 팝아트 계열의 천재적 자유구상화가로서 '검은 피카소'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지하철과 거리의 지저분한 

낙서를 예술의 차원으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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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시하는	규격화된	틀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출하고	즐기는	그래피티에	대리	만족감

을	나타내는지도	모른다.

	꾸밈없는	낙서에서	익명성을	통한	자유로운	의사표현,	그리고	각각의	개성을	고스란히	담아	규격화

된	사회에	저항으로	대표되는	그래피티는	현대사회	속의	작은	일탈을	꿈꾸는	대중에게	울림을	전달

하고	있다.

한국 그래피티의 전개
	그래피티가	한국에	유입된	특정한	시기나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에	주둔한	미군부대	인근의	

거리	낙서를	통해	유입되었다는	설과	1990년대	힙합음악과	패션이	상륙하면서	자연스럽게	녹아들

어왔다는	설들은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실제적으로	증명되거나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근래에	힙

합과	대중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래피티의	자체적	유입	보다는	대중의	힙합문화	호

응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받아들임에	그	무게를	두고	있다.	즉	힙합이라는	문화가	갖는	4대	요소인	

D.J5),	M.C6),	B-BOY7),	Graffiti를	중심으로	홍대(홍익대학교	인근지역)라는	지역에서	발생한	문화가	발

전하여	자연스러운	문화	유입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로써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1990년대	대중음악의	폭발적인	보급과	힙합이라는	문화적	코드가	파생한	저변의	문화요소들은	문

화·예술에	걸쳐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나	홍대지역의	클럽(Club)문화,	1990년대	Rap8)과	D.J는	어설픈	수준에서	출발하지만,	젊은이들

이	자신들의	자유로운	정서를	표출하는	방식을	찾고	이를	즐기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클럽의	

입구와	벽면을	빼곡하게	채운	그래피티는	힙합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미지였으며,	인근지역

의	건물에	그려진	낙서들은	지저분한	흔적들이	아닌	친숙한	문화적	코드로	자리	잡았다.	또한	클럽

을	중심으로	마니아(Mania)적	패션과	양식들은	힙합이라는	문화에	필수적	요소로	유지되었으며,	그

래피티가	스스럼없이	받아들이는	것에	양질의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미국,	유럽과는	달리	한국의	그래피티는	독자적인	문화양식이라기보다는	부수적인	장식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한국에서	그래피티가	독자적으로	인식된	시기는	2010년	B-Boy의	세계

무대	수상	이후에	점진적으로	인식된	것이	사실이다.	오래전부터	B-Boy	댄스배틀과	같이	세계	그래

피티	작가들의	배틀(Battle)대회가	있었으며,	공식적인	활동의	무대가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국내의	

작가(Jay	Flow,	Artime	Joe)가	국제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발전한	것

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특히나	한국의	일반	대중에게	그래피티는	아직도	대중적	인지도

와는	별개로	힙합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적	요소로는	인식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저	배경,	혹은	

장식으로	치부되어왔으며,	독립적인	문화요소로	인식되지	못했다.		2013년	몬타나	코리아	아트	페스

티벌(Montana	Korea	Art	Festival,	2013.7.11.~7.14))로	잠시	주목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피티가	독자적

인	예술영역이나	혹은	문화적인	독립성을	갖기에는	대중적	시선은	차가웠다.	

	한국의	그래피티는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안팎의	짧은	시간동안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한국의	문

화적	수용태도에	대한	능동적인	자세에서	비롯된		마니아(mania)적	결과일지	모른다.	한국의	문화수

용에	대한	태도나	입장보다는	그래피티가	갖는	순수성에	매료되고,	그	매력을	우리식으로	표현할	줄	

아는	여유가	가져온	결과라고	본다.	특히나	짧은	시간동안	세계적인	주목을	이끈	원동력에는	B-Boy

와	K-POP의	세계적	환산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문화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한국적	해

석이	담긴	문화를	파급하는	입장에서	한국의	그래피티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경기도미술관의 그래피티 전시의 의의
	경기도미술관은	2014년	7월	한국의	그래피티를	소개하는	전시를	통해	그래피티가	갖는	여러	가지	

양식과	의미들을	이해하고,	한국	대중문화	속의	그래피티가	갖는	문화적	요소에	대한	객관적	인식의	

계기가	될	전시를	준비하였다.	그래피티라는	제도권	밖의	예술이	미술관이라는	제도권	안에	전시되

고	관람객에	의해	예술	지표적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언제인가부터	미술관은	미

술의	제도권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으며,	미술관	내의	미술작품들은	암묵적인	관념의	보호

를	받는다.	

	생각해보면,	미술은	미술관	이전에	존재했다.	미술계	내의	제도들에서	미술이	무엇인지,	적어도	중요

한	미술이	무엇인지	규정하는	일은	역사적으로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현상이다.	또한	이러한	권력을	

통해	고급미술과	저급미술	사이의	구분,	즉	무엇이	대중미술과	대립하여	동시대	미술의	역사에서	가

치를	가지는가를	지시하는	구분이	만들어진다.	이	때문에	미술관의	승인된	공간	밖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	표현의	형태들은	가치	절하되고	무의미한	것이	된다.9)	이처럼	미술관은	제도권을	상징하는	

하나의	거대한	권력장이	되어	미술관내의	작품들을	보호하고	여타의	미술에	대한	제도권	밖의	미술

로	규정한다.	사실	그래피티가	미술관내에	진입한	것은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이	또한	미술관의	새

하얀	벽면을	내어주기	보다는	하나의	가벽을	세워	그래피티	작가들에게	그려지고	전시이후에는	폐기

되는	실정이었다.

	이번	경기도미술관의	그래피티	전시	또한	전시기간	이후에는	폐기될	것이다.	하지만	처음으로	미술

관의	권력의	상징인	새하얀	벽면을	작가들에게	내어주고,	작품이	완성되는	과정을	담아냄으로써	그

저	이벤트적	전시가	아닌	공간을	점령하는	전시로	기획하고자	한다.	어쩌면	그래피티	작가들에게는	

화이트	큐브(White	Cube)로	인식되는	미술관에서의	전시	그	자체가	미술권력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하지만	그래피티	작가들은	이러한	도전에	스스럼	없이	웃고	즐긴다.	그들이	행

하고	있는	그래피티라는	씬(Scene)을	좀	더	확장한	것이지,	제도권이나	권력에는	별다른	관심도	없

다.	이러한	그래피티	정신이	일정한	영역을	지키려는	여타의	예술과는	다른	그들만의	'놀이'로	인식되

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술에서의 성공은 관중(관람객)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미술은 다른 예술과는 다르

다.(중략) 우리가 보는 미술작품은 선택되어진 소수의 화가들의 작품만을 보고 있는 것이다. 소수 그룹

의 사람들이 전시를 기획하고 홍보하고 구입하며 미술작품의 가치를 성공을 결정한다. 이 세상에 과

연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진실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뱅크시-

	위의	말처럼	우리는	박제된	작품을	통해	감동이라는	미명	아래	규정화된	작품을	감상하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래피티	작가들의	작품은	거리에서	허물없이	관람객과	소통한다.	관람객이	낙

서라고	치부할지라도	적어도	꾸밈없이	순수하다.	거추장스러운	미학적	관념이나	설명도	없으며,	그저	

일대일의	화면이	존재할	뿐이다.	경기도미술관의	전시는	이러한	순수성을	최대한	보존하자는	의미에

서	작가들에게	공통된	주제도,	동시대	미술의	담론도,	현대미술의	이론적	의미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저	참여	작가들	스스로	즐길	수	있는	놀이터를	미술관으로	옮겨	자유로운	유희(遊戱)가	될	수	있

도록	하였다.	관람객	또한	이것도	예술인가,	낙서인가를	평가하기보다는	그들이	즐기고	있는	공간	속

에	그래피티	리듬에	집중하고	소통하기를	바란다.	이번	전시의	참여	작가가	한	말처럼	"누군가의	소

유가	되는	것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작업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이다.	그래피

티는	미술관의	공간에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예술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참여	작가들은	미

술관이라는	특정한	공간적	해석보다는	그래피티가	점령한	또	하나의	공간이라고	본다면,	경기도미술

관이	그래피티의	또	다른	성지로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벽은 그냥 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이다. 그걸 꼭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그래피티	작가들에게	거리의	벽은	캔버스이며,	도화지이다.	하지만	자신의	소유가	아닌	타

인의	소유이기에	그	면적은	언제나	제한적이다.	자신의	표현을	위한	일정한	공간을	소유한다는	것은	

종종	사회적	불법을	동반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제한된	공간,	시간과의	싸움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종종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은	그래피티	작가들	사이에서	테크닉10)(technic)으

로	비유되며,	일종의	레벨11)(level)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전시장의	그래피티	존은	이러한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파괴하고	작가	스스로	제한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한한	작품성을	표현할	수	

있게	하였다.	그	어떠한	스킬이나	레벨에	대한	의식	없이	제도권의	미술관이	제공하는	새로운	제도권

을	공급할	것이다.

	알타임	조(Artime	Joe),	매드빅터(Mad	Victor_Xeva,	Mad	Victor_Semi),	식스코인(Six-Coin),	제이	플

로우(Jay	Flow),	진스비에이치(Jins	B.	H.)는	제한되지	않은	전시장	공간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영역을	

확정할	것이다.	작가들	스스로	경쟁과	협력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하나의	거대한	그래피티	존이	형성

된다.	한	편으로는	그래피티	작가들에게	전시장의	벽면은	거리의	무한한	공간에	비하여	협소하고	비

좁다.	마치	야생의	생명체를	울타리에	가두어	놓은	상황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	울타리마저	자신들의	

영역으로	즐길	줄	아는	작가들은	거리의	마술사이며	관람객을	이끄는	스트릿의	Street	messiah가	될	

것이다.	그래피티	존은	살아있는	하나의	거대한	존재로	관람객에게	리듬과	움직임을	선사할	것이며,	

그래피티가	태생적으로	갖는	원초적	율동감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남을	것이다.

터널=성지, 그리고 새로운 성지 이것은 그래피티도 스트리트 아트도 예술도 아닌, 다른 어떤 행위다."

	서울	압구정에서	한강공원으로	진입하는	지하보도는	언제인가부터	그래피티의	성지로	명명되었다.	

국내의	그래피티를	한다하는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점령해야	하는	곳이며,	그곳에	자신의	작품이	오

랫동안	남는다는	것은	그래피티	세계에서	'전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주어진다는	뜻이다.	이것은	

그	누가	명명하지도	규정하지도	않은	그들만의	공간인	셈이다.	거리를	자유롭게	거닐며	자신만의	작

5)   Disc Jockey의 준말로 흔히,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디스코텍 따위에서 가벼운 이야깃거리와 함께 녹음한 음악을 들려주는 사람을 말함. 힙합문

화에서 D.J는 대중적인 음악을 댄스나 랩을 위해 편집하고 Mixing 하는 역할을하며, 클럽이나 가수의 음원을 프로듀싱하는 역할을 한다.

6)   Microphone Checker의 준말로 흔히, 마이크로폰의 지배자라는 의미로 힙합래퍼들이 자신을 칭할 때 사용한다.

7)   Breaking Dance Boy의 준말로, 힙합의 4요소 중 힙합음악의 리듬에 맞추어 현란한 동작을 추는 사람을 지칭함. 

8)   강렬하고 반복적인 리듬에 맞춰 읊듯이 노래하는 대중음악. 미국 흑인들이 양식화한 것이다.

9) 수잔 레이시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

10)   단 시간 내에 자신의 글이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통해 그래피티 스킬이라 칭하며, 그래피티 안에서는 Booming 을 자유롭게 하는 기술로 인

식된다.

11)   미국에서 시작된 그래피티의 스킬은 B-Boy의 댄스배틀과 같이 서로의 테크닉과 리듬감을 경합하는 양식이 있다. 이에 그래피티 문화 안에는 

그림을 그리는 기술, 속도가 일종의 대회처럼 우열을 가려 정해지는 레벨이 존재한다.

그래피티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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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만들어내는	그래피티	작가들에게는	다소	아이러니한	공간이다.	터널에	자신이	작품이	존재해야

만	자유롭게	거리에서의	그래피티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곧	이	성지(城地)에	자신만의	그래피티가	남

아야	한다는	성문법(成文法)과도	같은	것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작품이	덮어지고	새로운	작품이	만

들어지고	있는	진행형의	그래피티	공간이다.

	이번	전시에는	언제나	수직으로	서있는	벽면을	벗어나	천정과	바닥까지도	잠식할	수	있는	공간으

로	확장되며,	미술관이	제시하는	새로운	성지를	덮는	시간이	될	것이다.	터널에	참여한	4B,	NANA,	

Hong3,	Moz는	그래피티	존의	작가들과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전	공간의	작가들이	거대한	공

간을	잠식하는	협력과	독립성을	보인다면,	터널의	작가들은	서로에	대한	영역보다는	엉키고	섞이며,	

또는	흩어지는	이미지를	통해	다르지만	같고,	같지만	다른	어우러짐을	보여준다.	바닥에서	벽면을	통

해	천정까지	덮어진	그들의	이미지는	관람객으로	하여금	다음	공간에	대한	이끌림을	유도하며,	그래

피티가	갖는	양식중	하나인	스탠실12)(stencil)과	라인작업이	소개된다.	그래피티	같지만,	그렇지	않은	

현대미술의	한	부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다.

"거리의 예술은 거리에 남아 있어야 한다."

	그래피티는	'길거리'라는	특정적인	장소	상황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며,	관객과의	원활한	접근성을	통

해	시각적인	메시지로서	역할한다.	관람객(거리의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은	길

거리미술인	그래피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대중들로부터의	공감은	주류에	

있던	예술관계자들을	통하여	비주류	예술	취급을	받던	그래피티	아트를	갤러리와	대형	미술관의	길

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는	2010년	뉴욕(MOMA)과	LA의	대형	프로젝트	전시로	

기획되었으며,	세계적으로도	그래피티가	단순한	길거리	낙서가	아닌	예술	영역으로	진입	가능한	분

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그래피티가	미술의	제도권	영역에	진입하기	이전에	자본주의	시스템의	마케팅과	디자인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미	1990년대	세계적인	힙합문화를	

선도하는	패션업계와	스포츠	브랜드에서는	그래피티가	아주	유용한	전략으로	존재한다.	특히나	힙합

문화를	표방하는	그래피티는	힙합	패션의	태동기부터	스포츠웨어와	접점을	형성하는데,	힙합과	스

포츠의	역동성과	활동성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며,	유명	힙합뮤지션의	의상과	함께	폭발적인	호응을	

얻게	된다.	사실	그들의	패션은	대중을	위해	연출되었다기보다는	실제	거리의	그래피티	작가나	애호

가들의	평상복	차림을	그대로	무대에	옮겨놓은	것이다.

	비록	힙합	패션이	상업적	이미지와	함께	발전한다는	것이	비록	미국	사회	아프로-아메리칸들의	현실

을	은폐하기	위한	정치적	담론이었다고	하더라도	멋진	것을	갈구하는	사람들의	욕망은	힙합	패션에	포

함된	저항적·반항적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이다.	그래피티가	표상하는	저항적	문구와	이미지로	덮어진	

티셔츠하나에	사람들은	대리만족을	하며,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거리에	낙서된	

그래피티	전도사이며,	건물의	벽을	대신하는	것과	같다.

	이번	전시의	스트리트	존은	이러한	힙합으로	상징되는	그래피티가	실제적으로	재현되는	공간을	조

성함으로써	살아있는	그래피티라는	것과	그래피티가	존재하는	영역에	대한	상징성을	담고	있다.	공

사장	팬스에서	공중전화부스,	그리고	소비된	몬타나	스프레이는	그래피티가	보여주는	거리,	즉	실제	

소비되고	있는	거리를	보여준다.	일본의	이마원(IMAONE),	딤즈(DIMZ),	스피브(Spiv)는	자유로운	거리

의	오브제를	활용한	그래피티를	선보인다.	특히나	그래피티	존의	파노라마	형식의	작품들과는	달리	

거리의	기물	자체가	그래피티	작품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실제적	거리에서	숨을	쉬고	

있는	그래피티를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피티 배경에서 그래피티의 중심이 되다."

	그래피티는	세상의	모든	물건을	'힙합스러운',	혹은	'힙합인'	것으로	무장시킨다.	단순한	물건에	그래

피티가	그려진	순간	더	이상	흔한	물건이	아닌	힙합을	즐기는	전사가	되게	한다.	그러한	양식은	왠지	

힙합스러운	양식이	되고,	그	물건을	소유한	사람은	타인과는	구별되는	개별성을	갖게	된다.	힙합문화

를	좋아한다면	그래피티가	그려진	혹은	만들어진	물건을	가져야	할	것	같은	생각마저	들게	한다.	현

대의	자본주의는	판매의	대상을	찾는	단계에서	생산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이제는	상품이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사람이	상품에	맞추어진	양식을	갖는다.	특히나	역동적이고	독창적인	이미지를	

갖는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에	빠지지	않는	것이	그래피티	양식이다.	거리를	상징하고,	거리의	주인인	

현대인에게	그래피티는	그	이상의	만족감을	담아낸다.	

	현대의	그래피티	작가들은	이러한	요구에	충실한	디자이너이며	동시에	기획자가	된다.	획일적으로	

생산된	제품에	작가는	자신만의	태킹과	패턴	그리고	이미지를	무장시켜	상품이	아닌	예술품으로	탈

바꿈시킨다.	그들은	현대미술의	상업적	편견이나	예술적	가치평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실제로	그라피

티를	느끼고	함께	할	방법에	대한	고민이	우선적이다.	그래서	현대미술보다	더	노골적으로	상품에	자

신들의	이미지를	접목하며	스스럼없이	즐겨	사용한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카텔크리에이티브(catel	

creative)는	그래피티	작가들에게	기업적	이미지보다는	그래피티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인식되

며,	상품적	가치를	그래피티	중심의	사용자에게	전담하는	역설적	자본주의	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

다.	소수의	마니아를	위한	출발이	기업의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그래피티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소수의	사용	목적이	대중적인	편의로	

발전한	단면을	보여준다.	단순한	벽의	낙서를	위해	제작된	스프레이라면	분사의	압력이라던지	혹은	

칼라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	문제이다.	결국	이는	그래피티가	낙서가	아닌	스스로를	알리는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표현의	다양성을	위한	고민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즉	그래피티는	더	이

상의	낙서가	아닌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화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반증(反證)으로	증명하고	

있다.

	2014년	7월	경기도미술관의	"거리의	미술_그래피티	아트"전시는	그래피티가	단순한	유희적	문화라

는	것에서	출발하여	예술의	한	장르로	분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상징적	전시이며,	동시에	미술관이

라는	제도권	공간이	제도권을	버리고	거리의	미술을	수용하는	태도를	단적으로	엿볼	수	있는	전시이

다.	이는	그래피티가	특정한	공간에만	존재해야	한다는	인식을	넘어서	동시대	문화적	가치로	인식되

어야	한다는	전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	논지와	더불어	부정적	사회인식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래피티는	여전히	그저	낙서로,	거리의	골칫거리로	남게	될	것이다.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다양한	표

현방식을	동반한	그래피티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래피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대중들의	

이해도가	필요하다.	경기도미술관의	전시가	이러한	대중과	그래피티	작가들의	소통의	시간을	갖는	

상징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12)   디자인기법의 한가지로 종이에 어떤 물체의 모양을 그린 다음, 그 그림 부분을 잘라내어 구멍을 뚫고, 그 위를 잉크나 그림물감을 묻힌 롤러

(roller)로 문질러서 물체 모양을 표현하는 방법. 연속적인 무늬를 표현할 수도 있다. 한편 잉크나 그림물감 대신 크레용을 사용하기도 하며, 또

는 종이 위에 쇠그물을 놓고 잉크나 그림물감을 뿌리는 브러싱(brushing) 기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스트리트 존

아카이브 존



1716

Development of Graffiti Art 

In 2002, the FIFA World Cup Korea-Japan was holding its grand openings, 

driving people all around the world into a festival of wild excitement and 

enthusiasm. Everyday foreign news reported an incredible ardent street 

cheering by the Korean 'Red Devils', and the legend of reaching the semifinals 

of the Korean football team gave all the people a huge shock further abroad. 

However, they did not show any concern in a silent shock occurred in a country 

on the opposite side of the planet at the same time. In the West Bank (Palestinian 

territory) appeared the Israeli 'Separation Barrier (2002-2004)1)', the various 

barriers which acknowledged the start of anti-human action. Afterward this affair 

was known by a graffiti writer, and ironically recorded as an incident of making 

the writer a world star. Accusing of ideological conflicts, ethnic differences and 

vanity of capitalism with a spray paint on the separation barrier, the writer asked 

the whole world what we should think by means of simple images and text. 

The writer is 'Banksy2)', a United Kingdom-based graffiti artist, known as a street 

artist or documentary film director. He conveys his voice through graffiti on the 

street, thereby continuing to conduct performing arts to make us think what we 

should be concerned for and act in society. Expanding the stage to the world 

after working in Palestine, he also tells stories of social ills and capitalism's 

maladies through parodies, text, stencils and Sticker Arts. 

In fact, such graffiti art was written by a number of street artists before Banksy, 

but it seemed to ruin urban scenery as mere 'scribbles on the street'. Beginning 

with Banksy, however, Graffiti Art received plenty of people's interest, graffiti 

writing was understood, and finally it seized an opportunity to be perceived as a 

field of arts. Even Keith Haring (1958~1990)3) and Jean Basquiat (1960~1988)4) 

defined their modes of expression by their earlier graffiti works, and argued 

that it was graffiti inherited from the most primitive form of scribble in a modern 

sense.  

Although scribbles date back to prehistoric cave paintings for its origin, it is 

a simple but elemental expression behavior as not very grandiose scribbling 

by the human's basic mode of expression. Instead of analyzing the meaning 

of graffiti from an art historical perspective, or evaluating whether graffiti is 

scribbles on the street or art compared to human's basic expression behavior, 

we should focus on the stories which they want to tell to the public through the 

walls on the street. 

The exhibition of Art in the Street in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in 

2010 established graffiti as a genre of Street Art. It was a show that writing and 

images recognized as mere scribbles on the street contained artistic values, 

and a host of graffiti writers including Banksy separated and characterized their 

expression modes with writing and images filling the museum. Employing the 

streets around the museum rather than providing a gallery of the museum's own 

territory can be seen a limitation of the exhibition, however. Urged by Street Art 

in Tate Modern in Britain in 2008, graffiti took a turning point to be accepted as 

public art, which was not scribbling on the street any more.  

Since then, a number of graffiti writers have studied how to send messages 

friendly to the public through an attempt to get out of scribbles on the street 

across the whole society. As a consequence, graffiti has actively developed 

by advertisement with sports companies, album jacket designs with popular 

musicians, or integration with fashion. This is caused from graffiti's origin that 

being settled by Hip-Hop of a popular culture code can change to a liberal 

mode, which is different from defined arts. Hip hop culture is an American public 

culture, born in the Bronx in America during the 1970s, and grown among black 

youth in New York and LA and Latino society. At that time, graffiti was a sign to 

represent a gangster's territorial mark or Letter=Text in a free sense of rhythm 

with peculiar rhythmic beats, hereby making its own tacking to demonstrate 

itself. After that, it has been classified as the current street art, advancing into a 

code to symbolize hip hop culture and expanding from America to Europe. 

Meanwhile, graffiti took a groundbreaking turning point through this technical 

development as Montana spray paint of graffiti was invented in Barcelona, 

Spain in 1994. The spray paints prior to Montana spray had stationary pressure 

and only about ten colors, and accordingly had limits in boldness and colors of 

letters (text). Montana spray paint, however, is sub-divided into more than one 

hundred colors, the degrees of pressure and gloss to make available for a full 

range of expressions. Spray nozzles are fully diversified to control the size of 

paint particles or the extent of spraying. As a result, graffiti has been segmented 

from simple letters to realism, characters and abstract. 

Coupled with technological development, graffiti realizes the image imagined 

by writers, and furthermore starts to extend the depth of expression. Graffiti 

without limits of expression now requires the depth of writers' personal thinking 

and consciousness, and their eyes become the driving force to the subject 

expansion from themselves to society, from society to the public.  

Primarily, graffiti is defined as Street Art with the opening of a 2010 exhibition 

of <Art in the Street> in New York and LA. But it does not accept any definition, 

principle or art historical significance yet. Graffiti just remains among people 

who enjoy it, sometimes who like scribbling while walking on the street, who 

are artists in hip hop culture, and who are satisfied not with art and recreation 

but with action. Thus the public who looks at the current graffiti might be 

confused like students who face the question without the answer and distract 

their eyes from it at the same time. Perhaps graffiti is projected naturally within 

our perception, but we do not feel to take its substance out necessarily. It is 

because it is graffiti that we enjoy rather than disclosing to appreciate. 

Scribbling? Art?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whether graffiti is anonymous scribbling or art in 

terms of styles. Especially, it is an issue to consider it within contemporary art 

which defines graffiti as Street Art once at least. 

It is dualistic to explain such graffiti art largely in its approach. Firstly, it is 

unlimited anonymity of graffiti. It involves a great deal of meaning as a liberal 

Ki-Young Choi
Curator	of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1)   As a young artist studied at the School of Visual Arts, Haring has discovered 'Graffiti Art' on the street, subways and underground 
clubs in downtown. Attracted by this new alternative art environment, he maintained friendship with Kenny Scharf (1958~) and 
Jean-Michel Basquiat, hosting exhibitions and performances together. 

2)   He left shocking and impulsive works which flashed an instinct for survival in a tragic life, dealing with scribbles, racism, anatomy, 
black heroes, cartoons, autobiographical stories, and death. Called as 'Black Picasso' of a gifted liberal figurative painter, he is 
acclaimed for sublimating pop art's subways and messy doodles on the street into an artistic dimension.  

3)   As a young artist studied at the School of Visual Arts, Haring has discovered 'Graffiti Art' on the street, subways and underground 
clubs in downtown. Attracted by this new alternative art environment, he maintained friendship with Kenny Scharf (1958~) and 
Jean-Michel Basquiat, hosting exhibitions and performances together. 

4)   He left shocking and impulsive works which flashed an instinct for survival in a tragic life, dealing with scribbles, racism, anatomy, 
black heroes, cartoons, autobiographical stories, and death. Called as 'Black Picasso' of a gifted liberal figurative painter, he is 
acclaimed for sublimating pop art's subways and messy doodles on the street into an artistic dim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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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on within hip hop culture. Apart from hip hop culture within the 

liberalistic system, however, a wide range of styles appear even in a socialist 

state or other regions which have no idea about hip hop culture through 

scribbling of the basic device. This is possible because the meaning of 

scribbling itself is not to draw heavy artistic discourse but a direction of liberal 

expression and it holds an unusual attraction of anonymous message delivery. 

Since ancient times, hand-written posters for anti-government messages or 

scribbles to criticize kings during the monarchy have brought the changeover of 

sympathy and awareness. Heroes/heroines in films also represent themselves 

through their own marks and signs. As a matter of fact, there have been actions 

to send a number of messages with their own marks in history. The reason 

is that the action of scribbling has infinite anonymity, which is magic to make 

inexorable expressions possible. Although anonymity in contemporary art is not 

a very important virtue, it is a deviant behavior in an oppressed and formalized 

society that surpasses artistic areas with scribbling at least. 

Writings on the picket of a protester in front of a tank and anonymous scribbles 

on the street in 1986 Tiananmen Square massacre make no difference in the 

weight of their meanings. It may be just a gap whether anonymity is lost or 

remains while the symbolism of the meaning is same. The object of candlelight 

rallies at Seoul Plaza is not very different from the meaning of scribbles of MB 

OUT on the wall of the Gwanghwamun Gate written by a person unknown. 

There are different behavioral styles only. 

Likewise, scribbles would have the meaning of the same mode subject to 

anonymity i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They may well remain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voice which does not claim to stand for officially. It should 

be focused on that graffiti is a new concept of scribbles transformed into an 

extremely personal way, adding its own movement (rhythm) and colors to this 

concept of scribbles. 

Secondly, it is non-uniformed individuality of graffiti along with anonymity. A 

person's individual handwriting has independent individuality even if it does not 

take an example of graffiti. Not handwriting but his/her own unique handwriting 

does exist in the world. Today, however, mechanized typewriters, signboards 

on the street, digital texts are monolithic and repetitive. Because of this, graffiti 

might not appear to be socialized and evaluated negatively. In contemporary 

society, aesthetics of standardized formality is called beauty whereas hostility 

toward non-specific and distinctive styles like graffiti becomes ideological. 

Maybe liberal letter conversion or movement, and the meaning which his/her 

own color is unstructured unsoundness make graffiti liberal and pure all the 

more. Hence, graffiti suggests the possibility storing his/her own style based on 

deinstitutionalized purity. Young people who love graffiti might show vicarious 

satisfaction in graffiti which displays their feelings frankly and give them joy 

rather than standardized formality produced by the older generation.  

Socially rebellious graffiti which is standardized, including free expressions of 

opinion by way of anonymity and every personality fully from artless scribbles 

imparts a small echo to the public who dreams a small lapse in contemporary 

society. 

Development of Korean Graffiti 

Any certain period or event does not exist as graffiti was introduced to Korea. 

There are a rumor that it was brought into through street graffiti near American 

Army bases stationed in Korea, and another that it came along when hip hop 

music and fashion landed in Korea in the 1990s. However, neither was proved 

in practice and suggested the grounds. Recently, researchers who study hip 

hop and the popular culture concentrate on spontaneous adoption responding 

to hip hop culture instead of flowing of graffiti itself. That is, characterized by its 

four distinct elements of D.J5), M.C6), B-Boy7), and Graffiti, a culture originated 

from the Hongdae region (the surrounding area of the Hongik University) has 

developed. Whatever the reason, stemmed from explosive dissemination of 

popular music and a cultural code of hip hop in the 1990s, cultural elements on 

the base are kept on continuously across culture and arts even now. 

Although a Hongdae club culture, Rap8) and D.J in the 1990s set off in an 

inadequate level,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hat young people began to find 

how to express their liberal emotions and enjoy them. As graffiti completely 

filling the entrance and walls of a club is a familiar image to those who go for hip 

hop, scribbles drawn on buildings nearby are not established as messy marks 

but as a friendly cultural code. Besides, maniac fashion and styles on the basis 

of clubs have become essential components to hip hop culture, which could 

afford the quality foundation for the things graffiti accepts without constraint. 

Unlike in America and Europe, however, graffiti in Korea is more of collateral 

decoration than an independent cultural style. In fact, it is true that graffiti in 

Korea was gradually recognized after B-Boy was awarded in the world stage in 

2010. It has been a while since there have been graffiti battles like B-Boy dance 

battles alongside its official arena. Surprisingly, it is not acknowledged that 

graffiti's influence has developed to the extent that domestic writers such as Jay 

Flow and Artime Joe are commissioned to be members of the judging panel for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s. Apart from the public visibility, notably, reality is 

that the public do not understand graffiti as a cultural element representing hip 

hop culture. It has been simply regarded as the background or decoration and 

not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cultural element. Despite the fact that graffiti 

instantly received attention by 2013 Montana Korea Art Festival (11 ~ 14 July 

2013), the public's sight was too cold for graffiti to have its own artistic area or 

cultural independence. 

Korean graffiti has gained global attention in a rather short time period of 

twenty years. It may be a maniac outcome derived from an active attitude 

about Korean cultural acceptance. It is believed that this has come from being 

fascinated by purity of graffiti rather than the attitude or position of Korean 

cultural acceptance, and from understanding of how to describe the charm in 

our manner. Particularly, the global proliferation of B-Boy and K-Pop cannot be 

ignored in the motive of attracting the global attention during such a short time 

period. Now, from an angle of adopting the culture, from an angle of spreading 

the culture embodying Korean interpretation, it is essential to view Korean 

graffiti more objectively. 

The significance of the Graffiti exhibition in the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The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Gyeonggi MoMA) hosts an exhibition 

to introduce graffiti for an understanding of its various styles and meanings, 

which would be an opportunity to perceive its cultural elements objectively in 

the Korean popular culture. It is amazing that Graffiti Art outside the systems is 

displayed inside the systems of an art museum and evaluated as an art index 

by the audiences. At some point, an art museum has been established as a 

symbol of the art system, and thereby artworks inside the museum are under 

implicit protection. 

On reflection, art has existed long before a museum was born. It is a relatively 

5)   As the abbreviation for Disc Jockey, commonly it is a person who plays recorded music with small talks in radio programs or 
discotheques. Hip hop DJs not only edit and mix pop music for dance or rap, but they also perform music producers for clubs or 
singers. 

6) Short for Microphone Checker, it is used by hip hop rappers to call themselves as the meaning of a microphone master. 

7) As the abbreviation of Breaking Dance Boy, it is a dancer with flashy moves to the rhythm of hip hop music. 

8) It is popular music spoken or chanted rhyming lyrics to the intensive, repetitive rhythm. It has been stylized by African Americ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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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phenomenon to define what art is, at least what an important art is within 

the systems of the art world in history. Besides, such authority makes a division 

between highbrow and lowbrow art, that is, a division to indicate what is against 

public art to hold merit in the history of contemporary art. For this reason, the 

forms of cultural expressions outside the approved space of an art museum 

become devaluated and insignificant.9) Likewise, being a place for authority 

standing for the systems, an art museum protects artworks in the museum and 

defines other arts as outsiders of the systems. As a matter of fact, it was only a 

few years ago when graffiti made an inroad into the museum. Rather than the 

white wall of the museum provided, just partitions were set up for graffiti artists 

to draw and discarded after an exhibition was finished.

This graffiti exhibition of Gyeonggi MoMA would also be eliminated when it 

ends. Instead of being a temporary event exhibition, however, it would occupy 

the whole exhibition space, capturing the process of completing the works as 

the museum provides the white walls which is a symbol of the museum power. 

Perhaps it implies that the exhibition itself can be a challenge to the art power 

in the museum where is perceived as White Cube by graffiti artists themselves. 

Yet the artists laugh and have fun familiarly with this challenge. They have no 

concern in the systems or power since the exhibition is a mere extension of 

graffiti scenes which they have already carried out. Here lies the reason why 

the spirit of graffiti is understood as their own 'recreation' different from other 

arts which try to keep their certain territories.

Art is not like other culture because its success is not made by its audience. (ellipsis) 

The Art we look at is made by only a select few. A small group create, promote, 

purchase, exhibit and decide the success of Art. Only a few hundred people in the world 

have any real say.

-Banksy-

As the above quote, we may have watched artworks defined under the name 

of impression through stuffed ones. So, works of graffiti writers communicate 

socially with the audience on the street. Although he/she dismisses them as 

scribbles, they are unartfully pure at least. They have neither cumbersome 

aesthetic notion nor explanation, but one-to-one picture planes only. In a sense 

of preserving such purity, the exhibition of Gyeonggi MoMA did not present a 

common subject, discourse of contemporary art, and theoretical significance 

to the writers. A playground where participating writers can enjoy themselves 

has just been moved to the museum to have fancy free amusement. Moreover, 

the audience is expected to focus on and communicate with graffiti rhythm in 

the space of enjoying, rather than judging whether this is art or scribbling. As a 

participating writer of this exhibition says, it is the biggest meaning to carry out 

working in a place where does not belong to someone but can be seen by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Graffiti may be an art which is impossible to be limited 

in the space of an art museum. Nonetheless, if participating writers considered 

the museum as another space conquered by graffiti instead of specific spatial 

interpretation, Gyeonggi MoMA would remain as another shrine of graffiti.  

A wall is not just the wall but other people's idea. You do not have to 

accept it. 

Most graffiti writers treat a wall on the street not just as a canvas but as 

drawing paper. Yet its dimensions are always restrictive because it does not 

belong to them but to others. To own a certain space for their expression is 

often accompanied by social illegality. Therefore, they have a constant battle 

with limited time and space inevitably. Sometimes a time and space limit is 

compared to technic10) and becomes the norm to distinguish a kind of level11). 

Graffiti Zone in the exhibition hall destroys such as time and space limit for the 

artists themselves to express boundless quality of work. Without being aware 

of any skill or level, this exhibition will offer a new system by the museum within 

the systems. 

Artime Joe, Mad Victor_Xeva, Mad Victor_Semi, Six-Coin, Jay Flow, and 

Jins B. H. will appoint their own territories, using unlimited gallery space. 

An unexpected huge graffiti zone will be shaped by their competition and 

collaboration. Then again, the walls in the gallery space are rather narrow and 

small compared with limitless space on the street. It might be the situation as if 

wild creatures were confined to a fenced enclosure. Nevertheless, the writers 

who can enjoy the fence as their territory would be magicians on the street 

and street messiahs leading the audience. Graffiti Zone will present rhythm 

and movement, and remain as the space to show an elemental rhythmic sense 

intrinsic to graffiti. 

Tunnel=Shrine, and a New Shrine 

This is neither graffiti/street art nor an art, but a certain action. 

The underground passage going into the Hangang Park from Apgujeong-dong 

in Seoul has been named as a shrine of graffiti for some time. It means that it 

is a place to be occupied one day by those who perform graffiti in Korea, and 

they are qualified enough to be 'a legend' in the graffiti world when their works 

stay there for a long time. This is their own space where nobody has called 

and defined. It is rather ironic space to graffiti writers who walk freely around 

the street to produce their works. The meaning that graffiti is freely available 

on the street only when their works exist in the tunnel equals the statute law 

that their own graffiti should be left in this shrine. It is on-going graffiti space as 

someone's work is covered and a new work is produced even now. 

This exhibition will expand the space enough to make inroads into the ceiling 

and floor out of walls which always stand vertically, and be the time to cover a 

new shrine suggested by the Museum. 4B, NANA, Hong3, Moz who participate 

in Tunnel propose a different potential from other writers in Graffiti Zone. 

Whereas the writers of the prior space reveal cooperation and independence 

eating into enormous space, those in Tunnel demonstrate being tangled and 

mixed, different but same, or same but different harmony with scattering 

images, rather than territories for one another. Their images covering from the 

floor through walls to the ceiling lead the audience to the next space, where 

stencil12), one of graffiti styles and line work are introduced. They will show a 

possibility to be recognized as a part of contemporary art which they seem to 

be graffiti but they are not. 

Street Art should stay on the street. 

Graffiti is performed with a specific place of 'street' in the background, and acts 

as a visual message through smooth access to the audience. The formation 

of sympathy through communication with the audience (a citizen on the street) 

has become an impetus to graffiti of street art to be maintained continuously. 

Sympathy from the public led the way for graffiti which was treated as a 

fringe art by art-related people in the mainstream to galleries and large scale 

Graffiti Zone 

9) Suzanne Lacy (1945~), 『Mapping the Terrain: New Genre Public Art』

10)   It is called graffiti skill since graffiti artists write/draw their own writing or pictures in a short time, which is recognized as a skill to 
conduct bombing (Booming) freely in graffiti.

11)   Starting in the United States, graffiti skills have a pattern to compete techniques and a sense of rhythm each other as B-Boy 
dance battles. Like a kind of competition, accordingly, drawing skills and speed determine the level discriminating between 
merits and demerits in graffiti culture. 

12)   It is one of design technologies: draw a shape on paper, cut out the drawing to make a hole, rub it with a roller coating ink or paint 
to depict the shape. It is able to describe running patterns. Sometimes crayons instead of ink or paints are used, or employed 
are brushing stencils which spray ink or paint on paper placing wire gauze on it. 

Street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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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s. Consequently, it was organized in a big project exhibition at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and Los Angeles in 2010 and realized not as 

simply scribbles on the street but as a genre which could enter the art domain. 

We have to take notice, however, that it has had a profound effect on marketing 

and design of the capitalism system before graffiti entered the systems of art. 

In the 1990s, graffiti was a very useful tactic in the fashion industry and sports 

brand which led the global hip hop culture. In particular, graffiti advocating hip 

hop culture forms a nexus with sportswear from the embryonic stage of hip 

hop fashion: the dynamics and activity of hip hop and sports have the same 

objective. As a matter of fact, graffiti with clothing of famous hip hop musicians 

has won an explosive response. Instead of being presented to the public, their 

fashion is casual clothing of graffiti writers or their enthusiasts which has been 

moved from the street to the stage. 

Although it is a political discourse that hip hop fashion developed with a 

commercial image to conceal the reality of Afro-Americans in the American 

society, people's desire to long for something cool consumes the resistive, 

defiant image included in hip hop fashion. People get substitute gratification 

from a T-shirt covered with a defiant phrase and image signified by graffiti: 

striding down the street itself is that they are missionaries of graffiti scribbled on 

the street and replace themselves for the walls of a building. 

Creating the space where graffiti represented by hip hop is reproduced in 

practice, Street Zone in this exhibition embodies live graffiti and symbolism 

about the territory where it exists. The fence in a construction site, a public 

telephone booth, and consumed Montana spray demonstrate the street shown 

by graffiti, the street which is really consumed. IMAONE, DIMZ, and Spiv from 

Japan introduce graffiti employing free objects on the street. Unlike panoramic 

works of Graffiti Zone, they specially adopt a way of delivering graffiti which 

actually breathes on the street, displaying the process of transforming goods on 

the street into graffiti work. 

Graffiti takes up the central place in the graffiti background. 

Graffiti arms everything in the world with something 'hip-hoppish' or 'hip-

hoppy'. At the moment when graffiti is drawn on an ordinary thing, this one is 

not common anymore but turns to a warrior which enjoys hip hop. Somehow 

such a style becomes hip-hoppish, and has individuality to tell the owner of 

the thing from others. It makes us think to possess a thing with graffiti drawn or 

produced if we love hip hop culture. Contemporary capitalism has developed 

from the stage of finding sales targets to that of producing. Now, it has styles 

which people are made to the products rather than the latter waiting for the 

former. Especially, it is graffiti styles that do not fall into marketing strategies of 

enterprises with dynamic and creative images. To contemporaries who refer to 

the street and its owners, graffiti captures a further satisfaction. 

Contemporary graffiti writers become designers as well as planners faithful 

to this demand simultaneously. They arm the goods manufactured uniformly 

with their tagging, pattern and images to transform into artworks. They are 

concerned with how to feel and share graffiti over commercial prejudice 

or artistic value assessment of contemporary art. That is why they enjoy 

marketing their own images in the goods without difficulty more obviously 

than contemporary art. Cartel Creative in this exhibition is realized as a 

community living together with graffiti rather than a corporate image to the 

writers, and has appearance of paradoxical capitalistic corporate which delivers 

commercial value to graffiti-centered users. Its beginning for a few manias 

affords systematic and methodical production through an enterprise system to 

provide a spur to the development of graffiti. This presents that the purpose of 

the minority's use has developed into popular convenience. If spray is made 

for mere scribbling on walls, it does not have to consider its injection pressure 

or a diversity of color. Ultimately, if this is regarded as a way to acknowledge 

graffiti itself that it is not scribbling, it results from a question for a wide variety of 

expression. In other words, it proves that graffiti is not scribbling any longer but 

a part of our contemporary culture with contrary evidence. 

In July 2014, Art on the Street_Graffiti Art of Gyeonggi MoMA is a symbolic 

exhibition to show the process directly that graffiti is specialized into a genre of 

art, starting from a mere playful culture, and at the same time the attitude that 

an art museum of institutional space renounces the systems to accept street 

art. This premises that graffiti should be regarded as contemporary cultural 

value beyond an idea which it should stay in a specific space. If negative 

social perception together with positive arguments is not changed, graffiti will 

remain just as scribbles, a nuisance on the street. Accompanied with liberal 

expressions of opinion and a wider range of expression methods, graffiti 

requires an understanding of the public for their objective view to communicate 

with them. It is expected that the exhibition of Gyeonggi MoMA would be a 

symbolic opportunity to have time for communication between the public and 

graffiti writers. 

Archiv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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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타임조

Artime Joe

While carrying on graffiti for full thirteen years since 2001, I have got 

sympathy and pride for the culture I belong engraved deeply in my heart. 

Some people around me have left their own culture for an ordinary life 

because of a worry in difficult circumstances, their oncoming years or 

the future, and others have transferred to the area which would solve 

financial problems. Someone has talked about graffiti as if it were a 

culture of the moment when young, and another has claimed to head for 

a more valuable or public culture. As the stance being still here, however, 

I understand their changes sometimes and feel an ambiguous emotion 

like betrayal other times.  

From this, I simply made up a piece of writing to represent myself with 

its feelings one day. This was just written as ‘The Graffiti Writer’, which 

is a common description with the meaning of ‘one who does graffiti’ used 

usually by those who did graffiti once in America and Europe as its root. 

However, this is the word which urges self-respect to the title from my 

colleagues who have conducted graffiti in this country for a long time, as 

well as which shouts at me. 

This large scale of graffiti exhibition is not held in Korea until full thirteen 

years have passed. Still what I want to say is graffiti charm, and the pride 

and confidence of a culture which I have done. While Banksy in Britain 

depicts humorous expression and resistance, and a cry for freedom in 

his every work, what I want in Korea of a barren land in terms of graffiti 

seems to be an understanding of expressive and cultural diversity. 

Graffiti is my only and most favorite culture, and being a graffiti writer is 

the reason of my happiness all the time. 

2001년 부터 만 13년의 시간동안 그래피티를 해오며 마음속 깊게 다져진 내가 속한 문화에 대

한 연민과 긍지가 생겼다. 주변의 혹자는 어려운 환경으로 또는 늘어가는 나이나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자신의 문화를 놓고 일반적인 삶속으로 들어가기도 했고, 혹자는 금전적 고민들이 해

결될 분야로 환승하기도 했다. 누군가는 그래피티가 젊은 한 때의 문화처럼 얘기하기도 했으며 

더 가치 있는 또는 대중적인 문화를 향해 떠난다고 했다. 여전히 나는 이곳에 있는 입장으로써 

그들의 변화가 이해되기도 했고 가끔은 배신감과 비슷한 모호한 감정을 갖게 되기도 했다.

어느 날 나는 그로부터 소유된 감정들을 대변하는 나를 표현하는 글을 간단히 만들었는데. 이

것은 단순하게 'The Graffiti Writer'라고 적어냈다. 그래피티 라이터라는 말은 저 바다건너 이 문

화가 시작된 미주, 유럽에서는 그저 그래피티를 한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무난히 쓰는 '그래피티

하는 사람' 이란 의미이며 흔한 표현이다. 허나 이 땅에서 오랫동안 그래피티를 해 온 동료들에

게 이 칭호에 대한 자존심을 종용하는 말이며 나 자신에게 외치는 말이기도 하다.

만 13년이 지난 후에야 대한민국에서 이런 대규모의 그래피티 전시가 생겼다. 내가 관람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아직도 그래피티의 매력일 뿐이고 내가 해온 문화의 자존심과 자신감일 뿐이

다. 저 멀리 영국의 뱅크시가 작품마다 이 세상에 대한 해학적 표현과 저항, 자유를 향한 외침을 

표현하고 있다면, 여전히 불모지인 한국에서 내가 바라는 것은 표현과 문화의 다양성에 관한 이

해일 것 같다. 그래피티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단 하나의 문화이며 그래피티 라이터라는 것이 

늘 내 행복의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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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드빅터 제바

Madvictor_XEVA

"제 작품세계는 인간(人間)의 다면성에 대해 고민합니다." 

사람들의 희로애락(喜怒哀樂)이 담긴 표정들은 그 인간이 가진 내면을 모두 다 얘기하지 않는

다. 때로 아름답게 포장을 하거나 비열하게 숨기거나, 혹은 말해야 할 진실들을 말하지 않는 경

우가 많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민한다. 이것이 진정한 내 모습인지, 혹은 타인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인간들은 그런 인간들을 비난하기도, 때로는 칭찬하기도 한다. 이런 인간 혹은 개인은 

곧 사회로 나가 그룹을 만들고 세상을 만든다. 그렇게 큰 무리(group)가 되어 새로운 힘이 생기

고 그 힘은 사회(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런 양면성은 혹은 다면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혹은 이 도시를) 힘들고 지치게, 또는 진

실 되지 않게 움직이고 있다. 깊이를 잃어버린 미디어들은 사람들, 혹은 무리들(group)의 표면적

인 면만 가지고 기사화하고, 언론 또한 마찬가지이다. 보여 지는 것에 대해 익숙해진 현대사회는 

성형중독 등 각종 새로운 병들을 낳고 그것은 곧 사회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해, 이러한 사회문제, 

도시의 중심에는 우리가 있고, 개개인의 그런 진실 되지 않는 사회생활(도시생활)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병들고 파괴된 구조의 사회를 만들어 버렸다. 오히려 진실된 말, 그리고 착하

게 사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사회, 도시가 되었다.

이번에 작업하게 되는 neighbourhood는 나의 주변사람들을 탐구하고 그들의 내면이 담긴 표

정들을 회화적으로 표현하며, 가장 가까운 나의 neighbourhood는 나를 대변하는, 또는 사회구

성원의 일원으로 현시대를 대변하기도 한다.

그래서 주변사람들을 둘러보게 되는, 다시금 소중함을 깨우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The world of my works pursues various facets of human beings.” 

People’s looks revealing joy, anger, sorrow and pleasure do not all speak 

their inner world. In many cases, they pack themselves beautifully, 

cover themselves cowardly, or do not tell the truth which need to be told. 

However, they are concerned about whether this is their genuine self or 

for the sake of display. Sometimes, they criticize or praise such people. 

This kind of persons or individuals enter into society to make a group 

and the world. In this way, they become a large group to be a new power, 

which could affect positive or negative impacts on society (the world). 

This double ambivalence or various facets move the world (or this city) 

we live in to be hard, tired, or false. The media which have lost profundity 

report only superficial aspects of people or groups, and so does the 

press. The modern society accustomed to being exhibited produces all 

type of new diseases like plastic surgery addiction, which constitutes 

a social problem. In other words, we are in the center of such social 

problems, the city, and such false social life (urban life) of individuals has 

made a society of the sick and destroyed structure where we live at last. 

Rather, it turns to a society, a city which faithful words and those who live 

a life of virtue are made a fool.

This time, I will work on ‘Neighbourhood’, exploring people around me, 

describe their looks figuratively. My closest neighbourhood represents 

me or this era as a member of society.  

Therefore, this would be an opportunity to look around people, realizing 

their importance, I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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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드빅터 세미

Madvictor_SEMI

"미친 듯이 정복해 나가다"라는 뜻의 매드빅터(Madvictor)는 그래피티 라이터(Graffiti Writer) / 

캐릭터 디자이너(Character Designer)로 활동하고 있다. 밝고 친근한 캐릭터와 와일드 스타일

(Wild style)의 그래피티를 추구한다.

그래피티가 무겁고, 혼란스러운 낙서들이 아닌 밝고 함께할 수 있는 이미지와 이야기가 되는 것

이 목표이다. 그래피티를 이용한 캐릭터를 통해 대중들에게 친숙함을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시

도를 할 것이다.

As a graffiti writer and character designer, Madvictor which means 

“wildly conquer” does not seek for dark image but for bright and friendly 

characters and wild styles of graffiti.

The goal of graffiti is not to become grave and confusing scribbles, but 

bright and sharable images and stories. Various attempts would be made 

to deliver intimacy to the public through characters using graff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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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플로우

Jay Flow

어릴 적부터 낙서를 좋아했고 아름다운 것보다 특별한 것에 강한 흥미를 느꼈다. 

낙서의 진화형태는 순간의 기억을 그래피티로 기록하려는 작업을 지향한다. 

그래피티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트리트 아트(Street Art)와 매체를 통한 자극의 영향을 받은 

나의 작업은 '완성'이 아닌 '과정'의 그래피티이다. 이번 전시 작업은 진화된 캐릭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레터(letter) 스타일을 선보일 것이다.

I have been fond of scribbles from a child and had a very strong interest 

in special things more than in beautiful ones. An evolutionary form of 

scribbles aims for recording moments of memory as graffiti.

Stimulated and influenced not only by graffiti but also a wide variety 

of Street Art and media, my work is graffiti not of ‘completion’ but of 

‘process’.

This exhibition work will present many different letter styles based on 

evolved 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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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스비에이치

JINSBH

삶의 가장 중요한 역할 인 것 같다. 존중!

It appears to be the most important role in life. Re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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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스코인

Sixcoin

모든 것은 그래피티의 그 화려함에 이끌려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대개의 경우와 같이 힙합적 이

미지를 모사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한두 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고유의 문화를 그려보고 싶

었고 유년 시절부터 애착을 가졌던 도깨비 이미지에 다다랐다. 친근하고 순박한 이미지,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춤과 음악을 좋아하는 도깨비는 힙합의 본원적 상상과 결합되어 거리 틈틈이 그

려졌다. 귀엽고 심플한 스타일로 시작한 이 스타일은 점차 복잡하고 세밀한 패턴, 밝고 강렬한 

색채들로 발전해가며 Sixcoin만의 도깨비를 선보이고 있다.

All have started under the impulse of graffiti’s splendor. At first, I started 

from copying hip-hop images like most cases. As years passed by, I 

wanted to draw our own culture, reaching the goblin image to which 

I have attached since early childhood. A goblin of a familiar and naïve 

image with a mischievous look which likes dancing and music has been 

drawn in between streets, combined with the original imagination of 

hip hop. Initiated with a cute and simple style, this shows Sixcoin’s own 

goblin, gradually developing into complicated and detailed patterns, 

bright and strong col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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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
ZONE

스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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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비

4B

그래피티작업을 할 때는 가장먼저 글씨를 보여주려 노력한다. 화려한 그래피티를 담아내는 것

도 중요하지만 가장 그래피티의 멋스러움은 읽을 수 있게 자신의 이름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본다. 한정된 장소는 그래피티의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다양한 장소를 선택하

고 그곳에 맞는 그래피티를 하게 된다. 그래피티는 불특정다수에게 자신의 이름을 숨기거나 사

람들이 다니기 어려운 곳에 올라가거나, 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그래피티를 하

는 이유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함이다. 간단한 스티커부터 핸드스타일(Free style), 스로업

(Throw up)등으로 많은 흔적들을 남기며 활동 중이다.

When working on graffiti, I try to manifest handwriting at the very first. 

It is important to capture glamorous graffiti, but it is regarded to be the 

most fabulous to give the names of writers. Since confined places are not 

compatible with the nature of graffiti, it is attempted to select a variety of 

locations for suitable graffiti. It is to draw people’s attention why graffiti 

writers hide their names to many random people, climb up the place 

it is difficult to get around, or do graffiti on the crowded street on the 

contrary. I am working on, leaving a large number of traces with simple 

stickers, freestyle and throw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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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NANA

이것은 그라피티도 스트리트 아트도 예술도 아닌, 다른 어떤 행위다.

This is neither graffiti/street art nor an art, but a certain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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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Hong3

"fun"

그래피티를 하는 동기에 대해 Writer(그래피티가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행위에서 비롯되었기에 

그들 스스로를 이렇게 지칭한다)들에게 물으면, 그 이면에는 '장난'이라는 저의가 깔려있다. 실

제로 그래피티아트에는 Pop(팝아트가 아닌 대중매체 전반)에 대한 키치(kitsch)가 전반적으로 

스며있다. 장난기로 시작한 낙서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키치적 원동력일 것이며, 낙서가 불법

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 행위에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부분은 키치가 보여주는 태도와도 같

다. 결국 그래피티는 단순한 이미지 스타일이 아니라 태도이며 가치관인 것이다. 이쯤 되면 장난

이라 치부하기엔 사뭇 진지하다. 키치적이기에 가벼운 것이 아니라, Graffiti Writer가 세상을 대

하는 태도 그 자체가 그래피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낙서들은 우리들의 

'진지한 장난'이다.

"fun"

When writers (they call themselves writers since graffiti originated from 

leaving their names) are asked why they do the graffiti, an undertone of 

‘fun’ lies behind. As a matter of fact, kitsch about pop (not pop art but the 

entire public media) is permeated in graffiti art over all. The unbearable 

lightness of scribbles begun with mischief is the kitsch motive, and the 

fact that they understand doodling to be illegal but legitimize the action is 

the same as the attitude exhibited by kitsch.

In the end, graffiti is not a simple image style but the attitude and value. 

At this point, it is too serious to be regarded as fun. It is light not because 

it is kitschy, but because the graffiti writer’s attitude of dealing with the 

world is graffiti itself. That is right. This graffiti you are looking at is our 

‘serious 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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딤즈

DIM2

나의 낙서는 시작년도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알고 있었던 것은 오래 전이였지만, 제대로 시

작하고자 하였던 시기는 2006년쯤으로 기억된다.

첫 시작은 한국에서 그래피티를 시작한 어느 누구와 마찬가지로 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된 것 같

다. 와일드 스타일(Wild Style, 1983)이나 스타일 전쟁(Style Wars, 1980)  등과 같은 영화나 미

디어(인터넷의 역할도 엄청나게 큰 몫을 차지하였다.) 또는 한국에서 간간히 보이는 낙서들의 궁

금증이 날 이 세계로 불러들였다.

나의 낙서는 길거리에서 대부분 이루어진다. 그 안에서 불법적인 면과 더불어 여러 위험부담을 

감수하며 그래피티를 계속 하고 있으며 현재도 발전진행중이다.

I do not remember exactly which year my graffiti started. I had known it 

since long before even though I could recall the period to begin it in the 

right way as 2006.  

Like anyone who launched graffiti in Korea, I encountered graffiti through 

the media at first. Films like Wild Style (1983) or Style Wars (1980), the 

media (the Internet played a huge role), or graffiti occasionally seen in 

Korea aroused my curiosity, calling me into this world. 

Most of my graffiti is performed on the street. There, I keep on doing 

graffiti and now in progress, taking risks of something unlawful 

alongside several dangers.

01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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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브

SPIV

"GET ANGRY"

태그네임인 'SPIV' 4글자의 레터스타일과 캐릭터의 조합이다. 

캐릭터는 그래피티 초창기부터 사용하던 'GET ANGRY'라는 타이틀에서 나오게된 캐릭터인데

주로 어떤 형태의 캐릭터에든 '뿔'을 그려 넣어서 표현하던 캐릭터중 하나이다.

'분노하다', '화내다'라는 의미와 함께 '뿔이 돋아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굉장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나 자신의 상징적인 캐릭터이다.

"GET ANGRY"

A tag name of ‘SPIV’ is the combination of a four-letter style and 

characters. 

Stemming from the title of ‘GET ANGRY’ used from the early stage, the 

character is mainly one of them demonstrated with ‘horns’ in any type of 

character. 

Along with meanings of ‘get mad’ and ‘lose one’s temper’, it is interpreted 

as ‘horns appear’.    

It is my symbolic character from a very subjective angle.

01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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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원

IMAONE

그래피티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대중에게 자신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에 

큰 매력을 느낀다. 혹자는 지저분한 낙서로 오해하지만, 그래피티가 갖는 화려함에 주목되며 그 

안의 메시지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흥미롭다. 그래피티가 거리의 건물과 벽, 다리기 

둥, 등등 그 어떠한 공간에도 그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 

자체가 무한한 도화지이며, 캔버스이기 때문이다.

그래피티는 특정인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하지만 현대의 사람들은 그 화려함을 소유하기를 원

하며, 그 결과로 패션과 공산품에 타인과는 다른 화려함을 소유하게 되었다. 나는 그 화려함에 

전달자이며 창조자이다.

Graffiti has infinite possibilities. In particular, it is a great charm to 

convey my own voice to the public. Although some people misunderstand 

it as messy doodling, it is paid attention to the splendor of graffiti and 

interesting to build a consensus to the message within it. Graffiti can 

be drawn in any space such as buildings and walls on the street, bridge 

pillars and etc. It is because the entire city where people live is not just 

endless drawing paper but also canvas. 

Graffiti cannot be owned by a specific person. But contemporary people 

want to possess its splendor, and consequently have got splendor 

different from others in fashion and industrial products. I am a courier as 

well as maker of the splen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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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S작가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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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타임조 / Artime Joe 

Graffiti Writer / Stick Up Kids / JNJ Crew

그래피티	프로젝트

2014	 나이키	에어맥스14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

	 아트토이	컬쳐	2014	레드불	&	MTN	라이브페인팅

	 엑소	뮤직비디오	'중독'	팀버랜드	커스텀

2013	 푸켓	웨이크파크	페인팅

	 소녀시대	'I	got	a	boy'	그래피티

	 포미닛	뮤직비디오	'이름이	뭐에요'	그래피티

	 나이키	에어맥스	카모	'air	reinvented'	그래픽디자인

	 태국	방콕	'이디오	어반	파크'	페인팅

	 코오롱	40주년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

	 타임스퀘어	4주년	라이브페인팅

	 울산	롯데백화점	그래피티

	 명동	롯데	영플라자	그래피티

2012	 갭	공식	스토어	라이브	페인팅

	 뉴에라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

	 에픽하이	뮤직비디오	'up'	그래피티

	 현아	뮤직비디오	'아이스크림'	그래피티

2011	 니산	라이브	페인팅,	킨텍스

	 중국	하이닝	그래피티	페스티벌	라이브	페인팅

	 월로즈	2011	대만	타이페이	아시아	파이널	심사위원

2010	 <Celebrate	Originality>	아디다스	그래피티,	상하이,	중국

	 LG	싸이언	비보이	챔피언쉽	그래피티

	 소니	PQ	헤드폰	그래픽	광고제작

2009	 월드세라믹	비엔날레	라이브페인팅,	이천

	 <I-BUG>	그래피티	페스티벌	페인팅,	미란느,	독일

	 <Just	Writing>	그래피티	페스티벌,	엔트워프,	벨기에

	 <Wall	Lords	2009>	라이브페인팅,	우한,	중국

2008	 리쌍	뮤직비디오	'챔피언'	페인팅

	 <DUNK	BE	TRUE>	나이키	전시	페인팅

	 Visit	Incheon	2009	그래피티	챔피언쉽	심사위원

2007	 나이키	원러브	페스티벌	그래피티

	 <R-16	korea	Sparkling>	라이브페인팅

2006	 나이키	매거진	'TEE'	페인팅

	 나이키	홍대	건물페인팅	프로젝트	그래픽디자인

	 서울컬렉션	'레쥬렉션'	by	이주영	무대	페인팅

개인전

2013		 SOME	PEOPLE,	재미갤러리

단체전

2013	 13PROJECT,	매시즘

	 Art	in	Motion,	올림푸스홀

	 Montana	Colors	Korea	Launching	Exhibition,	재지마스

	 COLORFUL	ENERY,	아라아트센터

	 We	Love	8Bit	Art	Show,	Die	Ausstellung,	독일

2012	 Synergy,	5POINTZ

	 NEW	KIDS	ON	THE	BLOCK,	갤러리	비원	

	 My	Funny	Valentine,	김리아	갤러리

	 STREET	POP	"The	Graffiti",	갤러리	토스트

2010	 		German	Hiphop	Project,	상하이	월드	엑스포,	상하이,	중국

	 More	Than	+	Pop	Art	Festival	2010,	베이징,	중국

	 Art	Collaboration	Project,	상상마당

	 Artists'	Production,	서울미술관

2009	 Just	Art,	성곡미술관

	 Shoot	the	Design,	삼원페이퍼갤러리

	 JNJ	CREW	<UNPAINTED>,	상상마당

	 HATS	OFF	Exhibition,	도쿄,	일본

2008	 JNJ	CREW	<TWD>,	상상마당

	 KITTY.S,	63	스카이아트

	 Understand,	AA갤러리

2007	 		The	Energe	Show,	USA	30	world	artist	Exhibition,	미국

2004	 STREET	WRITERS,	잔다리

매드빅터 제바 / Madvictor XEVA

주요	전시

2014	 카테고라이징,	갤러리175,	서울

	 		서울	 오픈	 아트	 페어	 (SOA F ) 	 A b s o u l t 	 x 	 Eme rg i n g	

아티스트	전시,	서울

2013	 얼굴찾기,	신한갤러리,	서울

	 RESEARCH,	갤러리	이앙,	서울

2012	 매드빅터	<MAD	CUBE	SHOW>	10주년	기념	전시,	서울

	 다섯개의	문,	갤러리	토스트,	서울

2010	 Urban	Connection	#1	AGIT	한-일	전시,	부산

2009	 JUST	ART,	성곡미술관,	서울

	 		서울	오픈	아트	페어	(SOAF)	Emerging	아티스트	전시,	서울

	 		PLATOON	KUNSTHALLE	420ml	동문서답	그래피티	전시,	서울

2008	 		Urban-art	Exhibition	Cafe’Museum	aA－Nike	<UNDERSTAND!>	

전시,	서울

	 		Dig&Bury	한국&일본	교류	도쿄	그래피티	전시,	도쿄,	일본

	 		PLATOON	KUNSTHALLE	서울	프로모션	전시	그래피티,	서울

2007	 아트인대구	<Art	in	Daegu	2007>	전시,	대구

	 		선화예고동문	SOULFREE	<SOME;Island>,	갤러리	영,	서울

2006	 SICAF	국제	서울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전시,	서울

수상	이력

2011	 KIST	벽화공모전	대상

2010	 Wall-Lords	아시아	그래피티	챔피언,	상하이,	중국

2009	 Wall-Lords	아시아	그래피티	국가대표	선발전	1위

2008	 		인천	상상	그래피티	대회	3위	/	2009	인천방문의해	홍보대사

	 강촌역사	그래피티	KORAIL	감사장	수상

2006	 K-Swiss	<K-Spary>	스텐실	공모전	3위

2002	 MTV	그래피티	페스티발	대상	

매드빅터 세미 / Madvictor SEMI

주요	전시

2014	 Face	book	korea	본사	페인팅

	 NIKE	프리광고	이미지	그래피티

2011	 		대만	WALL-LORDS	아시아	그래피티대회	결승	심사위원

	 광주문화재단	아트펜스	그래피티	

2010	 		WALL-LORDS	아시아그래피티대회	우승(Madvictor)

2011	 광주문화재단	아트펜스	그래피티

	 FC서울	라이브페인팅

2009	 <JUST	ART>	전,	성곡미술관,	서울	

2004	 워커힐호텔	super	supreme	live	painting

제이플로우 / JayFlow

2014	 		HEINEKEN	'club	bottle'	런칭	레이저	퍼포먼스,	클럽	the	A

	 SBS	인기가요	슈퍼주니어M	'swing'	무대	페인팅	

2013	 Redbull	Collective	Art	참여

	 소녀시대	'I	got	a	boy'	M/V	그래피티

	 		Infinite	H	'Special	girl'	'Without	you'	'Fly	high'	M/V	그래피티

	 		Reebok	City	Classics	－	World	Collaboration	Seoul	Artist

	 4minute	'이름이	뭐에요?'	M/V	그래피티

	 Thailand	Phuket	Wake	Park	페인팅

	 PUMA	House	&	명동	페인팅

	 CGV	펜타포트	Opening	라이브	페인팅

	 ROCK	BAND	'PIA'	싱글	아트디렉팅

	 'BURGER	KING'	'HERO'	런칭	퍼포먼스,	홍대	

2012	 홍대	GAP매장	공식	런칭	퍼포먼스

	 		뮤직비디오	'BAP',	'EXID'외	다수	무대	그래피티	제작

	 현대	벨로스터	런칭쇼	아트디렉팅

	 NEPA	TV	influencer	출연

	 Thirteen	Monkeys	전,	서교예술실험센터

	 NEW	KIDS	ON	THE	BLOCK	전,	갤러리	b'ONE

	 My	Funny	Valentine	展,	갤러리	KIMREEAA

	 STREET	POP	"The	Graffiti"전,	갤러리	토스트

	 Thirteen	Monkeys,	서교	예술	실험센터

	 Graffiti	Island,	Gallery	Nori	in	JEJU

	 비빔밥	아트	전,	산토리니	서울

	 배트맨	전,	삼성	코엑스	메가박스

	 Dust	ink	전,	Jay	Flow	개인전,	갤러리	토스트

	 		<Wall	Lords	2012>	Asia	Graffiti	Championship	judge,	대만

	 KT&G	서대문	'Freedom	Writers'	graffiti	class

	 NEWERA	콜라보레이션

	 EpikHigh	'UP'	M/V	그래피티

	 Hyun-A	'Ice	Cream'	M/V	그래피티	

2011	 Nissan	live	painting	kintex	모토쇼

	 KT	'TAKI'	프로모션

	 Graffiti	Festival	special	guest,	하이닝,	중국

	 LG	Fashion	'HAZZYS'	콜라보레이션

	 하하	싱글앨범	'ROSA'	부클릿	디자인

	 <Wall	Lords	201>	Live	Painting,	타이페이,	대만

2010	 		<Celebrate	Originality>	adidas	painting,	상하이,	중국

	 		<German	Hiphop	Project>	전시&라이브	페인팅,	상하이	월드	

엑스포,	상하이,	중국

	 LG	Cyon	B-Boy	Championship	페인팅

	 <Art	Collaboration	Project>전,	상상마당

	 <Artists'	Production>전,	서울시립미술관

	 		OK	Cashbag	<Bunker	Party>라이브	페인팅,	멜론	AX홀

	 		R-16	Korea	Sparkling	2010,	라이브	페인팅,	올림픽공원

	 Sony	PQ헤드폰	광고	캐릭터	디자인

	 한국산업단지	'ROAAC'	그래피티대회	심사

	 		Beijing	<More	Than	+	Pop	Art	Festival	2010>	

초청전시,	북경,	중국

	 		<Wall	Lords	2010>	Asia	Graffiti	Championship	 judgewall	

special	guest,	중국	

2009	 <Just	Art>	전,	성곡미술관

	 <Shoot	the	Design>	Exhibition,	삼원	페이퍼	갤러리

	 		WORLD	CERAMIC	BIENNALE	KOREA	2009	라이브	페인팅

	 Volcom	<Free	your	mind>	Canvas	전시

	 TWD<UNPAINTED>	전,	상상마당

	 SEOULMATES	TOUR	2009

	 <I-BUG>	Festival	Painting,	Merane,	독일

	 <Just	Writing>	Graffiti	Festival,	Antwerp,	벨기에

	 <Wall	Lords	2009>	라이브	페인팅,	우한,	중국

	 <HATS	OFF>	전,	도쿄,	일본

2008	 <TWD>전,	상상마당

	 리쌍	M/V	Champion	라이브	페인팅

	 NIKE	<DUNK	BE	TRUE>	gallery	artwork

	 R-16	Korea	Sparkling	2008	라이브	페인팅

	 63	Sky	Art	<KITTY.S>전,	서울

	 강촌역	graffiti	festival

	 <Understand>	전,	Aa갤러리

	 수원	화성문화제	라이브	페인팅

	 Visit	Incheon	2009	<Graffiti	Championship>	심사

	 Snickers	Big3	Concert	graphic	design

2007	 BIGBANG	1st	album	design	참여

	 <The	Energe	Show>	USA	30	world	artist	Exhibition

	 NIKE	<1LOVE>	festival	라이브	페인팅

	 2007	B-BOY	PARK	artist	live

	 R-16	Korea	Sparkling	Seoul	라이브	페인팅

	 EVOLUTION	world	b-boy	battle	홈페이지	디자인	

2006	 NIKE	magazine	<Tee>	canvas	artwork

	 NIKE	campaign	그래픽	디자인

	 BUZRUN	snowboard	디자인

	 SICAF	2006	페인팅

	 Bazaar	<Union	Jack>	project	그래픽	디자인

	 		KTF	magic	wings	basketball	home	ground	그래픽	디자인

	 		07	S/S	SFAA	Seoul	Collection	LEE	JU	YOUNG	

<Resurrection>	페인팅

진스비에이치 / JINSBH 

2013	 한글은	아름답다,	롯데갤러리	

	 R-16	국제비보이대회,	그래피티	라이브

2012	 		BAT	MAN	The	Dark	Knight	Rise	전,	슈페리어	팝업	갤러리

	 The	GRAFFITI	전,	Gallery	Toast

	 솔개처럼	비상하는	2013	연	전,	롯데갤러리

	 		제주현대미술관	개관5주년	'작가의	오늘',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NEW	KIDS	ON	THE	BLOCK,	갤러리	b'ONE

	 		YG엔터테인먼트	G-DRAGON	'ONE	OF	A	KIND'	뮤직비디오	

그래피티	및	스타일링

2011	 Channer	A	영상	그래피티	

2007	 NIKE	AIRFOCE1	25년	ARTIST

2000	 그래피티시작

식스코인 / SIXCOIN

개인전

2012	 SIXCOIN	SPACE,	커핀그루나루	비주얼랩

	

단체전

2013	 아트인모션,	올림푸스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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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타나	코리아	런칭파티,	재지마스,	서울

	 컬러풀	에너지전,	아라아트센터,	서울

2012	 비빔밥아트전,	산토리니서울	갤러리,	서울

	 그래피티	아일랜드전,	갤러리	노리,	서울

2010	 드림메이커	아트&토이,	명동	롯데갤러리,	서울

2009	 크리스마스	몬스터즈,	갤러리	시우터,	서울	

	 극장전	프로잭트,	삼일극장,	부산	

	 420ml	그래피티전,	플레툰,	서울	

2008	 할로윈	커스텀	토이전,	APW	갤러리,	뉴욕,	미국

	 상상마당	개관1주년	VS전,	홍대	상상마당,	서울

라이브	페인팅

2013	 레드불	BC	ONE,	그래피티	프로모션

	 타임스퀘어	4주년,	라이브페인팅

2012	 패션리테일페어,	라이브페인팅

2011	 핸드메이드	코리아,	라이브페인팅

	 파주	어린이	책잔치,	라이브페인팅

	 와우북	페스티발,	라이브페인팅

2009	 서울	디자인올림픽,	라이브페인팅		

	 보수동	책방골목	그래피티	페스티벌,	페인팅

	 컨버스	인디컬쳐	페스티벌,	라이브페인팅		

2008	 전주	국제영화제,	라이브페인팅					

	 서울프린지	페스티벌,	라이브페인팅		

	 원주따뚜	페스티벌,	라이브페인팅		

	 상주동화나라	페스티벌,	라이브페인팅		

	 전주국제영화제,	라이브페인팅			

나나 / NANA 

NANA	IS	REAL	

홍삼 / Hong3

개인전

2013	 COMPLEX,	갤러리	페이지,	서울

2012	 Street	Boy,	갤러리	토스트,	서울

2010	 MA	SHIT,	갤러리	가화,	서울

단체전

2012	 Graffiti	Island,	갤러리	노리,	제주

	 Small	is	beautiful,	스페이스	에이치,	서울

	 소통,	Jazzy	M.A.S,	서울

	 뉴키즈	온	더	블락,	갤러리	비원,	서울

	 마이퍼니발렌타인,	김리아	갤러리,	서울

	 그래피티,	갤러리	토스트,	서울

2010	 티오티,	티오티팝업스토어,	전주

2008	 홍익대학교	디자인영상학부	졸업작품	전시회,	성남

콜라보레이션

2013	 전주비보이그랑프리	기념티셔츠

2012	 레드불	F1	show		컨셉	아트

2012	 삼성	Gallexy	S3	아트	커버

수상경력

2006	 		문화원형공모전	극화부문	장려상,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스피브 / SPIV 

현재	그래피티	크루	TQI,	DA,	Wontak	소속

프리랜스	일러스트레이터,	그래픽디자이너이며

13points	studio와	DETAWAVE	Illustration으로	활동	중.

2013	 국제비보이대회	R-16	그래피티

2011	 채널A	광고영상	그래피티

2008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GRAFFITI	FESTIVAL'	라이브	페인팅

	 강촌역	그래피티

2006	 'BATTLE	OF	THE	YEAR'	한국	예선전	라이브	페인팅

2002	 KOREAN	HIPHOP	AWARD	그래피티

	 그래피티팀	원탁	합류

2000	 YOUTH	FESTIVAL	그래피티

1999	 그래피티시작

이마원 / IMAONE

2013	 HARUKAZE,	Yoyogi	Park,	도쿄,	일본

	 		TOKYO	OUTDOOR	WEEKEND,	Miyashita	Park,	

도	쿄,	일본

	 ULTRA	SILKSCREEN	POSTERS!!,	Hikarie,	도쿄,	일본

2012	 one,	Gallery	Common,	도쿄,	일본

	 Sb	"FILL"	HARMONY,	Fukagawa	Garage,	도쿄,	일본

2011	 TRY	&	ERROR,	SPES	LaB,	도쿄,	일본

	 		PMC	10th	Anniversary	Artwork	Exhibition,	NEON	CHOCOLATE	

GALLERY,	베를린,	독일

	 RESURRECTION,	PINE	BROOKLYN,	오사카,	일본

	 WORK	IN	PROGRESS,	Gallery	Common,	도쿄,	일본

	 		imaone	solo	show	"unsettled	too	much",	Kojimachi	Gallery,	도쿄,	일본

	 Re:CONSTRUCTION,	Gallery	Common,	도쿄,	일본

	 PDX	vs	TYO,	센디에이고,	미국

	 Peace	by	Piece,	Gallery	Common,	도쿄,	일본

	 Crazy	Crimers	2,	Gallery	Caso,	오사카,	일본

2010	 Jomonism,	Laforet	Harajuku,	하라주쿠,	일본

	 STROKE.03,	베를린,	독일

	 Tokyo	Love,	Strychnin	Gallery,	베를린,	독일

	 New	graphic	generation	vol.2,	오사카,	일본

2009	 STROKE.02,	뮌헨,	독일

	 New	graphic	generation	vol.1,	도쿄,	일본

	 		No	Comply,	No	Vacancy	Gallery,	Red	Bull	Gallery,	멜버른,	시드니,	

오스트레일리아

	 OTUYA,	Compound	Gallery,	포틀랜드,	미국

2008	 Agitate,	Gallery	N7,	Angle	Gallery,	니가타,	일본

	 		The	World	of	Urban	Art,	Intoxicated	Demons	Gallery,	베를린,	독일

	 Meeting	Of	Styles,	런던,	영국

	 Quintesential	(Grenade	Art	Gallery),	런던,	영국

	 		Alice-Art	from	the	rabbit	hole-,	Compound	Gallery,	포틀랜드,	미국

2006	 		Graphotism	presents	Sleeping	Giants	Graffiti	Jam,	브라이턴,	영국

2004	 Nottingham	Carnival	Graffiti	Jam,	런던,	영국

포비 / 4B

딤즈 / DIM2



SUB CULTURE를 대변하는 5명의 멤버로 구

성된 STREET DJ CREW ‘GRAND MASTER 

VATOS’는 80년대 레전드 DJ들에게 붙여졌던 

칭호 ‘GRAND MASTER’와 레전드를 꿈꾸는 거

리에서 만난 친구들을 뜻하는 ‘VATOS’의 합성

어 입니다.

‘DRAKE’, ‘VON’, “BAMBOO’, ‘KING’, ‘ROCK’ 

5종의 캐릭터로 구성된 이들 CREW는 ‘페이퍼 

토이’의 기능보다 그래피티, 타투, 바이크, 스케

이트 등의 서부 스트릿 컬쳐를 많은 대중에게 

알리는 기능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IMMUNIZE’는 디렉터 ‘AMBLE’이 이끄는 페이

퍼 토이 전문 그룹이며, 그래피티씬을 기반으로 

다양한 스트릿 컬쳐 활동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 

‘JAY FLOW’가 아트 디렉팅을 맡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들과 함께 해온 여러 아티스트들

과 다양한 영역으로의 시도와 확장에 힘을 쏟

고 있습니다.

IMMUNIZE의 페이퍼 토이는 서브 스트릿 컬

쳐의 다소 무거운 분위기를  ‘페이퍼 토이’라는 

친근한 오브제에 자연스럽게 녹이면서 ‘친근감

과 호기심’이라는 주제로 대중에게 다가가려 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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