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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X H I B I T I O NM R . :  T O K Y O ,  T H E  C I T Y  I  K N O W ,  A T  D U S K : 
I T ’ S  L I K E  A  H O L L O W  I N  M Y  H E A R T

Galerie Perrotin, Seoul presents the first solo exhibition of Japanese Neo Pop artist 

Mr. in Seoul <Tokyo, the City I know, at Dusk: It’s Like a Hollow in My Heart> until 18 

February. You can glimpse the artist’s secret and imaginative way of thinking in the 

installations that was influenced by assemblage of Robert Rauschenberg and Arte 

Povera of Italy. The new works of the artist that vitalize the space are placed around the 

hall for this exhibition where the entire gallery has been transformed into an immersed 

environment. You feel like you are in ruins with untidy image like swept away by a 

typhoon. Thus the visual amusement of the works is based on the post-war situation 

after several disasters including the Second World War, tsunami and earthquake that 

hit Japan in 2011. In particular, the full-sized girl statue in school uniform stands in 

contrast to the chaotic situation of the exhibition while representing the inherent purity 

and innocence. This girl statue embodies the essence of ‘moe’ (otaku terminology for 

affection or crush on female character) which refers to intense attraction to idealized 

characters in animations or cartoons, and presents the artist’s self-styled ‘otaku’-

like identity. Moreover, cute cartoon characters are created based on psychological 

trauma caused by modern adversity such as natural disaster, war and social unrest 

with the obsession with the artist’s otaku culture. The audience can experience diverse 

and complex work world of the artist as well as visually vibrant and attractive scenes 

due to con� ict between childlike theme and message and seriousness hidden behind 

installations.

갤러리 페로탕 서울은 2월 18일까지 일본의 네오팝 예술가 미스터가 서울에서 선보이는 첫 

번째 개인전 <도쿄, 해질 무렵, 내가 아는 도시: 허전한 내 마음과 같은>을 개최한다. 설치 

작품은 로버트 라우센버그의 아상블라주와 이탈리아의 아르테 포베라에 영향을 받은 작가의 

은밀하고 상상력 넘치는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다. 갤러리 전체가 몰입환경으로 탈바꿈된 

이번 전시에서는 공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작가의 신작이 곳곳에 설치됐는데, 이는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 어수선하게 흐트러진 모습으로 폐허에 온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처럼 작품의 시각적 유희는 제2차 세계대전을 비롯해 2011년 일본을 강타한 쓰나미와 지진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의 재난을 겪은 전후 상황에 근거한다. 특히, 교복을 입고 있는 실물 크기의 

소녀상은 고유의 순수성과 천진성을 대변하며 전시장의 혼돈 상황과 대조되는 모습으로 서 

있다. 이 소녀상은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 등장하는 이상화된 캐릭터에 대한 강렬한 끌림을 

뜻하는 ‘모에’ (여성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나 호감을 일컫는 오타쿠 용어)의 정수로 형상화되어 

작가의 자칭 ‘오타쿠’적 정체성을 보여준다. 또한, 귀여운 만화풍 캐릭터는 작가의 오타쿠 문화에 

대한 집착과 함께 자연재해, 전쟁, 사회적 불안 등 근대의 역경에서 비롯된 심리적 트라우마를 

바탕으로 탄생했다. 관객은 어린아이 같은 주제와 설치 작품 이면에 감춰진 메시지와 진지함 

사이의 충돌에 따른 시각적으로 생생하고 매력적인 장면뿐만 아니라, 작가의 다채롭고 복합적인 

작품 세계를 한껏 경험할 수 있다.   www.perrotin.com ***© 2016 Mr. / Kaikai Kiki Co., Ltd. All Rights Reserved. 

Courtesy of the Artist and Galerie Perrotin

단열재의 세대교체
두껍고 낮은 성능의 기존 단열재보다

8배이상 뛰어난 단열성능을 가진

HYPER-VAC으로의 세대교체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단열재 대비 8배 이상 우수한 열전도율(0.004W/mK)

•화재에 안전한 무기소재로 준불연재료의 성능 보유

•우수한 성능과 제품 안정성으로 기술표준원 신기술(NET) 인증

•폭넓은 사용 온도대와 30년 이상의 수명 유지

고성능 흄드실리카 진공단열재 

HYPER-VAC

www.kd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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