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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ders On The Storm, 2017. Acrylic paint, aerosol on canvas.
100 × 100 cm / 39 3/8 × 39 3/8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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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y Warhol Flower 2 small, 2017. Acrylic paint, aerosol on canvas.
100 × 100 cm / 39 3/8 × 39 3/8 in

MADSAKI
BADA BING, BADA BOOM
Opening Wednesday November 15, 5 - 7 pm
November 15, 2017 – January 13, 2018

오프닝 리셉션 11월 15일 수요일, 5 - 7pm
2017년 11월 15일 – 2018년 1월 13일

Perrotin is pleased to announce “BADA BING, BADA BOOM”, the first
ever solo exhibition of MADSAKI. This occasion will mark the first
opportunity to see the full range of works by MADSAKI in Seoul, Korea.

페로탕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MADSAKI 의 “BADA BING, BADA BOOM”
개인전은 그의 작품세계를 한자리에서 볼수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New works will be featured in the exhibition, including works based
on scenes from classic American films popular among Koreans such
as Roman Holiday, Léon: The Professional, Rebel Without a Cause,
Gone With the Wind, Indiana Jones and Sound of Music.
In addition, the Self-portrait and Flower Series by Andy Warhol, as well
as new works from MADSAKI’s Character Series, an assemble of
American and Japanese characters, will also be on view. MADSAKI,
a master of spray paint, uses the paint splashing nozzle like a brush,
a technique which ultimately yields wild, yet delicate works.
At an early age, MADSAKI moved to the U.S from Japan. Upon arrival at
John F. Kennedy International Airport, he observed and was impressed by
sights of graffiti scattered throughout New York’s neighborhoods. This
environment, energized by a proliferating and eclectic street art scene
seemingly threatening to engulf the cityscape, became his passion.
After graduating from Parsons School of Design, he worked as a bike
messenger, constantly traveling around town making deliveries. Eventually
he joined The Barnstormers, a group of artists mainly from New York

이번 전시에서 총 15점의 신작이 발표될 예정이며,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영화인 로마의 휴일과 레옹, 이유없는 반항,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인디아나존스, 사운드 오브 뮤직의 한 장면과 앤디 워홀의 초상화와 꽃
시리즈, 미국과 일본의 캐릭터가 한자리에 모인 캐릭터 시리즈를 볼 수
있다. 또한 MADSAKI는 스프레이를 붓처럼 사용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거칠면서도 섬세한 작품을 선보인다.
유년 시절에 미국으로 건너간 MADSAKI는 존 에프 케네디 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온갖 도시를 휘저으면서 다양한 그래피티를 직접 보고
느꼈고, 그런 거리 미술이 넘치는 미국의 거리 자체가 그의 삶의 풍경이
되었다. 파슨스 디자인 스쿨(PARSONS THE NEW SCHOOL FOR
DESIGN)을 졸업한 후에는 배달 일을 하면서 뉴욕과 도쿄의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페인팅과 영화, 퍼포먼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BARNSTORMERS에도 참가하는 등 자신의 표현 방법을 모색해
나갔다. 그러다 일본에 귀국한 후, 그래피티 작가들이 즐겨 사용하는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캔버스에 슬랭 문구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래피티 작가가 즐겨 사용하는 스프레이는 도시에 세워진 거대한 벽이나
때로는 상가의 문과 간판, 지하철의 출입문 등 다양한 장소에 몇미터나

Melting Pot, 2017. Acrylic paint, aerosol on canvas. 100 × 100 cm / 39 3/8 × 39 3/8 in

and Tokyo, who actively collaborated on paintings, videos, performances
and other forms of art production. He experimented and began to develop
his unique means of expression. After returning to Japan, he began to draw
slangs on canvas using spray paint, the medium favored by graffiti writers.

되는 길이의 문자를 순식간에 그릴 수 있는 강력한 분사력이 있는
도구이다. 직접 접촉하지 않으면서 울퉁불퉁한 요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압력으로 인해 공중을 떠도는 페인트는 일반적으로 실내에 전시되는
섬세한 캔버스에 비교하면 난폭하게 느껴진다.

Spray paint is a powerful tool that injects and peppers paint, allowing
Graffiti artists to quickly cover huge walls or storefront shutters
and billboards, or sides of subway trains with large letters a few meters
wide. The paint that scatters through the air under pressure does
not require any physical contact with its user, irregardless of whether
the surface flat or uneven. Ordinarily, it would be considered a violent
act to use spray paint on a canvas which is more often appropriate
for delicate paintings displayed indoors. Yet the enticing attraction
of the motifs in MADSAKI’s works seem familiar and are strongly
tied to the details that reside within those spattered paint particles.

MADSAKI가 그리는 친숙하면서 어디선가 본듯한 모티브가 우리들에게
울림을 주는 것은 그 디테일에 깃든 페인트의 비산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I prefer dripping or grimy lines to clean lines. I really do not try
and paint finely at all. There are way too many people who are good
at painting beautifully. I’m happy to leave that up to them. If you overdo
your spraying, you get something that is too flat. So I intentionally
use stencil caps, and also overlay paint on the background to give texture.
I am painting with spray, not with a brush,” says MADSAKI.
Letters and characters drawn by graffiti writers have the power
to agitate the urban system, which single-mindedly repeats production
and transmission, especially when what is drawn has no specific
meaning or message. Upon viewing an image by MADSAKI, our mind
is shaken; by his use of lines and colors that seem to make his works
resemble the originals on which they are based, and by his use
of splattered and dripping paint (in some works paint is dripping form
the eyes of the character!). MADSAKI uses stencil caps to create
his desired images - paint is injected as a fine line, yet those dispersing
paints, carrying a stream of air, are precisely the noisy process
of an image invading an information-orientated society.

MADSAKI는 인터뷰를 통해 “아름다운 선보다 삐뚤어진 선이나
지저분한 선을 좋아합니다. 정형화된 깔끔한 선은 그릴 생각이 없어요.
그런 선을 그리는 사람은 저 말고도 많으니, 그런 건 그분들께 맡기고
싶네요. 스프레이는 과하게 분사하면 평평해져버리기 때문에 일부러
스텐실을 사용해서 배경을 채우는 형태로 질감을 내고 있습니다. 붓이
아니라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붓이 아니라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두 세계가 비틀어져 교체됨으로써
교착하는 것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피티 작가가 그리는 텍스트나 캐릭터에는 그 어떤 의미와 메시지를
내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오로지 생산과 전달을 반복하는 도시의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힘을 가진다. 또한 MADSAKI가 그린 그림에
마음이 동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방된 선과 색에 의해 그것이 진짜의
모습과 닮아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서부터 사방으로 튀고 흘러내린
페인트(인물의 눈에서부터 흘러내리고 있었다!)와 그것을 구현화하기
위해 스텐실을 사용하여 가늘고 촘촘하게 그리면서 약간의 기류까지
고려하여 분사하지만, 결국 자유분방하게 분사되는 스프레이를 통해
정보화 사회의 어지러운 과정 자체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MADSAKI는 무라카미 다카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미지를
리그램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MADSAKI는 스프레이로 그린 앙리
마티스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무라카미의 <꽃>을 스프레이로 그린
《HOMAGE TO TAKASHI MURAKAMI FLOWERS》를 제작하는
등의 다양한 협업을 시도했다. 그리고 MADSAKI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내의 사진을 업로드하기도 했는데, 그런 MADSAKI 에게 아내를

MADSAKI was discovered by Takashi Murakami, while surfing
Instagram for images. MADSAKI reinterprets masterpieces of the
past, such as those of Henri Matisse, with spray paint. Similarly,
MADSAKI has collaborated with Murakami as seen in his series
“Homage to Takashi Murakami Flowers”, which depicts
Murakami’s “Flower” with spray paint. Seeing the pictures of
MADSAKI’s wife that he usually uploads on Instagram, Murakami
suggested that MADSAKI paint his wife. Thus, the “Wife” series,
in which MADSAKI’s wife is portrayed in natural postures wearing
a kimono in an “autobiographical” style, was born.
Using motifs that is familiar and somewhat well-known the images
created by MADSAKI that initially draws viewers in will leave them
filled with feeling akin to being struck by a noise-like dynamic
impulse. The reason for these intimate motifs possessing
attributes that one just takes in with a light heart is probably
because one is enticed by MADSAKI’s (very pure?) process of
“painting”. “I can’t draw a face. So, would a Smiley Face do?”
says MADSAKI. He arranges a flowage of images easily and
brings them to life - BADA BING, BADA BOOM! His dynamic use
of jetting paint tool, in such wild yet delicate strokes, invigorates
the thin surface of painting, and its noisy vibrancy of the impulse
never ceases to excite us living in this world of informationorientated world. You are invited to stand in front of the genuine
works, experience MADSAKI’s painting process and spend some
time on a journey tracing his footpath.

그려보면 어떻겠냐는 무라카미의 제안을 받아들여 탄생한 <신부(嫁)>
시리즈를 통해 사랑하는 아내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기모노를 입은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가 만들어 내는 창작물은 친숙하면서 어디선가 본듯한 느낌을 주지만,
결국 다시 혼란을 가중시켜 동적인 충동이 정착하는 소음과 닮아있다.
그가 표현한 친숙하고 어디선가 본듯한 모티브가 왠지 이상하고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것은 얼굴을 제대로 그리지 않고 그저 범람하는
스마일 이미지를 슬쩍 -- BADA BING, BADA BOOM!-- 차용해서
활성화시킨 MADSAKI의 순수한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사로잡혀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페인트를 흩뿌리는 방법을 사용한 거칠고도 섬세한 선이
평면적인 그림 안에서 살아 움직이듯한 그 동적인 충동의 소란스런
울림이 고도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이다.
자, 이제 MADSAKI의 작품을 실물로 보고 과정을 직접 느끼면서, 그의
발자취를 차분하게 느껴볼 차례이다.
나카오 타쿠야(中尾拓哉)
미술평론가
작가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Takuya Nakao
Art critic
More information about the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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