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rtable Landscape 

 

 

창문으로 매일 거대한 연기를 내뿜는 공장의 굴뚝들이 보인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러워 하면서도 경외의 시선을 던진다. 어쩌면 이 시대의 풍경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는 것인 듯 하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조성된 이 풍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너무나 견고한 사회 속에 살고있다고 느끼게 된다.  

 

2002 년 봄부터 2005 년 까지 있었던 프랑스 파리근교에 위치한 이씨레물리노 시의 

아치 작업실 앞의 공장건물, 그 뒤에서 매일 끊임없이 연기를 뿜어대던 두개의 

커다란 굴뚝들. 그날 그날의 일기변화에 따라 다른 방향 또는 다른 색으로 

연출되었던 것은 그곳 폐기물 소각장에서 나오는 연기였다. 파리라는 대 도시 그리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배설구가 되어준 곳. 현대 도시풍경중의 하나이다. 

자연의 모습만을 풍경이라고 이름 짓는 일은 이제 없다. 언젠가 부 터 도시의 회색 

건물들이 더 정겹게 느껴질 수도 있게 된 이 시대에 풍경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도심 속에 반듯반듯하게 인공적으로 조성된 정원 또는 공원에서 

느껴지는 나무나 잔디의 푸르름이 인위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꼭 나만의 판단은 아닐 

것이다. 이미 규격화  되어있는 이러한 풍경들의 이미지화가 나의 작업이다. 점차 

개인화 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갈수록 첨단화 되어가는 개인용 기기들 [핸드 폰, 

MP3, 노트북등등… ]. 이러한 여건들에 맞춰진 휴대를 할 수 있는 풍경은 어떤 것이 

될까를 생각한다.  

 

                                                                        이민호 

 

Factory chimneys belching out copious clouds of smoke are seen through a 

window. In spite of the familiarity, people stare them with an overwhelming feeling 

of admiration. They seem to be accepted as a placid, everyday scene. This 

planned landscape out of our necessity suggests that I am not the only one who 

feels ourselves confined within a solid framework of society.   

 

A distant view of factory buildings and two huge towers belching out smokes 

incessantly was what I have seen through a window, while staying at the Arches 

studio, in the city of Issy-les-Moulineaux from spring of 2002 to 2005. The 

unpredictability of weather created a variety of smokes in its shapes and colours. 

The hot vapor out of the incinerator serves as an outlet for people living in Paris 

as if it were a snapshot of urban system. Feeling attached more onto urban gray 



buildings, I came to recognize that landscape does not define only an expanse of 

natural scenery. Many people would agree with the idea that green colour from 

the carefully constructed grass feels synthetic and artificial in the citified 

environment. This series features the depictions of the existing urbanized 

landscapes, addressing the possibility that they could be portable through the 

state-of-the-art personal gadgets such as cellular phones, MP3, and lap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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