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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comprehension

* 녹색게릴라 사계절워크숍 자료집에 제시되는 주제어는 워크숍 기간 중 발견한 흥미로운 말임. 

2023 겨울 '오해'
2022 가을 '산책자' 
2022 여름 '몸감각'
2022   봄  '판단정지'
2022 겨울 '가볍게 더 가볍게'
2021 가을 '가을을 묻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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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게릴라

녹색게릴라는 대안미술공간소나무가 주관하는 자연미술 사계절 연구모임(지지워크숍)으

로 자연미술워크숍, 전시, 출판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교류한다.

 

우리가 즐겨 자연을 찾는 것은 생성 소멸을 거듭하는 자연의 흐름을 따라 공명하는 몸의 

자연성을 되살리기 위함이다. 우리는 풀과 나무를 싹 틔워 자라고 결실하게 하는 땅, 물,  

빛, 바람의 기운을 느끼고, 천지간에 살아 움직이는 것들과 모든 물체의 소리에 귀 기울

인다. 빈 손과 빈 마음으로 자연을 맞이하고, 자유로운 몸짓으로 자연과 하나 되기 위해 

자연과 더불어 생각하고 반응한다.

자연의 생명력이 나의 무심한 발상과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는 순간 자연과 예술은 하나

로 통한다. 우리는 이 상태를 '지지'라 부른다.  ‘지지’는 자연에 반응하는 인간의 소소한 

행위의 결과이며 놀라움이다. 자연에서 생겨난 ‘지지’는 이내 사라지지만 다양한 표현 매

체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든다.

녹색게릴라는 지식의 횡포와 경쟁의 억압으로 부터 벗어나 자연스러운 자유 미술의 가능

성을 함께 열어 갈 것이다. 자연 깊숙한 곳에서 동시대 미술의 최전선에 이르는 녹색게릴

라의 활동이 이 시대 예술계에 신선한 기운을 전하며, 땅의 지혜를 담은 ‘지지’가 사람들

과 함께하는 삶의 예술이 되길 소망한다. 

Green Guerrilla

Green Guerrilla is a Nature Art research group hosted by Art Space 
Sonahmoo. Green Guerrillas communicate through Four Season Nature Art 
workshops(gg Workshop), exhibitions, publishing residency programs.

The reason we often enter into nature is to revive the nature of the body that 
resonates with the flow of nature that repeats creation and extinction. We 
feel the energy of the earth, water, light, and wind that spurts, grows, and 
bears grass and trees, and we listen to the sounds of living things and all 
objects between heaven and earth. We meet nature with empty hands and 
empty hearts, and think and react with nature to become one with nature 
with free gestures.

The moment nature's vitality strikes a harmonious balance with my humble 
idea, nature and art become one. We call this state the Green Guerrilla's 
'gg'. ‘gg’ is the result and the surprise from small human actions in response 
to nature. The ‘gg’ created in nature disappears in time, but it seeps into 
people’s minds through various forms of expression. 

Green Guerrillas will free themselves from the tyranny of knowledge and the 
oppression of competition and open up together the possibility of natural 
free art. We hope that the activities of green guerrillas from the depths of 
nature to the forefront of contemporary art deliver a fresh energy to the art 
world of this time, and that 'gg', which contains the wisdom of the earth, 
becomes the art that lives with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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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열 Oyeol Kwon 

만 개의 태양

부동심 

맹자는 나이 40에 부동심을 얻었다고 한다.

나는 그보다 15년이 더 지난 나이임에도

마음의 동요를 견뎌내기가 힘들다.

나는 언제쯤 그런 경지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경지가 있기는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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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휴머니즘과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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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등용 Deungyong Kim

더하기_Video UHD_1min_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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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임 Soonim Kim 

안녕 초록 /Hello Green _ 2023.02.18 

대안미술공간 소나무 앞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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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선 Euysun Kim 

먼저 녹는 길 줄기에 기대어 흙 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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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찬  Uchan Park

  연결 

 돌밤

겨울 양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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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영  Haeyoung Seo

내가 생각(오해)하는 자연미술이란?

오랜만에 소나무의 겨울 워크숍에 참여했다. 나는 3년 전 이곳에서 자연미술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자연미술이라는 새로운 미술의 방법론을 접하고 긴장감과 

당황스러움, 묘한 매력과 해방감을 느꼈고, 그 후로 몇 번의 자연미술워크숍과 

프로젝트를 참여했었다. 

그 당시에 나는 내가 가진 작업의 틀과 익숙한 방법론에서 벗어나, 또 다른 나

의 모습을 발견하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자연미술을 ‘이용’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자연미술’ 또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여겨졌고, 점점 하나의 틀(형식)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나의 생활이나 기존의 작업과는 선을 그어놓고, 자연미술 안에 있을 

때만 그러한 마음가짐이 되는 식이었다. 자연 안에서, 자연의 재료로, 자연과 융

화되는 방식 또한 나에게는 ‘자연’스럽지 않은 인위적인 활동처럼 여겨졌다. 그

래서 자연미술워크숍을 잠시 멀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2년 정도 시간이 흘러 다시 소나무를 찾게 되었다. 변하지 않은 곳, 사람

들을 만날 때면 마음이 편하다.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변하지 않

았으면 하는 마음도 생긴다. 그렇게 다시 찾은 소나무 워크숍은 겉보기엔 그대로

였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변화가 느껴졌다. 사람들의 모습과 생각, 자연미술이 

스스로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생각하는 자연미술의 개념도 자연미술워크숍을 하지 않는 기간을 거쳐 변

화했다고 느낀다. 이래야 자연미술이다라는 스스로의 고정관념이 자연스럽게 허

물어지기 시작했다고 느낀다. 자연미술은 형식이 아니라 ‘태도’에 기반한다. 태

도는 ‘시선’과 ‘행위’를 동반하고, 그것은 어디에서든 가능하다. 물리적 조건이나 

어떤 이미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고 특정 이미지를 거부하는 

열려있는 것이 내가 생각(오해)하는 자연미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자연미술’이란 나의 집, 거리, 산과 바다, 가상세계에서

도 이뤄질 수 있는 미술이다. 나는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자연이라고 보고, 그런 

자연과 인간이 만나는 순간을 기록하는 것이 자연미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눈에 띄지 않게 개입하고, 어떤 이는 서로를 붕괴시킬 만큼 강렬하게 

부딪힌다. 어떤 방법이든 자연미술이 감동을 주는 이유는 ‘군더더기’가 없는 어

떤 핵심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다양한 모

습들이 공존하는 현장이 자연미술이고, 그런 것들을 포용하는 공간이 자연미술

이길 바란다.

<안녕하세요> 사진 이미지, 2023

이번 소나무에서의 워크숍은 익숙한 것과 낯선 것을 만나는 시간이었다. 오랜만에 다시 찾은 소나무에는 익숙하고 반가운 사람들과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들

이 있었고, 소나무처럼 변하지 않은 풍경과 그동안 변화된 풍경들이 눈에 띄었다. 

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만나고 인사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바라보기 위한 도구를 만들고, 그것을 진화시키면서, 소나무 공간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사

람들을 보았고, 새로 생긴 옹벽을 보았고, 누군가 버린 오래된 음료캔을 보았으며, 이장된 묘지의 흔적을 보았다. 

그때, 왜 그것을 바라보았는지는 이유를 설명할 순 없지만, ‘관계맺음’에 대해서, 그리고 ‘프레임’에 대해서, ‘바라본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었다. 

 *동영상 링크 : https://youtu.be/go-_UvXay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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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기 위한 도구>  종이컵과 나뭇가지로 만든 관찰도구, 2023

시선을 담기 위한 도구이다. 그날 내가 쓴 종이컵에 구멍을 뚫어 프레임을 만들고, 나뭇가지를 연결해 손잡이를 만들었다. 나의 시선에 잡힌 대상을 종이컵의 

프레임과 사진의 프레임으로 겹겹의 레이어를 만들어 ‘의미’를 담아 보려 했다.

<still, green> 사진 이미지, 떨어진 솔잎과 나무뿌리, 2023

언덕 중턱에 올랐을 때, 갈색의 낙엽들 위에 푸른 솔잎이 툭 떨어져 있었다. 나무에서 떨어져 푸른 빛을 잃을 만도 한데, 여전히 푸른 빛을 머

금고 있는 모습이 생을 포기하지 않은 순간으로 느껴졌다. 나도 모르게 그런 흔적들을 찾아 언덕을 돌아다녔고, 그것을 모아 하나의 푸른 덩어

리를 만들어보고 싶었다. 구멍이 많은 나무뿌리를 주워다가 떨어진 솔잎들을 꽂았다. 

뭔가 우스꽝스럽고, 어색한 덩어리가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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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규 Shinkyu Song

무릎_ 2023.02.18 
대안미술공간 소나무 앞마당

각기 다른 자연 공간 안에서 뒷산을 오르고 

내려가며 목적 없는 움직임을 통해 무언가 

다르게 발견을 원했던 작업이다.

나는 움직이지만 자연은 묵묵히 그 자리에 

서있었다. 아무리 세상은 바뀌더라도 나무는 

흘러내리는 토사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며 서

있었다.

나무언덕 아래 비와 모래와 바람이 만들어낸 

그림이다. 하얀 천 아래 햇빛을 발견했을 때 

먹으로 뿌려 놓은 듯,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시간,공간 이자 그림자 아래 그림을 볼 수 있

었다.  

* 워크숍 참가소감

같은 공간 안에 들어 와있어도 공간 내에 각

자 다르게 생각함으로써 또 다른 발견을 했

던 워크숍이었다. 자연은 그대로 두면 아름

답지만 사람과 함께 닿을 때 이색적으로 발

생하는 공간에서 이해는 말로 표현 할 수 없

는 대화 방식이었다.

자연미술은 늘 가까이 중심에 서있다.

자연이 그린그림_2023.02
대안미술공간 소나무 앞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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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린  Hyerin Oh

잎.새

오혜린 

고요히.

아무도 모르게.

언제였는지.

죽은

죽어버린

새 한 마리

떨어져 죽은.

죽어서 떨어진.

잎사귀 아래.

죽은 

죽어버린

새 한 마리

가만히.

흙 위에서.

썩어가는. 

죽은 

죽어버린

잎.

새.

leaf. and a bird.

hyeRinoH

silently.

no one knows.

When it was.

dead

killed

a bird

fallen to death.

fallen from the dead.

under the leaves.

dead

killed

a bird

still.

on the soil.

decaying.

dead

killed

leaf.

and a 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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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욱  Jangwook Lee

오공, 부처님 손바닥에 오줌 누듯

gg winter 2023 소회 No.50.0 by Nonc

지난 사이언스 월든-소나무 레지던시의 참여로 얻게 된 예술가로서의 새로운 페르소나 ‘하얀마

녀’는 자연미술 워크숍 참여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1년 가을 워크숍에 처음 참여했을 

때가 마침 ‘마녀모드’였는데, 그때 자연미술로서 만난 <BALO>는 지금도 여전히 여운이 진합니

다. 마녀는 저에게 또 다른 감도 혹은 주파수를 가지는 방법으로서, 워크숍의 동기화를 극대화하

는 데에 도움줍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안성 소나무에서 다시 마녀 모드로 자연미술 워크숍에 참여

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하지마자 공간과 오랜만에 인사하면서 회상하는 당시와 지금의 낙차는 낯

선 그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후 희한하게도 오전의 근황 토크에서 나온 얘기 중에 “자연미술 

워크숍에 와서 아무 것도 안 하고 가는 것은 생각보다 대단한 일이다.”라는 말에 꽂히게 되었는

데, 이런 그리움으로 인해서인지, 어쩌면 오늘이야말로 미련 없이 아무 것도 안 하게 해주는 날이

겠다는 섣부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때마침 최예문 선생님이 따뜻한 마음으로 마련해 주신 강냉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또 열심히 워크

숍에 전념하는 작가님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큰 그릇에 강냉이를 가득 채운 후, 그것을 들고 소

나무 이곳저곳에서 나누다 보니 어느새 그릇이 텅 비었습니다.

자연스레 솔잎, 나뭇가지, 얼음조각, 조약돌 따위로 그릇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에 그냥 담

기만 해서는 지난 워크숍에서 선보인 등용 작가님의 <가을 한상>을 넘기는 어렵겠구나 싶었고, 

‘그렇다면 나는 물을 담아야겠다’ 하고 결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의선 작가님이 “저 물을 

담으세요.” 하며 가리킨 곳은 오열 작가님이 열심히 작업하시던 미끌미끌 얼음판 밑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페트병에 물을 가득 담았는데, 수돗물과 달리 색깔이 누렇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큰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마침 혜린 작가님이 와주신 덕분에 영상 촬영

을 도움받을 수 있었고, 저는 자연의 소품을 바리바리 담은 그릇에 페트병 속 누런 물을 부었습니

다. 영상에 오늘의 자연미술을 담는 동안 숨죽이는 정적이 이어졌고, 이후에 터져 나온 박장대소

는 자연스레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누구는 여기서 오줌싸개를 보았고, 또 누구는 여기서 승

천하는 용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제목 다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 꽂히게 된 그 말이 다시금 떠올랐습니

다. 오늘의 마녀 또한 나름 단단히 마음먹었지만, 자연의 부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는 점이 마치 

그 말을 증명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물이 예측 가능하거나 억지스러웠다기보다

는 너무나 예상 밖의 것이어서 개운한 마음이 든 것도 크게 한몫했습니다. 장고 끝에 붙인 이번 자

연미술의 타이틀은 깁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만큼 길게 제목 붙일 일은 없을 것만 같습니다..

'오공, 부처님 손바닥에 오줌 누듯, 자연의 부름은 피할 수 없다’

                             

                                *동영상 링크 : https://youtu.be/jgTku3I-c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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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미  Jimi Lee

휴식의 형태 1

겨울 식물은 죽었다고 생각했다.  

색을 잃고 생기없이 형태가 망가진 모습을 볼때면 쉽게 이 세상 밖의 존재로 밀어내 버렸다.  

겨울이 지나고 천천히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늘 보았으면서 ..
휴식의 형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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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Hyekyung Lee

저너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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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한  Honghan Lee

 안 쓰던 근육 쓰기_ 퍼포먼스_ 2023

* 동영상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TT-jjpn09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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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균  Seungkyun Lim

a Monster_무봉산_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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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서  Jungsuh Sue Lim

자연미술에 대한 단상

자연미술이란 단어 조합은 내게 무척 흥미롭다. 자연은 원래부터 있는 산, 바다, 강 같은 그 태생이 자

연적으로 스스로 발생한 것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는 우주 만물의 순리가 아닐까 싶다. 미술은 영어로 

art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 단어의 기원은 ‘인공의, 인조의’라는 뜻의 artificial로 이어진다. 그래서 스

스로 그러한 것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 이 두 상충된 의미의 결합이 재미있다. 아마도 나는 자연

미술 워크숍에서 자연과 미술 그 중간 어디쯤에 서있는 것이 아닐까. 그 척도를 오가며 때로는 순리를 

거슬러 보고 때로는 따라가 보는 방법으로, ‘자연미술’이 지칭하는 그 어떠한 활동을 해보고 있다. 내 

예술 탐구(art practice)는 어떤 순간과 상황이 주는 경험에 관심을 두고 있다. 어떤 시공의 경험을 건

축하고 구성하거나, 퍼포먼스를 만드는 것으로 표현된다. 휘발하는 시간성과 행위의 특성상, 사진과 

영상 등 기록 매체가 기특하고도 주요한 동반자가 된다. 자연미술 워크숍에선 타인에게 전달할 작품

으로의 탐구보다는 내던져진 환경 속, 자연과의 관계 맺기를 하는 ‘나’의 경험에 집중한다. 고정된 관

념의 작품화된 상태로 보이진 않지만 단편의 행위, 해프닝, 계획되지 않은 퍼포먼스와 같은 표현이 아

우르는 그 어딘가에 존재하는 단편의 시공이 발생했다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겨울 워크숍은 내게 확 와닿고 감탄사를 내뱉는 자연에 대한 감상을 주지 않는 풍경이 많았다. 알록달

록 푸르른색을 좋아해서 져버린 잎의 색이 내게 감흥이 덜 한 게 아닐까 생각했다. 그래서 아주 잠깐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넝쿨 식물을 만나 줄기 방향을 다르게 이어보는 때 빼고는 매우 관조적인 태도

로 나를 둘러싼 풍경을 구경했다. 자연 상태의 흙과 땅, 아스팔트, 나무 건축물, 콘크리트 건축물, 목

초지로 다듬어진 녹색 잎이 흐드러진 들판, 마른 낙엽에 아직 걷히지 않은 그대로의 갈색 땅. 도대체 

어디까지가 자연이고 어디서부터가 손이 닿은 것이란 말인가. 나는 1991년 한국, 경기도에서 태어났

다. 태어나자마자 집에 텔레비전이 있었고 초등학교 때 컴퓨터를 배웠다. 지금은 서울, 도시에 살고 

있고 스마트폰이 너무나 익숙하며 디지털 플랫폼에 연동 된 내 계정은 3-4가지가 넘는다. 현실의 나

는 가상 세계라는 곳에 아주 밀접히 연결된 듯 또는 그렇지 않은 듯 연동되어 있다. 나는 그렇게 디지

털 세상이 자연스럽게 녹아든 환경에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자연이 주는 인상은 아날로

그, 유기적인 상태의 것들이다. 디지털이 구현하는 1과 0으로 표현된 각진 픽셀의 이미지는 자연스러

운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 왜 그럴까? 나를 둘러싼 세상은 이미 이미지를 조작해 합성을 하

고 현실과 가상이 뒤섞인 상태의 환경을 자연으로 가지고 있는데, 왜 디지털의 표현을 더 인위적이라 

느끼는 걸까?

전에 잠깐 들었던 인형극 워크숍에서, 강사님이 우리의 몸이 흐르는 물과 유기적으로 변하는 세포 단

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적 형태(organic form)에 더 끌리는 거라고 하셨다. 나름 설득됐다. 

그럼 나는 나 또한 자연 발생된 산물로 나와 비슷한 유기적 형태를 성질로 가진 것에 더 끌리는 걸까? 

성질의 차이로 자연스러움과 인위적인을 구분하고 있는 것일까? 부유하는 질문과 함께 정처 없이 진

달래와 겨울 산책을 하며 자연을 디지털카메라로 찍었다. 픽셀이 아주 크게 도드라져 보이도록 가까

이 그리고 확대해 보면서 그 성질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2023.2.18 임정서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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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경  Eunkyoung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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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길 Wongil Jeon

억새풀을 접다, 20230208, 안성 오양골 풀잎을 펴다, 20230209, 얀성 오양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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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새풀을 모으다, 20230126, 안성 오양골 솔잎을 모으다, 20230218, 안성 오양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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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혜 Seunghea Jung

비인간-동물은 대부분 자아가 없다고 여겨져 왔다. 

자아가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 완벽히 알 수 없지만 

그 자리를 타자나 주변 환경이 채운다고 가정해 본다. 

그렇다고 해도 강아지들이 주는 조건 없는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생애 마지막 순간, 모든 것과의 이별 뒤에 

자기 자신과 안녕을 고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어려운 숙제 중 하나라면 

그들이 짊어진 짐은 좀 더 가볍다고 할 수 있을까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의 시선, 

그로부터 던져지는 질문과 나의 선택들이 

답을 찾는 과정의 층을 이룬다.

진달래, 2023
동영상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hwp7gCQiEyE



52 53

최예문 Yemoon Choi

도깨비풀 안아주기

마당을 한 바퀴 돌아 집에 들어올 때

도깨비풀 씨가 옷에 붙어 따라 들어올 때가 있다.

발견하면 야멸차게 떨궈낸다.

오늘 모처럼 먼저 안아주었다.

그가 기뻐하며 내게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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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은  Jieun Choi

나와 땅

저는 땅이 좋습니다.
하늘은 먼데 땅은 가깝기 때문입니다.

저는 땅을 보며 걷습니다.
마음이 비워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밟을 땅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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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희  Jihee Hong 

제목 - 녹색 스케치

나 자신이 작업에 등장하면서부터 풍경과 내가 화면에 어떤 크기와 비율로 배치되는지

풍경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기 전엔 알 수 없음으로 

본 영상촬영에 앞서 스케치와 같은 기록으로 촬영하여 확인을 한다.

산을 배경으로 일단 걸어 들어간다. 보는 것과 몸이 직접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보다 가파르고 나무는 다른 산의 나무와 특별히 다를 것이 없다.

정상에 올라 내려가려고 돌아서서 반대편 풍경을 보았을 때 

짙은 겨울나무와 낙엽의 색깔 대비로 벌판의 색이 시아를 압도한다. 

녹색풍경도 담고 싶은 욕망과 방금 떠나온 벌판 그 자리에 내가 어떻게 보였을지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계획했던 작업은 사라졌다. 

산을 내려와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자 나무의 크기는 생각보다 곱절은 더 크다.

보는 것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 오해를 낳는다.

산에 들어갔다 나오는 매우 단순한 물리적 행동, 단지 타인의 눈이 되어 풍경과 나의 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새로운 현상학적 지식을 발견한 것 마냥 신비롭다.

다시 산을 오른다. 뒤돌아 반대로 촬영한다. 녹색의 벌판으로 나를 넣는다.

촬영을 마치면 나 자신이 멀어지며 작아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면 이젠 산 위에서의 나와 벌판에서의 나는 이제 서로를 잘 알게 된다. 

나를 서로 바라본다.

자신이 제 자신을 명확하게 알고 예측한다면 어떨까...

 

<어떤 결단이 올바른 것인가를 검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비교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한다. 최초로, 준비 없

이 체험한다. 미리 앞서 연습도 해보지 않고 무대에 등장하는 배우와 같다. 하지만 삶을 위한 최초의 시연이 이미 삶 자체라면 삶은 어떤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가? 이러한 근거에서 삶은 언제나 스케치와 같다. ‘스케치’ 또한 맞는 말이 아니다. 스케치는 언제나 어떤 것에 대한 초안, 어떤 그림의 준비인 데 반해 우리

들 삶의 스케치는 무에 대한 스케치로서 그림 없는 초안이기 때문이다.

 한 번은 없는 것과 같다라고 토마스는 자신에게 말한다. 여하튼 우리가 단 한 번만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도대체가 살지 않는 것과 같다.>    

- 밀란 쿤데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녹색 스케치
동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MAlmG8V9Mj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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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os de Gredos (Spain)

Perfection has accommodation. La perfección tiene acomodo. Winter 2023  The white square. El cuadrado blanco-1. Winte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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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heart integrates with each new spirit I meet. 
Mi corazón se integra con cada espíritu  
nuevo que conozco-4. 
Winter 2023

Mountains increase in volume. 
Las montañas aumentan de volumen. 
Winter 2023

Interventions WINTER 2023

To work in nature, to work with what is born as we are, is to place ourselves at 

its disposal to let ourselves be gifted with its gifts and its wisdom. It also knocks 

at our door to communicate and to work together. 

Each season has its own particularities, all of them changing and different. There 

are years when autumn is extended and enters winter, as happened last year. 

With The fruits of the forest it has been possible to work, on the one hand, 

because of the delay and on the other because many plants are already biannual, 

due to the turbulent times we have had to live through. The low altitude of the 

sun makes the shadows longer and this influences everything we are going to 

do, for example, in The prison that does not exist is open, Time. A gift, it makes 

that some hours of the clock are prolonged with others. Permanent works in 

nature are also affected by the season. Thus, accumulated fallen leaves, water, a 

certain way of snowing, affect how we can appreciate them. 

This year at the Cerro Gallinero Art and Nature Center it snowed with such a 

special wind, temperature and size of the flake that some of the works have 

received such a suggestive impression that nature has enhanced what was done 

by man like no other year. Humanity is a clear example. We are walking through 

the countryside and reading what nature has to offer. A piece of snow on a rock 

already has the three sides of a square, only a small intervention is needed for 

the white geometry to settle again on the rock. If the season offers us ice, we 

work with ice, and our granite landscape is characterised by basins formed over 

centuries, then we also work with the past. This is the basis of the seven works 

in the series My heart integrates with every new spirit I meet. The basins have 

been filled with ice water and when the thaw begins, they are ready to change 

places. All close and with unexpected connotations. The snow invites us to 

work with symbols, but knowing that they are perishable, that what is used is a 

very ephemeral skin, but not what we want to transmit with the photographs. 

Perfection surrounds us and like snow that melts and turns into water, although 

we no longer see its past forms, the essence remains, even if we don't know 

exactly how. Thus, we have Perfection has accommodation, Perfection melts 

over Time and Symbols match, Sun and Gold.

Thanks to the snow, clouds travel across the sky, but also over rocks, Clouds and 

more clouds. All this thanks to a sun that gives us and at the same time can take 

away our life, that is the obvious, but we believe that we are affected by more 

suns, Two suns. With the powerful tool of art we can, in the words of Paul Klee, 

"make the invisible visible". 

Carlos de Gredos

Hoyocasero, 14th February 2023

The fruits of the forest. 
Los frutos del bosque. Golden ear mushroom. 

Winter 2022.

 Perfection melts over Time 
La Perfección se derrite sobre el Tiempo  

Winter 2023 
Cerro Gallinero Art and Nature Center



62 63

Jordi González (Spain)

The idea of this work departs from a simple translation, from earth to air, from a vegetable to a tree. The corn plant is 

splitted to be hosted in another vegetal being. In the first action I used the corn flower and an olive tree, and in the 

second I used the corn leaves and a pine tree. In this simple ephemeral work, one can observe how different the corn 

parts behave when they are introduced in a new situation affecting the guest's usual life. We can observe how different 

the wind rocks on it, how the corn's weight alteres the positions of the branches and their friction. We are dealing with a 

new natural object that can be disturbing and at the same time ch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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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ga (Germany)

scull04a_s scull05a_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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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hugge02 treehugge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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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gi Quiñonero (Spain)

Natura morta / Still life

Ceps de vinya morts / Dead vines
49 x 300 cm. Alçada 68 cm / 49 x 300 cm. Height 68 cm
Els Marmellans / The Marmellans
Febrer 2023 / February 2023
Una obra de Sergi Quiñonero / A work by Sergi Quiñon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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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jdom van der Merwe (South Africa)

Circle of sticks
Location: Paradyskloof, Stellenbosch, South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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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후기   

오해의 자유 

이번 워크숍 기간 중 자연미술은 말로 규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자연미술’이라는 말에 포함된 ‘자연’은 너무나 큰 세계이기 때문에 누

구도 정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미술을 논하는 

것 역시 ‘오해’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나는 자연미술에 대한 생각을 말과 글로 이야기해 왔다. 자연에 

대한 참된 이해 없이 자연미술을 논한다는 것은 피상적일 수밖에 없으

며, 자칫 나의 어줍지 않은 생각이 자연미술을 틀에 가두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염려를 하면서도 말이다. 

그런데 이번에 제기된 ‘자연미술에 대한 오해의 불가피함’은 역설적으

로 자연미술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어차피 우리가 인

식하는 자연-세계가 수많은 오해로 이루어진다면 자연과 미술에 대한 

견해의 진위보다는 자기 관점(오해)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

기 때문이다. 

나는 ‘오해’라는 말의 출현과 더불어 녹색게릴라들이 자연미술에 대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자연미술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얽히고설킬수록 자연에서의 예술은 더욱 

생동하리라 생각한다. 전원길

Editorial Review  

Freedom of Misunderstanding

During the workshop period, there was an opinion that Nature Art 
cannot be defined in words. The word 'nature' included in 'nature 
art' refers to such a vast world that no one can reach an accurate 
understanding, and thus, discussing nature art can also lead to 
‘misunderstanding’.

So far, I have been expressing my thoughts on nature art 
through words and writing. Discussing Nature Art without a true 
understanding of nature can only be superficial, and there is a 
concern that my immature thoughts may confine nature art to a 
certain mold.

However, paradoxically, the fact that there wil l always be 
misunderstandings about Nature Art makes it possible to freely 
discuss this topic. This is because if the way we perceive the natural 
world is already full of misunderstandings, the process is more 
important to form our own perspective (misunderstanding) rather 
than trying to determine which views on nature and art are authentic.

I am pleased that with the emergence of the word 'misunderstanding' 
and the Green Guerrillas have started to share their experiences 
of nature art. The more misunderstandings about Nature Art are 
intertwined, the more vibrant art in nature will be. Wongil 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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