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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About the shadow.

첫번째 / 그림자에 관하여.



Once the stars stop twinkling and the sleepy night ends, the morning comes in violet landscape. The light turns on. 
Light is the most essential element for all lives in the world. It allows us to see how does exterior view through the 
window look like, which faces do people carry passing by me and what does my handwriting figure. Then, it colors 
the world differently at each moment.

Just next to all shining things, there is a shadow which resembles them. Opposite to the brightness, shadow comes 
from the darkness and has been often used with negative meanings in cinema or literature, such as appearance of 
a fearful devil, presence of a criminal, or symbol of the death, for example. Despite theses representations which 
may frighten us, it has also been a very friendly image, like shadow puppets that we enjoyed in the bed just before 
falling asleep. 

Psychologist Carl Jung depicted as shadow the positive or negative aspects of the personality, unconscious aspects 
which the conscious ego does not identify in itself. He also believed that we would realize the individuation process 
not by ignoring the shadow of ourselves but by reconciling it with our conscious ego. Shadows, like a child forever 
Peter Pan catches his ran away shadow and reattaches it under his shoes, disappear for a while then come back 
under its master’s area, follow and imitate next to him/her, or lead in the front.

Everything is flattened in shadow. It resembles to the object, but there’s neither facial expressions nor colors of 
clothes in the shadow. Using this characteristic, we’ve presented a dream-like scenes in shadow plays in both 
Western and Eastern cultures. Only following movements and voices of shadows, without fascinating costumes or 
make-ups, the spectators picture faces of characters and imagine more colorful backgrounds. 

Going along with the scientific approaches, many artists and architects have studied these magical effects of light 
and shadow. László Moholy-Nagy, photographer as well as professor in the Bauhaus school, created a Light-
Space Modulator, which occupies entirely the space with light and shadow effects. In sculpture, their changing 
direction and intensity make the same volume seem completely different. In architecture where the natural and 
artificial light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beginning with stained glasses, we find more and more 
experimental and playful structures harmonizing the light and its shadows. 

Shadows are still used as interesting material of contemporary art in direct or indirect ways. They seem to trick or 
lie but project a reality. For example, British artists Tim Noble and Sue Webster sculpt a human shadow crafted 
from personal items or domestic trash, and Japanese artist Kumi Yamashita figure human profile shadows with 
creased paper.  Avant-garde artist specializing in cinema film Anthony McCall plunged the spectators into simple 
but strong light projection and makes themselves a shadow.

As there’s no shadow without light, the world without shadow would be too smooth and flat. Just like the balance 
between yin and yang, or the unlimited composition of black and white, the shadow gives contours to shiny lights 
and releases secret imaginary from the silhouette.

Notes on the shadow.
JiSun LEE, 2014.



별마저 반짝이기를 멈추고 모두가 잠들었던 밤이 지나면, 보라색빛 새벽을 지나 아침이 온다.  곧 세상에 불이 
켜진다. 빛이라는 것은 이곳 세상에서 생명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다. 우리집 창밖에 풍경이나 내 옆을 
지나가는 사람의 생김새,  볼펜으로 써내려가는 내 글씨체를 볼 수 있게 해주고, 매순간 변화하는 다양한 색깔들로 
물들인다.  

그리고 빛을 받는 모든것들의 바로 옆에 그것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그림자를 만들어 낸다. 밝음과는 정반대인 
어두움에서 부터 생기는 그림자는 영화 속에서 무서운 야수의 등장이나 숨어있는 범인의 존재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거나 문학작품에서 죽음을 표현하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그래서 그림자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어린시절 잠들기 전에 이불속에서  벽을 바라보며 하던 손가락 그림자 놀이처럼 늘 
익숙하게 봐왔던 이미지이기도 하다. 

심리학자 카를 융은 그림자를 통해 자아의 부정적이고 결여된 면 혹은 의식이 억압하는 무의식의 부분을 
이미지화 했고, 그것을 무시하는것이 아니라 그 그림자를 자아로 통합하는것이 자기 실현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영원히 아이로 살아가려는 피터팬이 도망간 그림자를 붙잡아서 다시 신발밑창에 꿰메는것 같이 그림자는 잠시 
사라졌다가도 다시 발밑에 나타나서 주인을 졸졸 쫓아다니고, 옆에서 움직이는 대로 따라하다가도, 앞서서 먼저 
걸어가기도 한다. 

그림자는 실제 물체의 모습을 평면의 실루엣으로 납작하게 만들어 버린다.  물체와 꼭 닮아있지만 그림자 속 
얼굴에는 표정이 사라지고 입고있던 옷의 무늬나 색깔도 사라진다.  이런 특징을 사용해서 동서양에서는 예전부터 
작은 무대 위 마치 꿈같은 장면으로 가득한 그림자 연극을 해왔다. 화려한 의상이나 분장 없이도 관객들은 
그림자의 움직임과 거기에 더해진 목소리를 통해서 인물의 얼굴을 그리고 배경을 상상한다.  

과학적인 접근을 더불어서 많은 예술가들과 건축가들은 이런 마법같은 빛과 그림자의 작용들을 연구해왔다.  
근대 사진작가이자 바우하우스의 교수로도 재직했던 라즐로 모홀리 나기는 빛에 관한 끊임없는 연구를 하며 
빛과 그림자로 공간을 장악하는 설치기계작품을 만들었다. 조각에서는 빛과 그림자의 방향에 따라서 같은 볼륨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를 비롯해서 조명과 채광이 중요한 건축에서도 
빛과 함께 드리워지는 그림자를 활용한 실험적이고 재미있는 구조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현대미술에서도 꾸준히 그림자는 좋은 소재로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쓰레기 더미에서 
만들어 지는 사람의 그림자로 유명한 듀오작가 노블과 웹스터나 구겨진 종이에서 엄마와 아이의 그림자를 만들어 
내는 일본작가 쿠미 야마시타는 장난스럽고 거짓같지만 실은 물체 그대로의 모습을 투영하는 그림자를 이용한다. 
영화감독이자 작가인 안토니 맥컬의 설치작업은 단조롭지만 강력한 프로젝터 빔을 통해 관객의 존재 자체를 
그림자로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

빛이 없이는 그림자도 지지 않듯이 그림자가 없는 세상은 아마도 밋밋해져 버릴것이다. 음과 양의 균형이나 
흑백의 단조롭지만 무궁무진한 조화에서 처럼 그림자는 눈부시게 밝은 빛에 윤곽을 주고, 납작한 실루엣으로 
부터 비밀스러운 상상을 시작하게 한다.

그림자에 관한 노트.
이지선, 2014.



Wasted Youth (installation view, 2000) - Tim Noble & Sue Webster
image source : www.timnobleandsuewebster.com

Portage (detail of illustrated accordion-fold book, 2000) - William Kentridge 
image source : www.e-flux.com

You and I, Horizontal (III) (installation view, 2007) - Anthony McCall 
image source : www.lesabattoirs.org

Portraits anonymes (cut paper installation, 2010) - JiSun LEE
image source : JiSun LEE

Frames (paper frames, installation view, 2012) - JiSun LEE
image source : JiSun LEE

Akari (installation view, 2009) - Kumi Yamashita
image source : www.kumiyamashita.com

Deer (left), A Bird in flight (right) - Henry Bursill
image source : www.shadow-puppets.com

Le prince des joyaux (Les contes de la nuit, telefilm, 1992) - Michel Ocelot
image source : www.folimage.fr

i : none (animation video, 2010) - JiSun LEE
image source : JiSun LEE

Première présentation de l’ombre (video, 2010) - JiSun LEE
image source : Ji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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