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정한 길은 팽팽하게 높이 쳐진 줄이 아니라 땅바닥에서 바싹 쳐진 줄 위로 나 있다. 
진정 디디고 간다기보다는,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끔 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 
—프란츠 카프카

누구나 기억하는 넘어짐의 경험이 있다. 넘어지는 순간 생겨나는 수많은 감정은 그 원인 만큼이나 다단하고 
묘하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넘어짐을 반복하며 살아간다. 그것은 어떠한 원인에 의해 일어나 피동적으로 
보이나 자발적인 경우도 종종 목격된다.  

«OTTO»전은 에이메이 카네야마의 ‘넘어짐은 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회화, 
드로잉, 조각 연작들을 전시한다. 넘어짐과 연결된 작품들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초기작들이 
그 원인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후의 작품들은 순간의 교차되는 상태 또는 감정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에이메이 카네야마의 작품들에서 바나나 껍질은 넘어짐의 원인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 2015년 완성된 
세 점의 회화에 처음 등장한다. 작가는 다른 장소에서 우연히 발견한 버려진 바나나 껍질들을 캔버스에 
형상화하였는데 각각의 캔버스에 드러난 바나나 껍질은 다른 시점(時點)을 가지고 있다. 전시장 내 의아한 장소에 
자리한 동판으로 만들어진 바나나 껍질 또한 우연한 순간의 구현이라는 동일한 맥락에 놓여있다.       

작가는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에 현재, 미래, 과거가 뒤엉킨다고 표현한다. 이는 넘어질 때 개인이 체감하는 시간과 
감정의 변화와 뒤엉킴을 의미한다. 각자가 회상하는 넘어짐의 기억이 모두 다르듯, 작가의 넘어짐에 관한 이야기는 
캔버스와 종이에 폭넓은 움직임과 색채로 구현된다. 다수의 작품이 벽에 고정된 상태가 아닌 벽과 바닥을 오가며 
변화되는 과정 아래 진행되어 작품 속 형태들이 더 자유롭게 느껴진다.

넘어짐은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뿐만 아니라 가능한 상태에서도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당혹감과 불쾌감을 
유발하지만 때로는 웃음을 주기도 한다. 사람들은 넘어지는 순간 멈춰버리거나 황급하게 자리를 뜨기도 하지만 
그냥 웃어버리기도 한다. 목격자로부터 터져 나오는 웃음은 즐거움이나 넘어진 사람의 웃음은 무안함과 허탈감에 
더 가깝다.

“ The true way is along a rope that is not spanned high in the air, but only just above the 
ground. It seems intended more to cause stumbling than to be walked upon.”
— Franz Kafka

Falling is an experience familiar to most of us. Emotions emerging at the moment of the fall, are 
as complex and odd as the cause. These daily fall downs are mostly passive with a specific cause, 
however frequently caught voluntary.

«OTTO» brings together Eimei Kaneyama’s paintings, drawings and sculptures derived from the 
question ‘ Why does the fall occur continuously?’. The works relating to the fall have continued 
from 2014 to the present. If the early works focus on the cause, the subsequent works address the 
crossing state or emotion of the moment.

First appearing in three paintings completed in 2015, banana peel becomes a symbol for the 
cause of the fall in the works of Eimei Kaneyama. The paintings portray abandoned banana 
shells incidentally found by the artist from different locations, depicting distinct juncture from 
canvas to canvas. Placed suspiciously in the gallery, banana peels, made from copper plate also 
contextualize the realization of an unexpected moment.

According to the artist, present, future, and the past become tangled at the moment of the fall. 
It is the entanglement of perception in individuals, shifting in time, and emotions. As all of the 
memories of the fall down differ from one another, these stories are reflected in Kaneyama’s works 
with myriad of gestures and colors. Most works are developed unfixed, floating between the wall 
and the floor, liberating the forms within.

A tumble occurs unpredictably but also erratically in predictable situations, inducing laughter as 
well as embarrassment and displeasure. At the moment of the incident, people may abruptly leave 
the scene or laugh out loud. Laughter bursting from the witness is one of amusement, but closer 
to shame and despondency for the person in conc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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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ado, 2016, Oil stick on paper, 22.2  ×  19.4cm
Pair of Forks, 2017, Oil stick on paper, 45.8  ×  32.5cm
Oasis, 2016, Oil on canvas, 100  ×  80.5cm
Yearn, 2016, Oil on canvas, 100  ×  100cm
matkoiwaknociw, 2016, Oil stick on paper, 25  ×  22cm
Telecommunication, 2017, Oil stick on paper, 61.5  ×  78.5cm
Commemorative Picture, 2017, Oil stick on paper, 44.8  ×  51cm
Triple 10, 2017, Oil stick on paper, 47.5  ×  52cm
Still Life, 2015, Oil on canvas, 32  ×  41cm
Last Time, 2015, Oil on canvas, 32  ×  41cm
Down Up, 2017, Oil stick on paper, 16.2  ×  15.2cm
Green Carpet, 2017, Oil on canvas, 65  ×  80cm
SSMC, 2017, Pastel on paper, 10.8  ×  15cm
Untitled, 2017, Copperplate, 16  ×  15  ×  4.5cm (Unique edition 3 of 12)
Untitled, 2017, Copperplate, 26  ×  21  ×  4cm (Unique edition 1 of 12)

Beika, 2016, Oil on canvas, 41  ×  32cm
Philae, 2016, Oil on canvas, 161  ×  14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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