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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etics of the intangible

The Absence of Memory & Reflux of Emotion

3rd. Art & Architectural Story of Choi Yu Jin
최유진의 예술과 건축이야기③ 

Janet Echelman [자넷 에힐만]

Stream Sculpture
기류조각(氣流彫刻)

Target Swooping II, Burgos, Spain, 2001
Hand-knotted nylon lace net

STORY: Art & Architecture

If you happen to look at the sky and encounter a huge installation embodying 

the texture of wind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installation is a work by Janet 

Echelman. If the installation waves like an embroidery on the natural sky 

water, presenting rhythmic senses like a geometric picture, and the material is 

net used in catching fish, it would surely be a sculpture by Echelman.

Janet Echelman, a plastic artist visualizing invisible or liquid objects such as 

light, wind, and water, has been recognized as an innovative artist who has 

suggested a new paradigm of urban architecture through art. But, until she has 

become like that, her processes instilled with a unique imagination, idea, curi-

osity in every little detail, and an aggressive passion realizing opportunities.

우연히 하늘을 바라보다 빛으로 ‘바람의 결’을 형상화한 거대한 규모의 설치작품과 조

우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넷 에힐만(Janet Echelman)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웅대

한 자연의 물결하늘에 수를 놓은 듯 일렁이며 기하학적인 회화 작품마냥 리듬감을 연

출한다면 나아가, 그 재료가 만약 물고기 잡이에 사용되는 ‘그물’이라면 그 작품은 

틀림없이 자넷 에힐만의 조형물(造形物)이다.

빛과 바람, 물과 같이 보이지 않거나 유동하는 대상을 시각 인지화 시켜온 조형예술가 

자넷 에힐만은 미술을 통해 도시 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혁신적인 예술가

로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지난 과정 속엔 작가 특유의 풍부한 상

상력과 아이디어, 소소함에도 잃지 않는 호기심, 기회를 실현화하는 적극적인 열정이 

녹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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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넷 에힐만은 1966년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태어났다. 은퇴자들이 노후를 보내

는 곳으로 유명한 템파는 풍요로운 자연 경관과 사계절 온화한 기후를 특징으로 한다. 

에힐만은 이곳에서 사시사철 웅장하게 출렁이거나 고요한 바다를 벗 삼고 아름다운 

저녁노을을 일상으로 체감하며 유년시절을 보냈다. 때문에 오늘날 그의 여러 환상적

인 작업들은 이러한 환경적 요소가 자연스럽게 투영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

힐만은 굉장히 특이한 교육과정과 경험을 갖고 있다. 그녀는 1983년부터 공부를 시작

해 1995년에 이르기까지 12년간 7개의 대학에서 6가지 각기 다른 전공을 익혔다. 예를 

들면, 하버드 대학교에서 환경학을, 미국 국제 학교 수학 당시엔 여러 국가에 대한 비

교 연구를 했다. 또한, 홍콩대학교에서는 중국 풍경화와 서예를 전공했으며, 레슬리 

대학교에서는 상담심리학을 배웠다. 이뿐 아니라, 바드 칼리지에서는 순수미술로 석

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은 그녀의 예술

영역을 확장시키는 탄탄한 자양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예술가로서의 첫 발은 그리 순탄한 건 아니었다. 그녀는 하버드대학교에서 학

위를 마치고 7개의 예술대학에 지원했지만 모두 입학을 거절당했다. 아무도 그녀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실망하지 않고 스스로 미술가가 되기로 결심

하여 이후 10년간 혼자 그림을 그리게 된다. 인생의 중요한 단락에서 준비된 노력이 

‘기회’와 맞닿았을 때 어떻게 기화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의미 있는 여정이었다. 그리

고 그녀의 첫 번째 기회는 인도에서의 전시였다.  

외롭게 홀로 긴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자넷 에힐만은 1946년 설립되어 오랜 시간 전 

세계 지식인들을 지원하고 배출해온 풀브라이트(Fulbright)재단의 도움으로 회화 전

시회를 열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이에 인도로 넘어간 에힐만은 작업에 전념했다. 하

지만 전시회 마감기한을 앞두고도 작업이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고민 끝에 그녀는 회

화 대신 부피가 큰 청동작업으로 방향을 튼 후, 인도 남부에 위치한 어촌 마하발리푸

람(Mahabalipuram)으로 갔다. 하지만 청동은 무거웠고, 재료가 너무 비싸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에힐만에게 그것은 ‘좌절’의 다른 말과 진배없었다. 적어도 당시

엔 그랬다. 헌데, 좌절하고 있던 그녀는 우연히 산책을 하다 바닷가 모래사장 위에 너

부러져 있는 어부들의 그물꾸러미를 목격하고 작업의 새로운 접근방식을 떠올렸다. 

무겁고 단단하며 속이 꽉 찬 재료가 아니라 그물을 사용해 비어있고 부피감 있는 형태

를 만드는 조형성을 떠올리게 된다. 그리곤 지체 없이 어부들과 협업을 통해 그물 조

각을 시작한다. 그때가 1997년으로, 처음으로 만족스럽게 작업한 조각은 <풍만한 엉

덩이(wide hip)>라고 이름붙인 자화상이었다. 

생업에 필요한 사물을 예술적 용도로 치환하고, 자연요소에 의해 요동하는 부피감 풍

만한 그물의 변화는 에힐만을 만족스럽게 했다. 바람이 불때마다 부드럽게 율동하는 

조각품의 패턴은 시각적으로 매료되기에 충분했으며 건축과 미술, 인위적인 것과 자

연적인 것, 일상과 예술의 경계 허물기를 가장 적절하게 드러낼 수 있는 언어로써 부

족함이 없었다. 그녀는 그때부터 전통적인 그물공예방식을 통한 작업에 몰두한다. 특

히 그물장인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그물 패턴을 연구하고, 리투아니아(Lithuania)의 레

이스 공예가들과 함께 수준 높은 디테일을 구축하는 등, 그의 그물작업에 대한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Echelman was born in Tampa, Florida in 1966. The place is famous for retirees 

spending their old ages and has gentle climate all year round and rich natural 

landscape. She spent her childhood in this place befriending with magnificent-

ly waving or clam sea and experiencing beautiful evening glow. This is why it is 

within bounds to say that her fantastic works are reflected with these environ-

mental factors. She experienced unusual curriculum and experiences. She 

started her study since 1983 and studied six different majors in seven universi-

ties for 12 years. For example, she studied environmentalogy at Havard and 

conducted comparative study on several countries when she was in an interna-

tional school in the United States. And in Hong Kong University, she majored in 

Chinese landscape picture and calligraphy while studying counseling psycholo-

gy at Lesley University. Furthermore, she got a master's degree of fine arts at 

Bard College. A variety of experiences and knowledge accumulated from dif-

ferent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been a solid nutritious elements 

expanding her realm of art.

But her first step as an artist did not go well smoothly. She finished her degree 

at Havard and applied to seven art colleges, which refused her admission. 

Nobody acknowledged her talent. But she was not disappointed and deter-

mined to be an artist on herself, painting pictures along for the next 10 years. It 

was a meaningful journey showing how efforts prepared in an important peri-

od can evaporate when meeting an opportunity. And her first change was an 

exhibition in India. 

One day when she was spending her time alone, Janet Echelman got a chance 

to hold a picture exhibition with the help of Fullbright Foundation that has long 

been supported and nurtured intellectuals around the world since its founda-

tion in 1946. This is why she went over to India and focused on her work. But 

her work did not proceed well even before a deadline for the exhibition. After 

contemplation, she changed her course to voluminal bronze instead of pic-

tures and went to Mahabalipuram, a fishing village in the south of India. But 

bronze is heavy and expensive, which is why it was hard to work with. To 

Echelman, it was no different than failure. At least it was that at that time. 

Frustrated, she went for a walk and happened to find a pack of net scattered at 

the sand beach, coming up with a new approach. She came up with the idea of 

making an empty and voluminal formation instead of with a heavy, solid, and 

stuffed material. Then she started net sculpture with fishers without delay. It 

was 1997 and the work that she was satisfied first was a portrait named Wide 

Hip.

The pattern of her sculpture that softly moves around in accordance with wind 

was appealing enough to visually fascinate people and was a language that can 

reveal the demolition of the boundary between everyday life and art. It was 

then when she was immersed in a work using a traditional net craft. Her enthu-

siasm for net work was hotter than ever, researching new net patterns with net 

craftsmen and establishing a sophisticated detail with lace craftsmen in 

Lithuania. 

Since then Echelman has been able to establish her own world of art through 

the collaboration with experts in various fields and in depth learning. Then a 

chance to raise her reputation arose. It was an exhibition in Madrid that is still 

the talk of the town and a sculptor requested by the city of Denver. The exhibi-

tion in Madrid gave Echelman a chance to discover her artistic capabilities. She 

tried to make bigger pieces so that the galleries can be soaked into them while 

looking around here and there. And then she spent a great deal of time to 

make a huge net piece manually with fishermen and installed it in Madrid for 
1.26 Sculpture Project at the Biennial of the Americas
July 6 - August 6, 2010

1.26 Sculpture Project at the Amsterdam Light Festival
December 7, 2012- January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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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에힐만은 심도 있는 전문 학습과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그녀만의 예

술세계를 일군다. 그러던 중 에힐만의 명성을 드높이게 되는 계기가 찾아온다. 바로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마드리드(Madrid)에서의 전시와 덴버(Denver)

시가 요청한 조형물이었다. 이중 마드리드 전시는 에힐만의 예술적 역량이 재발견되

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녀는 관람자들이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작품 속에 젖어들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더욱 큰 규모의 작품을 만들고자 했다. 그리곤 어부들과 함께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 백오십만개의 수작업 매듭으로 대형 그물 작품을 완성해 마드리드에 

잠시 설치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작품을 감상했지만 그중에는 도시계획가 마누

엘 솔라 모랄레스(Manual Sola-Morales)도 있었다. 

포르투갈의 도시 포르투(Porto)의 수변경관을 새롭게 디자인 하는 업무를 맡고 있던 

모랄레스는 에힐만의 작품을 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상상력과 환상성이 결부된 그녀

의 작품에 젖어들고 만다. 그것은 매우 시적이었으며 동시에 많은 것들을 자극하는 여

백의 조형이었다. 모랄레스는 그녀의 작업이 도시의 영구적인 조형물 설치에 적합하

다고 판단했다. 작가의 노력과 열정 또한 모랄레스의 가치판단에 부족함 없이 기여했

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비록 원형 교차로 위에 설치해야 하는 

장소적 특성상 그물을 고정시킬 20톤가량의 철골 고리를 사용해야 했고, 자외선에 강

하면서 염분과 대기오염에도 잘 견디며 미세한 바람에도 부드럽고 유유히 흔들릴 수 

있는 섬유재료를 찾아 2년 동안 헤매야 했지만 결과는 흡족했다. 

자넷 에힐만을 세계적인 예술가로 이끈 포르투 교차로는 에힐만의 작업 덕분에 단조

롭던  장소를 특색 있는 명소로 거듭나게 했다. 손으로 묶은 매듭은 허리케인에 견딜 

수 없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고대의 독특한 수공예품을 기계생산 할 수 있도록 시

스템 개발에 매진하는 단초를 부여했고, 4645㎡의 레이스 그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발판

이 되기도 했다. 특히 이 작업은 기존 어부의 도움으로 새로운 재료로써의 조형적 그물

을 만들 수 있던 것처럼 일상적인 풍속에 우아하게 움직이면서 허리케인에 견딜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뛰어난 항공엔지니어인 피터 헤펠(Peter Heppel)의 도움을 받는 등, 

그녀 작업의 또 다른 핵심인 협업의 가치를 다시 증명하는 사례로도 기록되고 있다.  

에힐만의 잠재된 작품성이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었던 데에는 덴버시(市)(Denver)

의 요청도 한 몫 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 위치한 덴버시는 비엔날레를 위해 에힐만에

게 서반구 35개국의 상호 연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조형물을 부탁했다. 이에 그녀는 

각 나라와 지구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주는 자연 현상을 프로젝트에 적용시키는 작업

을 구상했다. 그중에서도 칠레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태평양 전체를 걸쳐 퍼져나가는 

쓰나미의 자연재해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그녀는 다양한 데이터를 작품의 형태

로 삼아 지구의 하루가 줄어드는 것을 백만분의 일초로 나타낸 작품 <1. 26>을 선보였

다. 물론 비전통적인 재료인 그물을 통한 통합의 메시지는 교직된 그 그물의 모양처럼 

원활하게 녹아들었다.  

그러나 이 작업이 남긴 건 단지 심미적 아우라만은 아니었다. 기존 철골 고리를 이용

해 설치하기에는 쓰나미 데이터의 형태가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철골보다 15배 강한 

섬유로 대체하면서 모든 구성요소를 부드럽고 가볍게 만들어 기존 건물에 묶을 수 있

는 방법을 찾아내게 되었다. 원형의 스틸 구조물에 그물을 설치하는 방식에서 현재의 

형태처럼 유연한 모습으로 진화시킨 또 다른 프로젝트이기도 했다. 나아가 자넷 에힐

만의 작품이 작품자체로써만이 아니라, 도시 구성조직의 일부분이 될 수 있게 된 것도 

이 프로젝트 덕이었다.

이처럼 새로운 프로젝트는 에힐만의 작품을 한 단계씩 발전시키는 결정적 계기를 제

공했다. 작가 역시 알을 깨고 부화하는 새처럼 그 기회들을 다른 영역으로 확장시켰

다.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은 그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에 필요한 기술적, 물리적 요

소들이 지닌 문제들을 희석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매 시기마다 도전을 위한 동기

부여가 되곤 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녀는 자신이 상상하는 모든 것, 작가 스스로 멈추지 않는 이상 혼

자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날 것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융합적 사고를 지닌 예술가이다. 

한편 현재 그녀의 작업은 미국에서 가장 역사적인 도시로 꼽히는 필라델피아 시청 앞 

광장에 설치 중이다. 실험적으로 선보이는 물 입자 작업인데, 진화하는 자넷 에힐만의 

이 작품은 2016년이면 영구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게 된다. 습하지 않은 안개를 만들

기 위해 세분화된 물 입자 조형재료를 선택하거나, 물 입자들이 바람에 의해 형태가 

생성되지만 사람들이 젖지 않으면서 ‘자연 상황’을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방식 및 새

로운 재료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물론 그 내부엔 변화에 대한 끝없는 

노력, 준비된 경험과 열정, 충만한 호기심을 텃밭으로 한 상상력과 아이디어,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용기 등이 이입되어 있다. 당연히 이 모든 것이 그녀 작업을 

대리하는 ‘기류조각(氣流彫刻)’의 소중한 알고리즘으로 작동하고 있음은 두 말 할 이

유가 없다. 18년간 ‘그물’을 재료로 작업하던 작가의 새로운 실험성이 더욱 자유롭게 

비상하고 있음 또한 사실이다.

  

또한, 오는 11월에는 에힐만의 신작을 만날 수 있다. 워싱턴에 위치한 스미소니언 뮤

지엄(Smithsonian American Art Museum)의 지원을 받아 스미소니언 뮤지엄 분관인 

렌윅 미술관(Renwick Gallery)에서 선보이는 <WONDER>가 그것이다. 18년간 ‘그물’

을 재료로 작업하던 작가의 새로운 실험적 작품이 세계의 다양한 장소에서 더욱 자유

로운 형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some time. Thousands of people enjoyed her work one of whom was Manual 

Sola-Morales, an urban planner. Morales who was in charge of designing a 

waterfront environment of Porto, a city in Portugal, wallowed in her work colli-

gated with imagination and fantasy the moment he saw the work of 

Echelman. It was very poetic and a sculpture of margin that simultaneously 

incites a lot of things. Morales thought that her work was suitable for a perma-

nent sculpture for the city. The artist's effort and passion was also enough to 

make him think that way and the project was very successful. While it required 

a steel ring of approximately 20 tons to fix net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ite which was a traffic circle and the artist had to spend two years looking for a 

fabric material that could stand ultraviolet rays and air pollution, and could 

softly and leisurely swing by gentle wind, the result was satisfying.

The crossroad in Porto that has made Janet Echelman the world class artist has 

let a monotonous site become a characteristic attraction. To overcome a short-

coming of a hand tied knot that could be untied by a hurricane, she tried to 

develop a system that could produce a unique hand craft of the ancient which 

was the foundation of producing lace nets of 4645㎡. This work especially has 

been recorded as an example demonstrating the value of the collaboration, 

another core of her works, as Peter Heppel, an outstanding aeronautical engi-

neer, helped her work so that it could stand against hurricanes.

Another reason that Echelman was able to express her artistic quality was a 

request by the city of Denver. Located in Colorado, Denver asked her to make a 

sculpture symbolizing the link between 35 countries in the Western 

Hemisphere for a Biennale. She planned a work applying natural phenomena 

that have the closest effect on each country and on the earth. She thought that 

the big earthquake took place in Chile and tsunami spreading to the entire 

Pacific were the most suitable, which made her create a piece named 1.26 pre-

senting a reducing of the day of the earth in one-millionth second. Of course, 

the message of unity through nets which were non-traditional materials was 

blended in seamlessly like the mixture of the nets. 

But what this task left was not just an aesthetic aura. Data of tsunami were too 

complicated to use a traditional iron ring to install, which is why she used a fab-

ric 15 times stronger than iron to soften and lighten all the materials so that 

they could be tied into a building. It was also a project that was in a flexible 

form from a circular steel figure. The reason that the works by Janet Echelman 

become a part of urban constitution rather than just being a sculpture was also 

thanks to this project. 

As such, the new project has provided a crucial change for her to advance her 

works one by one. The artist has expanded the changes into other realms like a 

bird hatching out of an egg. Experiences and knowledge thus far helped her to 

dilute problems of technical and physical problems required to expand them 

into a new realm and became a motive for challenge every time.

And until now she is an artist who has amalgamative thinking realizing what 

she has been imagined and raw ideas into something concrete with experts in 

various fields.

Meanwhile, her work is currently being installed in the square in front of the 

city hall of Philadelphia, a city considered the most historic in the United 

States. It is an experimental sculpture symbolizing water particles, which is to 

communicated with the citizens permanently starting from 2016. To make the 

mist that is not damp, she chose different types of formative materials to rep-

resent water particles and studied new ways and materials that could make 

people experience the natural phenomenon without getting wet. Of course, 

inside her was an endless effort for changes, experiences, passion, full of curi-

osity which has been the foundation of her imagination and idea, and courage 

that is going to seize a chance. Needless to say, all of these have been precious 

algorithm of the piece of air current representing her works. It is also true that 

the experimental nature of an artist who has been making her pieces using 

nets for the last 18 years is soaring more freely.

  

You can meet the new pieces by Echelman in coming November; Wonder 

which is going to be released in Renwick Gallery, an annex of the Smithsonian 

Museum with the assistance of the Smithsonian American Art Museum located 

in Washington D.C. I hope that a new experimental work of an artist who has 

been working out her pieces with nets for the last 18 years communicates with 

people in a variety of places around the world in a more free form.

Choi Yu Jin  Exhibition manager, Columnist

 Gaia2050   Director 

 FC.Communication   Director / Concept Development Depart.

E-mail gaia2050@naver.com 

Web site www.gaia2050.com

Potential Disaster, 2015
Mixture, Variable size

Allegory, Eugene, OR, 2014
Braided polyester and colored lighting

As If It Were Already Here, Boston, MA, 2015
Hand-spliced Ultra-high-molecular-weight polyethylene (UHMWPE) and braided high-tenacity polyester fibers with colored LED l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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