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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MMEDIATE PRESS RELEASE 
 

 
 
 
 
 백아트 서울은 9월 5일부터 28일까지 인도네시아 작가 에디 수산토 (Eddy Susanto)의 개인전 ‘10+3 

프로젝트: 작은 서사의 회화’ (10+3 Project: Small Narravive Paintings) 을 개최한다.  
 

에디 수산토의 작품은 손글씨로 이루어진다. 그가 캔버스에 그리는 굉장한 양의 텍스트는 오늘날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 철학자 그리고 사상가의 글에서 발췌하여글 패러디, 재구성, 풍유한 글이다. 

자바(인도네시아의 본섬)의 정체성과 철학에 대한 관심을 가진 한 명의 자바인의 입장을 출발점으로 하고 

자바어로 쓰여진 스크립트로 시각 언어(회화의 형식)을 만든 것이다. 
 

‘10+3 프로젝트’ 전시 작품은 자바인 일상에 대한 이미지로 주로 소외 지역의 모습들이다. 그리고 그 위에 

그리는 텍스트는 영어 알파벨을 사용했다. 그가 사용한 알파벳은 헤게모니의 파워 자체를 의미한다. 

세계가 서구의 힘에 의한 헤게모니 영향에 강력하게 연결되어있는 지정학적인 위치를 무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의 작품은 정치 권력의 역학에 대해, 특히 헤게모니가 취약하거나 소수인 지역의 역사와 

사회적 적용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작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화되는 사회 

관계 안에서 매일의 현실 속 자바 문화의 전통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작가는 

자바 사회 내 현실을 열 셋의 세계적 담록 혹은 이론을 통해 해석했다.	
 

Baik Art Seoul is delighted to present 10+3 PROJECT: Small Narrative Paintings, by Indonesia- 
based artist Eddy Susanto. This solo exhibition will run from Sept. 5 – Sept. 28, 2018. An opening 
reception will be held on September 5, 2018 from 6 pm – 8pm.  

The works in this exhibition are made up of appropriated western texts which the artist has 
composed into synonymous Javanese imagery. Each image is a collection of thousands of words 
taken from the writings of acclaimed philosophers and theorists whose ideals have helped shaped 
the “modern” world. As a Javanese citizen with a deep interest in his cultural identity, Susanto.  
diligently works with native script to construct visually composed paintings that challenge 
intellectual predilections.  

The alphabets of “10 + 3 project” signify a presence of western hegemony, while the visual images 
themselves, point to geographic localities and the economic status of various South-East Asian 
domains. The contrast between each piece’s transatlantic distinctions generates contemplations of 
daily Javanese practices as they relate to contemporary ideological trends. This continued 
geopolitical tension is one that questions the prevalence of homogenized thought, western 
influences, and the lasting impacts of Eurocentric imperial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