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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에게는 날마다 삶이 단조로운 일상이 아니고 반복과 차이의 경이로운 세계에  

대한 운동의 가락을 탐색하는 눈과 귀가 열려 있어 신비로운 겉모습을 발견하게 하고, 

유한한 것에서 무한한 모습을 우리에게 선물하며 다가옵니다.

우리는 오늘날 날마다 인간의 끊임없는 물리적 생산과 소비로 어떤 통제도 조종도 받지  

않은 채 마구 증식해가는 과잉 생산으로 피로사회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멈출 줄 모르는 삶의 리좀은 끝도 시작도 없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는 국제적인 미술가 이타마르 길보아의 '음식 사슬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우리 삶의 일상적 사물에 대해 치밀하게 관계하고 모든 사물
들에 대해 사유하게 하는 그의 조형 언어는 조각으로 감싸 봉헌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구 환경과 관련하여 또 다른 심각한 인간에 대한 폭력에 대비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술가로서 이러한 예술적 의식과  

윤리적 태도에 주목하게 하며, 그의 치열한 삶의 메시지는 우리 주변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바쁜 일상에 잠시 머뭇거리며 우회로(迂廻路)의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낭만화 세계로 초대드립니다.

 

2022년 7월 

엄미술관 관장    진 희 숙

평범한 것에 높은 의미를, 

일상의 것에 신비로운 겉모습을, 

잘 아는 것에 모르는 것의 품위를, 

유한한 것에 무한한 모습을 주어서 

나는 그것을 낭만화한다. — 노발리스

For artists, life is not monotonous. They have eyes and ears for exploring the 
marvelous rhythm of the world’s movement through repetition and difference, 
discovering the miraculous appearances and finding the infinite from finite things.

Today, we live in a fatigue society due to overproduction, which continues to proliferate 
without any control, caused by men’s constant production and consumption. 

These unstoppable rhizomes of life have neither an end nor a beginning.

The current exhibition presents Food Chain Project by Itamar Gilboa, an 
international artist based in Amsterdam. The artist employs a formative language 
that intimately engages with and reflects on everyday objects. His sculptures 
encapsulate such a language.

At the same time, his works also show that he is actively involved in preparing for 
another serious human violence in relation to the environment of the planet. They 
invite us to delve into his artistic consciousness and ethical attitude. The attentive 
message he carries leads us to reflect on our surroundings.

Itamar Gilboa’s works are guiding the path of a detour, giving us a sign of 
ambivalence in our busy daily life. 

I would like to cordially invite you to the artist’s world of romanticization.

 

July 2022 

Director of Um Museum    Heesook Jin

As I endow high meanings to ordinary things, 
Mysterious appearances to everyday things, 
Dignity of the unknown to what I know well, 
Infinite appearances to what is finite, 
I romanticize them. — Nov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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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기에 관하여
신미성아, 학예사

“인간은 곧 그가 먹는 것이다.”1 – 루드비히 포이어바흐

독일 철학자 포이어바흐(1804-1872)는 먹는 것은 인간의 몸과 생명 그리고 존재 그 자체이니 먹는 

것은 개인의 주체성을 표현하는 강력하고도 근본적인 수단이라고 표현했다. 그의 선언에 빗대어 보면 

동시대인에게 먹는 것은 그저 생존을 위한 것만으로 규정하는데 그치지 않다는 이해에 대해 이견을 

제시할 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기에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시선을 둘 수 있다는 해석이다. 즉, 먹는 것에는 감정과 이성이 동시에 들어있어 

그 일차적 본능 이상으로 풀이될 수 있는 또 다른 모습으로서 자아 표현을 위한 상징적인 도구이자 

자기 반추를 위한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일종에 ‘먹기’를 통해 ‘나’라는 존재 가치를 재발견하게 

하는 실천적 함의를 지닌다는 생각이다.2

그러면 먹는 행위와 음식을 통해 반사된 자신을 만나게 되는 친밀한 내적 무대에서 좀 더 외적 모습에 

대한 관심사로 시선을 돌려보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의 식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그 사람을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을까? 조금 더 깊게 질문해 보자면 그 사람의 식생활은 주변 세계와 정신 

세계에 얼마나 연결되어 있을까?

예컨대 음식을 둘러싼 소소한 자리 앞에서 배고픔을 참는다거나 어떤 것을 먹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 

어떻게 요리할지를 정하는 것과 같은 어떤 이의 음식 소비 습관이 국가, 역사, 문화, 젠더, 종교, 전통 

등의 사회적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모습으로 보이곤 한다. 때로는 누군가의 음식 현실을 둘러싼 

실상을 밝혀낸 음식의 이미지에는 윤리와 권력 사이에서 타인의 위험을 외면하는 비정한 음식 정치의  

그늘이 내비치기에 씁쓸함을 쉽게 떨칠 수 없게  하곤 한다. 한 예로 나에게는 무심결에 베어 무는  

초콜릿 한 조각이 불현듯 지구 저편 코트디부아르의 카카오 농장에서 기아 위기와 인권 유린에  

고통받으며 매일 위태로운 노동을 해야만 하는 어린이들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며, 곧 이들에게는 

그 한입의 달콤함조차도 쉽게 맛볼 수 없다는 불평등 패러독스의 상징이자 ‘강제노동과 피의 초콜릿’3

일 뿐이라는 현실을 새삼 알아차리게 하기도 한다. (그 가혹함을 목격한다면 아마도 누구나 한 번쯤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불공정무역 퇴치 운동에 비장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싶어지리라) 또한 이처럼 사회가 먹는 것에 부여하고 있는 주체적 가치와 힘을 다시 조우할 때 한편
으로는 무심코 지나치던 식습관이나 식욕을 통해 드러내는 무의식이나 강박관념들과 같이 정신적인 

문제를 보게 하기도 한다.

무릇 음식에는 이처럼 나를 나타내주고 사람을 연결해주는 힘이 있다고 믿게 되는 어떤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당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가 하면, 음식은 삶의 양분을 대주기 위한 태양에너지  

전달자4임과 동시에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안녕을 도모하는, 마치 생명을 품은 녹색의 소우주 

였던 호르투스5의 땅을 가꾸던 정교하고도 숙련된 기술과도 같지 않을까.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푸코(1926-1984)는『쾌락의 활용』에서 식생활을 일상생활의 예술로써 기술하고 있는데, 달리 말해  

먹는 기술이 곧 예술인 것이다. 그의 말처럼 식생활의 실천은 무엇을 먹을지 고르는 것이야말로  

참 자신이 되는 것이며 이 선택은 자기 자신을 구성하는 실존의 선택임을 말한다. 이는 자기 몸을 충분히 

배려하는 주체로서 자기 자신이라는 작업을 구성하는 방식인 것이다. 즉, '나'라는 존재를 만드는 방식, 

더 나은 몸을 갈망하는 방식, 미래를 꿈꾸고, 장래에도 음식과 현실을 조화시키려는 방식이다. 여기서 

먹기는 존재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바탕으로 하기에 삶, 사유, 체계 등 우리가 하는 모든 근원적 

활동으로 귀결된다.6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식생활은 분명 삶을 잘 영위하기 위한 “기예(技藝)”7 가 

되는 것이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설치예술가 이타마르 길보아(1973- )는 <푸드 체인 프로젝트>8를 통해 수십 년 

전 이스라엘에서 네덜란드로 이주한 후 자신의 달라진 식습관과 몸에 대한 경험 속에서 ‘먹기’에 대한  

취향과 선호의 변화를 자각한 뒤 소비한 음식의 양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호기심과 관심으로  

새로운 창작의 발화점을 갖게 된다. 작가는 자신의 일 년간의 식사 일기를 프로젝트의 바탕에 두고 

있다. 음식이 몸이고 자연이고 지구인 관계 담론의 자각 속에서 자신의 식습관과 타문화와의 차이  

사이에서 자기 반추를 통해 보다 나은 자신을 위한 수용과 공존의 실천을 꾀하려는 ‘나’를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즉, 한편으로는 작가는 그의 매우 사적인 하나의 일상 기록을 종국에 가서는 물리적 

대상인 먹은 것들의 원형으로 복제된 석고 조각들로 구현한 또 다른 모습의 ‘양적화된 자화상’9으로 

시각화하여 펼쳐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소비한 음식의 실체화된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그를 다시 보게 되는 셈이다. 한 인간이 섭취했다고 믿기 힘들 만큼 수많은 먹거리가 눈 앞에 펼쳐진다. 

당혹스러울 만큼 느껴지는 새하얀 석고 덩어리 음식물들은 절대로 먹을 수 없는 불필요한 것들임을  

인지하게 되는 그 이상으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무슨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일까?

이제 작가의 친밀한 내적 담론으로부터 공공을 위한 제공과 공유를 위해 소환되는 <푸드 체인 프로
젝트>는 국가, 지역, 커뮤니티 간의 불평등으로 인해 만연해지고 있는 식량 부족에 대한 그의 확장된 

문제의식과 관심사가 투영된 탄력적 기표이자 대중을 향한 메시지가 된다. 더 나아가 이처럼 인류세 

(人類世)가 야기한 가장 두려운 인류 재앙 중의 하나인 ‘식량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동력이 되는 것이다. 길보아의 ‘푸드 체인’은 어쩌면 코로나19보다도 더 두려울 미래의  

푸드 전쟁, 이를 통해 바라본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자본주의 경제의 부익부 빈익빈의 폐해와  

인권의 불평등화로 초래된 ‘식량안보의 정치화’에 대한 비판적 재고로 이어진다.

<푸드 체인 프로젝트>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딜레마에 빠진 음식의 현실 사이에서 조화로운  

균형을 되찾기 위한 하나의 실천으로서 일종에 팝업 슈퍼마켓으로 운영이 되어 전시와 동시에  

음식 조각품들을 판매하기도 한다. 그 판매수익의 일부는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는  

여러 NGO에 기부된다. 길보아는 자신이 먹은 것이 미술이 되고, 판매가 이뤄지면 다시 음식이 되는 

돌고 도는 ‘음식 사슬’의 순환 메커니즘을 지속해서 유지해 오며, 이를 통해 기아와 빈곤의 악순환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동참해 오고 있다.

지구 한편에는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한 사회에서 

소비되는 식량의 양이 인명이 유지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한계선이 밑으로 내려간 상태를 알
게 모르게 직면하고 있다. 잠비아에 사는 소년 가장인 아홉 살 난 케네디는 그의 가족들과 흙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매일 7시간의 노동으로 고작 250원의 일당을 받아 자신의 일곱 식구의 식사를  

해결한다.10 2021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6)에서는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 위기가 풍요의 시대를 칭송하던 우리에게 풍요의 역습이  

되어 돌아왔으며, 그러나 연약한 행성(지구)은 여전히 한 가닥 실에 매달려 있음을 다시 강조했다.11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남은 과제인 것이다.

음식다운 음식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게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더 이상 개개인의 효율적  

식생활의 실천에 대한 당위성과 선언적 수준에서의 요구에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타마르  

길보아는 자신의 식생활의 궤적을 꿰뚫어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물질적 존재와 정신적, 사회적 

주체성을 규정하고 좀 더 나은 변화를 갖고자 시도하며 그 의지를 바탕으로 더 나아가 인간, 먹거리, 

지구 환경을 아우르는 주변에 대한 전방위적 재발견과 협업을 <푸드 체인 프로젝트>를 통해 이끌고 

있다. 그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예이고 실행이다.

1 미셸 옹프레,『철학자의 뱃속』, 이아름 
옮김 (김포: 불란서책방, 2020), 18.

2 Fabrizio Turoldo, Giuseppe 
Manzato, Marco Tuono, Serena 
Luce, “Man Is What He Eats: the 
Philosophy and Ethics of Eating”, 
Etica & Politica/Ethics & Politics, 
XXIII (2021): 775.

3 다시 말해 초콜릿의 주원료인 카카오 
콩은 선진국의 소비를 위해 후진국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작물 중에 하나로서 
착취와 불평등한 협력 관계의 상징이자 
암울하게도 카카오 판매의 소득은 아프리카 
내전을 위한 반군들의 무기 조달 자금
으로 사용된다는 비극적 현실인 것이다.

4 음식이란 화학반응으로 축적된 태양 
에너지와 탄소, 칼슘, 철 같은 지구 구성 
물질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전달자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소화 흡수하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같은 에너지 영양과 세포 구성 물질을 
얻는다. 에너지는 태양에서 오는 것이고, 
세포 구성 물질은 지구 구성 물질,  
즉 흙에서 오는 것이다.

5 고대 로마 시대에 채소와 과수목을  
재배하던 자급자족적 정원으로서 일종의 
주방과 가까운 옥외 저장고라고도 여겼다.  
다채롭고 건강한 먹거리가 생산되던  
풍요로운 호르투스에서 고대 로마인들은 
때로는 자연의 은혜를 누리고, 때로는 
삶의 성찰을 얻곤 했다.

6 미셸 옹프레,『철학자의 뱃속』, 이아름 
옮김 (김포: 불란서책방, 2020), 20-23.

7 미셸 옹프레,『철학자의 뱃속』, 이아름 
옮김 (김포: 불란서책방, 2020), 22.

8 ‘음식 사슬 프로젝트’라고 부를 수 있으며,  
2013년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서  
개최된《네덜란드 디자인 위크》를 통해 
처음 소개된 이래 현재까지 계속 작업
되고 있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최근까지 
세계 곳곳의 도시들을 여행하며  
순회전시를 펼치고 있다. 2022년에는  
한국에 처음으로 초대되어 경기도  
화성시 엄미술관에서 소개되고 있다.

9 이타마르 길보아의 작가 노트

10 케네디의 이야기 ‘굶주림에 흙을 먹는 
아이들’은 국제 인도주의 NGO인  
굿네이버스를 통해 공개됐다.

11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기후  
정상회담 이후 위협받는 지구의 미래를  
이러한 표현으로 간결하게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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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 is what he eats.”1 – Ludwig Feuerbach

The German philosopher Feuerbach (1804-1872) ruled that eating is a powerful 

and fundamental means of expressing an individual’s subjectivity, since eating is 

by itself the body, life, and existence of a human. There would be few people who 

would argue with Feuerbach’s statement that eating is not limited to a way to survive 

for contemporaries. There is room for interpretation that more specific and diverse 

perspectives are possible since many meanings are hidden and yet to be recognized. 

In other words, eating contains emotion and reason at the same time. As such, it can 

be understood beyond the primary instinct. It can become a symbolic tool and valid 

means, which has practical implications for rediscovering the value of ‘self’ through 

‘eating’.2

Then, if we turn our attention from the intimate inner stage, where we meet ourselves 

reflected in the act of eating and food, to the concerns about the exterior appearance, 

how much can we really understand a person through the story of his or her eating 

habits? To be more specific, how is a person’s diet connected to the world around him 

and his inner world?

For example, a person’s food consumption habits—such as putting up hunger in 

occasions involving eating, deciding what to eat or not, and choosing how to cook 

something—seem to be closely related to social behaviors including the state, history, 

culture, gender, religion, and tradition. Sometimes, the image of food revealing the 

reality surrounding the actuality of food for someone makes it difficult to dismiss the 

bitter taste. They imply the insentient food politics that ignores the dangers of others, 

which stands between ethics and power. For example, when I inadvertently bite a piece 

of chocolate, I am suddenly reminded of children under precarious labor at cocoa farms 

in Côte d’Ivoire, suffering from hunger and human rights violations. I also recognize 

once again that it is the symbol of inequality paradox as well as ‘chocolate out of forced 

labor and blood’.3 (If anyone witnesses the harshness of their labor, he or she will 

probably want to join the fight against unfair trade in order to defend the children’s right 

to a humane life.) When we re-encounter the subjective value and power that society 

endows to food, we also realize certain psychological issues such as casual food habits

and unconscious thoughts or obsessive thoughts revealed through our appetite.

It seems that food contains a certain ‘conscious or unconscious oughtness’ that is 

believed to have the power to express oneself and connect people. Food delivers 

the energy of the sun4 to nourish our life. At the same time, it is like a sophisticated 

and skilled technique to cultivate the land, which was exercised at Hortus5—a green 

microcosm that embraced life. In this respect, Foucault (1926-1984) describes eating 

as an art of everyday life in his The Use of Pleasure. In other words, the art of eating is 

by itself an art. As Foucault formulated, in the practice of eating, choosing what to eat 

is becoming one’s true self. This choice is an existential choice that constitutes one’s 

On Eating
Miseongoa Shin, curator

1 Quoted from the Korean 
translation of Michel Onfray’s 
Appetites for Thought: 
Philosophers and Food (2015)

2 Fabrizio Turoldo, Giuseppe 
Manzato, Marco Tuono, Serena 
Luce, “Man Is What He Eats: the 
Philosophy and Ethics of Eating”, 
Etica & Politica/Ethics & Politics, 
XXIII (2021): 775.

3 In other words, cocoa beans, 
which are the main raw material 
for chocolate, are one of the 
representative crops produced 
in developing countries to be 
consumed in developed countries. 
Cocoa beans are a symbol 
of exploitation and unequal 
cooperation. Sadly enough, the 
tragic reality is that the profits 
from the sales of these beans are 
used to finance rebels to purchase 
arms for the African civil war.

4 Food can be considered a 
messenger for us that delivers 
solar energy accumulated through 
chemical reactions as well as 
materials that constitute the 
Earth, such as carbon, calcium, 
and iron. We digest and absorb 
food to obtain energy, nutrients, 
and cellular building blocks such 
as carbohydrates, proteins, fats, 
vitamins, and minerals. Energy 
comes from the sun, and the 
cellular material comes from the 
Earth's constituents, e.g. the soil.

5 In the ancient Roman period, 
Hortus was considered a self- 
sufficient garden where vegetables  
and fruit trees were grown. It was  
also considered an outdoor storage 
close to the kitchen. Hortus 
produced diverse and healthy 
food. As such, the ancient Romans 
often enjoyed the blessings of 
nature and sometimes gained 
reflection on life.

self. It is a way of constructing the work of oneself as a subject that fully takes care of 

one’s own body. In other words, it is a way to create the existence of ‘self’, a way to long 

for a better body, and a way to dream the future and harmonize food with reality in the 

coming time. At this point, eating boils down to all the fundamental activities that we 

do, such as life, thinking, and system, since it is based on the will to exist and change.6 

In this sense, eating habits are definitely the “arts”7 for leading a good life.

With his installation Food Chain Project,8 Itamar Gilboa (1973- ) shows a spark of 

creativity through his personal curiosity and interest in the amount of food consumed, 

which was intrigued once he realized the change of taste and preference in his ‘eating’ 

practice through his new eating habits and body since he had moved from Israel to 

the Netherlands a few decades ago. The installation is based on the artist’s year-

long journal of food consumption. It was an attempt to express the ‘self’ in search of 

acceptance and coexistence for making a better self through self-reflection between 

one’s eating habits and cultural differences within the awareness of the relational 

discourse where food is one’s body, nature, and the Earth. In other words, the artist 

ultimately visualizes his very personal everyday record into a ‘quantified self-portrait’9 in 

the forms of plaster sculptures that duplicate the physical substance of what he ate. On 

the other hand, we are invited to see the artist once again through the materialized data 

of the food he consumed. We see an unbelievable range of food before our eyes, so 

much so that it is hard to believe that one person has consumed them all. As we realize 

that the lumps of food in embarrassingly white plaster are never to be eaten, what is 

their implication for us who live in the present?

At this point, Food Chain Project—summoned from the artist’s intimate inner discourse 

for the sake of provision to and sharing with the public—becomes a flexible signifier and 

public message that reflect his expanded awareness and interest in food shortages 

that are prevalent due to inequality between countries, regions, and communities. 

Furthermore, the work serves as a driving force to fully illuminate the story of the 

‘food crisis’, which is one of the most horrifying human catastrophes caused by the 

Anthropocene. Gilboa’s ‘food chain’ leads to a critical reflection on the coming wars on 

food, which might be more horrifying than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politicization 

of food security’, which is caused by the polarization of capitalist economy and 

inequality in human rights that are repeated like spinning a wheel.

Food Chain Project is an exercise to restore a harmonious balance between a 

minimalistic human life and the dilemmatic reality of food. It often operates as a pop-

up supermarket, selling the sculptures during the exhibition. Part of the sales proceeds 

is donated to various NGOs solving food problems. While turning what he ate into an 

artwork, the artist sustains the circular mechanism of a ‘food chain’ where the sales 

of his sculptures help the purchase of food. Through this mechanism, he has been 

contributing to resolving the vicious cycle of hunger and poverty at the least.

6 Quoted from the Korean 
translation of Michel Onfray’s 
Appetites for Thought: 
Philosophers and Food (2015)

7 Ibid.

8 Food Chain Project is a long-
term project that was first 
presented at Dutch Design Week 
in Eindhoven, the Netherlands in 
2013. Until recently, it has toured 
cities around the world through 
traveling exhibitions. In 2022, the 
project has its first presentation in 
South Korea at the Um Museum in 
Hwaseong, Gyeonggi Province.

9 Artist's note by Itamar Gilboa

009008



While some regions on the planet suffer an absolute shortage of food, we are 

inadvertently facing a state where the amount of food consumed in society has 

exceeded what is necessary to sustain human life. Kennedy, a nine-year-old boy living 

in Zambia who works to feed his entire family, eats dirt as food or earns about 25 cents 

by working seven hours a day.10 At the 26th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26) 

held in Glasgow, Scotland in 2021, it was emphasized once again that the climate crisis 

caused by greenhouse gas emissions has returned as a counterattack of abundance to 

us who praised the age of abundance, but the fragile planet (Earth) is still hanging by a 

thread.11—now we are left with a task.

In order to ensure that the biggest possible number of people can eat proper food, we 

should no longer limit ourselves to merely emphasizing the justification and declaration 

of practicing effective eating habits. In this sense, Itamar Gilboa sees into the trajectory 

of his diet. By doing so, he defines his material existence, spiritual subjectivity, and 

social identity, trying to change for the better. Based on such a will, he further leads the 

rediscovery and collaboration in all possible directions for humans, food, and the global 

environment with Food Chain Project. This is his own art and practice for living his 

own life.

10 Kennedy’s story called 'Children 
Eating Dirt from Hunger' has 
been publicized through Good 
Neighbors, an international 
humanitarian NGO.

11 Antonio Guterres, UN Secretary-
General, has summarized 
succinctly in the phrase about the 
threatened future of the planet 
following the COP26 climate 
summit in Glasg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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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마르 길보아: 푸드 체인 프로젝트
로니트 에덴, 독립큐레이터

일람표는 취향과 열정을 반영한다. 길보아의 작업에서는 작가 자신이 섭취한 음식으로 드러나고, 

페렉의 소설에서는 주인공들이 획득한 사물을 통해 드러난다.

하지만 작가와 관객 모두 음식이 그저 신체에 단백질과 탄수화물, 무기질을 공급하는 것만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음식은 문화적 사회적 지위와도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음식에 돈을 지출하고 무언가를 

기념하는 데 음식을 활용한다. 부와 계급을 규정하기 위해 음식에 의존하는 것이다. 음식은 소속감과 

공통의 기억을 규정한다. 음식은 사회적 문화적 행동 규범과도 관련된다. 길보아에게 음식이란 우리 

모두에게와 마찬가지로 개인, 가족 그리고 민족 차원의 유대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식사는 관계와 

친밀성의 척도로 우리 사회에서 기능하곤 한다는 것이다.

길보아는 자신의 식단에서 청어, 크로켓, 딱딱한 황치즈 등 네덜란드 현지의 전형적인 음식과 후무스, 

타히니 등 자신이 살던 나라와 연관되는 음식을 결합했다. 음식은 무의식적 차원에서 기억과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어떤 요리의 냄새나 음식을 한 입 베어 무는 경험은 이따금 기억과 갈망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대표작인『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첫 번째 이야기인「스완네 집  

쪽으로」에는 이것에 대한 묘사가 등장한다. 여기에서 작가는 마들렌 쿠키를 홍차에 담그는 것이  

어떻게 전율을 안겨주고 사랑을 가득 채웠는지를 그려낸다. 차와 비스킷이라는 독특한 조합은 콩브레  

마을에서 보낸 어린 시절의 추억과 레오니 고모가 차와 마들렌을 가져다주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불러 

일으켰다. 프루스트는 어린 시절의 맛에 대한 기억을 통해 레오니 고모를 향한 사랑으로 차올랐다.

페렉의 소설에 등장하는 사물의 목록과 마찬가지로 길보아의 음식 목록은 소비주의가 얼마만큼  

서구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주체가 되는지를 보여준다. 음식은 보다 산업화되어 있어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계절의 변화보다 기술적 진보, 과학적 발전과 더 관련이 있다. 음식과 인간의 관계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 요소에서 쇼핑의 경험으로 변화했고 육체적 필요의 충족으로부터 사회적, 정서적,  

정신적 필요의 충족으로 변모했다.

길보아의 설치는 기 드보르가『스펙타클의 사회』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비주의 문화를 한 걸음 

더 끌고 나아간다. “따라서 상품의 세계는 있는 그대로 보여진다. 그것의 논리는 사람들이 서로 소외
되고 그들이 생산하는 것의 총합으로부터 소외되기 때문이다.”1 제품들을 흰색으로 주조하고 모든  

라벨과 브랜딩을 제거하는 것은 풍족함과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사회의 상징에 주의를 집중하며,  

이러한 풍족함이 세계 안에서 불평등하게 분배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즉, 서구에서는 과체중과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로 문제를 겪는 동안 세계 다른 곳에서는 어린이와 어른이 굶어 죽어간다. 

연구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서 과체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의 수는 650만 명에 달하며, 다른 서구 

국가에서도 비슷한 수의 사람들이 문제를 겪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데이터에 따르면 

매년 13억 톤의 음식이 버려지고, 매년 560만 명의 어린이가 기아로 목숨을 잃는다.

한편에서는 굶주림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다른 한편에서는 낭비와 비만과 같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정치적인 문제이자 시장을 통제하는 힘으로 작용
해왔다. 양극단 모두를 개선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주기적으로 제안되었지만  

배제되곤 했다. 정치가 대게 미래 구현을 위한 이론적 프로그램이라면, 예술은 개념인 동시
에 실행이다. 즉, 한쪽은 언어이고 다른 한쪽은 행동에 해당한다. 길보아의 프로젝트는 요제프  

보이스가 주창했던 보다 오래된 개념미술의 형태인 ‘사회적 조각’에 뿌리를 두고 있다. 길보아의  

설치 작업에서는 전시에서 보이는 개별적인 부분을 전시와 별개로 구매할 수 있다. 판매 수익은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NGO에 기부되어 일종의 ‘음식 사슬’을 만들게 된다.2 “내가 먹은 것이 

미술이 되었고, 판매가 이뤄지면 다시 음식이 될 수 있다.” — 이타마르 길보아

화요일 — 커피, 우유와 시리얼, 물 한 컵, 치즈 토스트 두 조각, 살라미, 케첩, 

다이어트 콜라, 맥주, 치킨 수프, 후무스, 타히니, 빵 두 조각, 위스키 샷 일곱 잔, 

당근 슈니첼, 감자와 샐러드, 물 두 컵, 수요일 — 커피 한 잔, 사과 슈트루델,  

치즈와 살라미를 곁들인 바게트 반 개, 사과 반 조각, 바나나, 후무스를  

곁들인 빵 두 조각, 감자튀김, 쌀, 닭고기, 견과류, 간장, 그린 샐러드, 와인 

네 잔, 커피 두 잔, 물 네 컵, 다이어트 콜라 한 캔, 목요일 — 커피 한 잔, 사과  

슈트루델, 황치즈와 살라미 샌드위치, 소다수 세 컵, 타히니, 닭가슴살,  

야채를 곁들인 샌드위치 두 개, 적포도주 ¾병, 물 두 컵, 커피, 밥, 치킨  

카레와 그린 샐러드, 타히니를 곁들인 구운 가지, 커피 한 잔

이타마르 길보아는 일 년 내내 자신이 섭취한 음식과 음료를 매일 기록했다. 작가가 기록한 목록에는 

음식과 음료의 맛, 색, 향에 대한 설명이 없고 어디에서 먹었는지 어디에서 구매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는 단지 무미건조한 사실일 뿐, 즉 그가 매일 섭취한 음식의 항목만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일종의 

음식 일람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록은 작가가 이스라엘에서 네덜란드로 이주한 뒤 겪은  

변화를 설명해주는 목록이기도 하다. 이는 현지의 음식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평생에 걸쳐  

익숙해진 음식을 계속해서 섭취하려는 시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동안 그는 새로운 취향과  

요리에 대한 선호를 형성하게 되었고 식습관도 바뀌었으며 이와 더불어 매일의 식단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몸무게도 12킬로그램 이상 늘어났다.

이 작업은 작가 자신의 식사 습관에 대한 궁금증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자신의 식습관을 계산하였고  

한 해 동안 대략 150개 가량의 식품을 정기적으로 소비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러한 식품들의  

모양을 딴 금형을 제작했고, 각각의 식품을 얼마나 소비했는지에 맞춰 본을 딴 결과 다음과 같은  

기록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빵 567조각, 레몬 155개, 다이어트 콜라 123리터 등 <푸드 체인 

(음식 사슬) 프로젝트>는 이러한 작업의 결과물로서 라벨과 브랜딩이 제거된 식료품 모양을 한  

하얀 조각품들로 채워진 일종의 슈퍼마켓이라 할 수 있다.

이타마르 길보아는 숫자가 지닌 힘과 과학이 미치는 영향에서 줄곧 영감을 받아왔다. 이스라엘과 

네덜란드에서 생활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업들은 철저한 조사와 데이터 수집의 결과물이다.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접근법을 통해 탄생된 여러 작업은 일관성을 띠는 동시에 다채롭다. 이 프로
젝트는 ‘수치화된 자아’ 운동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볼 수도 있다. 이 운동은 2007년 잡지『와이
어드』의 편집자들이 시작한 것으로 개인이 데이터 수집을 비롯한 여러 기술을 활용하여 일상 활동과 

경험에 대한 통찰을 얻는 것을 뜻한다.

'푸드 체인'은 개인의 성향과 선호를 증명하는 하나의 실제 목록이자 건조한 시각적 목록이다. 조르주  

페렉의 소설『사물들』에도 이와 비슷한 사무적인 목록이 등장하는데 소비주의적 사고방식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 소설의 도입부에는 테이블, 가정용품, 전등, 커튼, 카펫 등 주인공의 욕망의  

대상으로 밝혀지는 물건들의 목록이 등장한다. 사실 이 목록은 그들의 욕망과 선호를 집약하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물질주의적이고 소비주의적인 분위기를 묘사하며 그들이 열망하는 행복의 

수준뿐만 아니라 그들이 현재 처한 행복의 수준을 규정한다. 그들이 구매하는 옷이나 가구의 수량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그들의 정체성과 소속감은 형성될 것이다.

조르주 페렉 소설의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길보아의 작품에서는 구매 행위가 개인의 선호와 습관을  

가리키며 개인이 지닌 개성뿐 아니라 그와 비슷한 많은 사람이 지닌 공통분모를 대변한다. 이러한 

1 기 드보르,『스펙타클의 사회』,  
도널드 니콜슨-스미스 옮김  
(뉴욕: 존 북스, 1995), 26.

2 기부가 이뤄지는 두 개의 NGO는  
다음과 같다. 하나는 ‘페어푸드  
인터내셔널’인데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전 지구적 식량체계를 지원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이다. 다른 하나는  
‘유스 푸드 무브먼트’이며 더 공정하고 
건강한 식량 체계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청소년 운동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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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일기   2008   언어: 히브리어, 네덜란드어, 영어
Diary   2008   Language: Hebrew, Dutch, and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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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coffee, cereal with milk, a glass of water, two pieces 

of toast with cheese, salami and ketchup, Diet Coke, beer, 

chicken soup, hummus, tahini, two slices of bread, seven shots 

of whiskey, schnitzel with carrots, potatoes and salad, two 

glasses of water, Wednesday—a cup of coffee, apple strudel, 

half a baguette with cheese and salami, half an apple, a banana, 

two slices of bread with hummus, French fries, rice, chicken and 

nuts in soya sauce, green salad, four glasses of wine, two cups 

of coffee, four glasses of water, a can of Diet Coke, Thursday—a 

cup of coffee, apple strudel, yellow cheese and salami sandwich, 

three glasses of soda water, two sandwiches with tahini, chicken 

breast, and vegetables, three quarters of a bottle of red wine, two 

glasses of water, a cup of coffee, rice, chicken in curry and green 

salad, roasted eggplant with tahini, a cup of coffee

Every day for an entire year, artist Itamar Gilboa kept a log of the food and drinks he 

consumed. The list does not include descriptions of flavors, colors, and aromas, nor 

does it indicate where the food was eaten or purchased, but only the dry facts, namely—

the items of food he ate each day. A food inventory. Nevertheless, it is a list that 

accounts for the change the artist's body underwent following his move from Israel to 

the Netherlands, reflecting his attempt to acquaint himself with local foods, and at the 

same time, continue eating the food he has been accustomed to his entire life. During 

that period he developed new tastes and culinary preferences, his eating patterns 

changed, and with them his daily diet, and he gained over 12 kg.

The work resulted from Gilboa's curiosity regarding his eating habits. He calculated 

and found that during that year he regularly consumed approximately 150 different 

products. He created molds shaped as these products and duplicated them, based 

on the amounts he consumed from each, thereby producing a visual manifestation of 

the log: 567 slices of bread, 155 lemons, 123 liters of Diet Coke, etc. The result is the 

installation Food Chain Project: a supermarket of white sculptures, which are groceries 

stripped of their labels and branding.

Gilboa has always been inspired by the power of numbers and the influence of science. 

His works, based on his own experiences living in Israel and in The Netherlands, are 

the result of thorough research and data collection. The body of work spawned by this 

research-based approach is consistent yet diverse. The project may also be regarded 

in the broader context of a movement called the Quantified Self, started in 2007 by the 

editors of Wired magazine, whereby individuals gain insight into their daily activities and 

experiences by using data collection and other technologies.

Food Chain Project is a 'dry' visual inventory, a matter-of-fact list attesting to an 

Itamar Gilboa: The Food Chain Project
Ronit Eden, independent curator

individual, his inclinations and preferences. A similar businesslike inventory, epitomizing 

the consumerist mindset, is provided by Georges Perec in his novel Things (Les 

Choses), whose first pages contain a list of furniture and other objects such as tables, 

houseware, lamps, curtains and carpets, an endless list of objects which turn out 

to be the protagonists' objects of desire. In fact, it is an inventory of dreams which 

encapsulates their desires and preferences, illustrating the materialist, consumerist 

atmosphere in which they live, and determining their current level of happiness as well 

as the level of happiness to which they aspire. The quantity of clothing or furniture 

items they purchase will determine their social status which, in turn, will shape their 

identity and sense of belonging.

In Gilboa's work, as with Perec's protagonists, purchasing indicates predilections and 

habits, representing the individual's idiosyncrasies as well as common denominators 

with many others like him. The inventory is a reflection of tastes and passions. In 

Gilboa's case, these are manifested in the food he consumed, while in Perec's—these 

are the things obtained by the novel's protagonists.

Artist and viewers alike are well aware of, however, that food is not only a supply of 

protein, carbohydrates, and minerals to the body; it is also associated with cultural and 

social status. We spend money on food and use it to celebrate; we turn to food to define 

wealth and class. Food defines belonging and common memories. It is associated with 

codes of social and cultural conduct. For Gilboa, as for us all, food is an integral part of 

a personal, familial, and ethnic affiliation, and the meal in our society often functions as 

a gauge for relationships and intimacy.

In his diet, Gilboa combined Dutch dishes typical to his current residence, such as 

Herring, Croquette, and hard yellow cheese, with others associated with his former 

country, e.g. Hummus and Tahini. Food subconsciously evokes memories and 

sensations. The aroma of a dish or a single bite may sometimes suffice to spark 

memories and yearning, as described by Marcel Proust in Swann's Way, the first 

volume of his magnum opus In Search of Lost Time, or Remembrance of Things Past, 

when he describes the way in which dipping the madeleine cookie in lime-blossom 

tea gave him the shivers and filled him with love. That specific combination of tea and 

biscuit triggered his childhood memories of the town of Combray, and the Sunday 

mornings when his aunt Léonie used to give him tea and madeleine. Proust filled with 

love for her through that memory of a flavor from his childhood.

Like the list of objects in Perec's novel, Gilboa's list of foods shows to what extent 

consumerism is a prime mover in Western society. Food is more industrialized and 

readily available. It is associated with technological and scientific developments more 

than with the seasons of the year. Man's relationship with food has transformed from 

a vital necessity to a shopping experience, from satisfaction of physical needs to the 

satisfaction of social, emotional, and mental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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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boa's installation takes consumerist culture one step further, as described by Guy 

Debord in his Society of the Spectacle: "The commodity world is thus shown as it really 

is, for its logic is one with men's estrangement from one another and from the sum total 

of what they produce."1 Casting the products in white and stripping them of all labeling 

and branding focuses attention on the profusion, on the symbols of a sated society, 

underscoring the fact that this affluence is divided unequally in the world: while people 

in the West suffer from overweight and large quantities of food go to waste, children 

and adult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starve. Studies indicate that the number of people 

suffering from overweight in the Netherlands is 6.5 million, and similar figures apply to 

other Western countries. According to data from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1.3 billion tons of food are thrown away annually, while 5.6 million 

children die of starvation each year.

The engagement with hunger on the one hand, and waste and obesity on the other, 

have been a political concern and a market controlling force for many years. Programs 

for improvement and change for both extremes have been regularly raised but ruled 

out. While politics is primarily a theoretical program for future implementation, art 

is both the concept and the execution, namely words vs. action. Gilboa's art project 

has its roots in an older form of conceptual art, 'social sculpture', originally advocated 

by Joseph Beuys, in which the artist creates work that can help transform society. In 

Gilboa's installation, each individual part of the installation can be bought separately 

at the exhibition. The profits will be donated to NGOs2 fighting food issues, thereby 

creating a food chain: "What I ate turned into art, which, when sold, can again become 

food." — Itamar Gilboa

1 Guy Debord, The Society of the 
Spectacle, translated by Donald 
Nicholson-Smith (New York: Zone 
Books, 1995), 26.

2 The two NGOs are:  
Fairfood International is an  
international non-profit organization 
advocating for a sustainable and 
fair global food system, and Youth 
Food Movement (YFM) is a youth 
movement that is committed to a 
fairer and healthier foo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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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Journe y of FCP  

FCP의 여정
2013 - 2022

푸드 체인(음식 사슬) 프로젝트   음식과 음식 재료의 1:1 원형 복제 조각 설치, 크리스타캐스트, 흰색 안료, 크롬 금색 안료
Food Chain Project (FCP)   sculpture installation of 1:1 food and ingredient replicas, Crystacast, white pigment, and chrome gold pi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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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P 일러스트레이션, <농업, 디자인을 만나다>, 네덜란드 디자인 위크, 에인트호번, 네덜란드 
An illustration of FCP, Agri Meets Design, Dutch Design Week, Eindhoven, Netherlands

2013

F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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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디자인을 만나다>에서 FCP 행사 관람객 참여, 네덜란드 디자인 위크, 에인트호번, 네덜란드
FCP public engagement at Agri Meets Design, Dutch Design Week, Eindhoven, Netherlands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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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스테르담 음식 영화제, 암스테르담 
Amsterdam Food Film Festival, Amsterdam2014 F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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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FCP,    

Nieuw Dakota, 

Amsterdam
FCP, 니우 다코타, 암스테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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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니우 다코타, 암스테르담 
Nieuw Dakota, Amster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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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P 학생 단체 관람과 체험, 니우 다코타, 암스테르담 
School visit and experience with FCP, Nieuw Dakota, Amsterda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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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우 다코타, 암스테르담 
Nieuw Dakota, Amsterda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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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스테르담 아트 페어, 암스테르담 
설치전경: 푸드 체인(우측), FCP 팝업 슈퍼마켓 계산대(좌측)

Amsterdam Art Fair, Amsterdam 
Installation view: Food Chain (R), FCP pop-up supermarket cashier counter (L)

2015

F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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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리플라워 밭, 암스테르담 아트 페어, 암스테르담 
Cauliflower Field, Amsterdam Art Fair, Amsterda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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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암스테르담 아트 페어, 암스테르담 
Amsterdam Art Fair, Amster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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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암스테르담 아트 페어, 암스테르담 
FCP 계산대(앞)

Amsterdam Art Fair, Amsterdam 
FCP cashier counter (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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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아티스트에서의 식사, 더 메스다흐 컬렉션, 헤이그, 네덜란드 
Eten bij de Kunstenaar, 'Eating at the Artist', The Mesdag Collection, The Hague, NetherlandsF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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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시카고 특별전, 시카고, 미국
Special Exhibitions of EXPO CHICAGO, Chicago, USA

2017

F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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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의 집, 텔아비브, 이스라엘 
크리스타캐스트 위에 크롬 컬러 안료 채색

The Artists House, Tel Aviv, Israel 
Chrome pigment colors on Crystacas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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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작업실   2017 
My Studio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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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P 설치, 네덜란드 리세의 램 미술관에서
Build-up of FCP at the LAM Museum in Lisse, Netherlands

2018

F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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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P, private collection of the LAM Museum, Lisse 
© 2018 Sophie Kuge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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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미술관, 리세
LAM Museum, Lisse 

© 2018 Bibi Vet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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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P, 램 미술관, 리세, 네덜란드

2020 
FCP, 
LAM Museum, 
Lisse,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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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FCP램 미술관의 FCP 개인 소장 설치 전경
Installation view of FCP, private collection of the LAM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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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효과>,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행사로의 여행, 글로벌 식품 제조사 헬만스(유니레버)와 협업한 설치전

The Food Waste Effect, traveled to the 26th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26), 
Glasgow, Scotland, UK, the installation made in collaboration with Hellmann's 

(Unilever), a global food and beverage manufacturer 
© 2021 Hellmann's

2021 F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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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효과
이타마르 길보아와 독립큐레이터 에미엘 반 데르 폴

접근 불가능한 만찬

세련된 온실 안에 길고 좁은 테이블이 있다. 테이블 위에는 500여 점의 하얀 회반죽 조각이 마치  

성대한 만찬을 벌이는 듯 전시되어 있다. 그런데 온실에 들어갈 방법은 하나도 없고 의자나 식기도  

찾아볼 수 없다. 온실 속 테이블에 놓인 감자, 유제품, 상추 머리 모양의 조각들은 식욕을 돋우는  

식사로의 초대라기보다는 과잉을 기리는 행위로 보인다.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먹을 수 없는  

음식의 향연, 이 조각들을 다 합친 무게는 영국의 일반적인 가정에서 매년 버리는 음식물을 합친  

무게인 244킬로그램과 일치한다. 이를 통해 무척 솔직하게 드러난 골치 아픈 낭비의 범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테이블 위에 매달려 있는 LED 전광판에는 영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매일 벌어지는 음식  

소비와 낭비에 관한 깜짝 놀랄만한 과학적 데이터가 제시된다. 이 설치는 지난 세기 동안 식량의  

생산과 유통 차원에서 이루어진 엄청난 발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른 곳의 천연자원을  

희생시키면서 그 대가로 벌어지는 국지적 식량과잉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다룬다. 온 세상이  

우리의 접시 위에 있고 우리는 그로 인한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음식물 쓰레기 효과>1는 계획적으로 전형적인 형태의 가족이 일 년 동안 소비하고 낭비하는 음식의 

양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가족 부양은 원초적인 본능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원천이다. 이런 

부분에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엄청난 희생처럼 느껴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 개인의 안전과 편안함이 

보장되는 영역에서 그 세계 전체가 침입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모두가 늘 식탁에서 정치에 관해 토론하지 않지만, 식탁 그 자체가 심각하게 정치적으로 변한다면  

어떻게 될까?

영국에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빵의 양은 20만 5,000헥타르 면적의 토지를 아무런 이유 없이 갈아 

엎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버려진 빵을 버리지 않고 다 먹는다면 53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 매일 400만 개가 넘는 감자가 버려지고 있다. 오래된 격언을 빌자면,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리는 동안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 혹은, 이곳에서조차 글로벌 정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푸드뱅크 앞에 사람들이 선 줄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돈과 생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으로 이어져 있는 것 같다.

온실은 인류가 지구촌이라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이룩한 진보를 뜻한다. 음식물 쓰레기로  

가득한 식탁은 이러한 진보와 대조적으로 모든 음식이 획일적으로 미리 포장되어 슈퍼마켓 선반에 

진열될 때 발생하는 우리 음식에 대한 관점과 책임감의 상실을 보여준다. 서구 세계 전역의 사람들은 

식량 생산이 처한 현실과의 접점을 잃었고, 이에 따라 책임감 있는 소비도 상실하고 말았다. 이타마르 

길보아는 이 작업에서 보이는 쓰레기가 한 가족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며 이런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는 듯하다. 진정한 큰 그림을 보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며 매 순간 올바른 행동의 과정을 취하는 건 더욱 불가능하다. 특히 세계적 차원의 식량  

분배 불평등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우리가 온실에 들어갈 수 없고 LED 전광판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이타마르의 작업은 지역 공동체와 더 빠르게 진화하는 세계화된 세계 

모두에 있어 책임과 주체성의 문제를 살펴본다. 그에게 있어 핵심은 바로 판단하지 않는 자각이다.

여기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음식의 대부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우리는 음식을 즐기고 나누며 기려야 한다. 양에 집중하는 대신 음식의 맛과 질을 

중시해야 한다. 관심과 배려를 담아 만들어 차린 음식이 함께하는 식사는 친교를 다지는 가치 있는 

모임이라고 여겨야 한다. 삶에 대한 다소간의 헌신으로 재배되고 소비되는 음식으로 여기는 셈이다. 

이것은 이틀에 한 번 저녁 시간에 바닷가재를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감자 껍질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처럼 간단한 일일 수 있다. 양배추 보관법이나 종종 잘라서 버리는 양배추  

줄기와 잎을 손질하는 법일 수도 있다. 헬만스가 알맞게 표현한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맛있는  

맛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작은 변화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 효
과>에서 볼 수 있듯이 변화는 상당히 빠르게 축적된다.

음식은 감정, 계급, 긍지, 전통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양이 질보다 중시될 때, 빠르고 

손쉬운 음식이 표준이 될 때, 가격과 가용성이 당신을 헤프게 쓰게 하고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이끌 

때, 그것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 어쩌면 우리는 속도를 늦추고 음식과 우리가 맺는 관계에 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거기에 따라 지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

1 <음식물 쓰레기 효과>는 이타마르  
길보아가 식품 제조사인 헬만스와 함께  
2021년에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 
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위해 
만든 설치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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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te lie solely with the individual. It is beyond anyone's scope to see the true larger 

picture and even more improbable that one can take the right course of action at every 

turn. Especially when one takes into account the inequality of global food distribution. 

That is why we can't enter the greenhouse and the ticker keeps on counting upwards. 

Itamar's work often investigates this question of responsibility and agency in regards to 

both a local community and a rapidly evolving globalized world. For him, the key lies in 

awareness without judgement.

What can be done is to pay attention to making the most of the food that is available to 

us. We should enjoy it, share it, and celebrate it. Focus on taste and quality instead of 

quantity. See dinner as a worthwhile social gathering enhanced by food that has been 

produced and prepared with attention and care. Food that is grown and consumed 

with a certain devotion to life. This doesn't mean having lobster every other night but 

could be as simple as figuring out how to make the skin of a potato enjoyable. How to 

preserve a cabbage or how to prepare stems and leaves often cut off and discarded. 

“Make Taste, Not Waste.”, as Hellmann's so aptly puts it. These small changes might 

feel inconsequential but as we can see in The Food Waste Effect, they do add up fairly 

quickly. Food is linked to emotion, class, pride and tradition. In that perspective, what 

does it say when quantity is valued over quality, when quick and easy food becomes 

the norm, when price and availability guide you towards things that are both wasteful 

and unhealthy? Perhaps we can slow down and rethink our relationship with food, and 

in turn, with the people we share our planet with.

An inaccessible feast

Inside a sleek greenhouse stands a long, thin dinner table. On this table, over 500 white 

plaster sculptures of common food items are displayed like a grand feast. However, 

there is no way to enter the greenhouse and there are no chairs or cutlery to be found. 

The sculptures of potatoes, dairy products and heads of lettuce on the table in the 

greenhouse appear to be a memorial to excess rather than an appetizing invitation to 

dine. A banquet of inedible food meant for no one in particular. The combined weight 

of all these sculptures combined matches the 244 kilograms of food items that are 

discarded by a typical British family each year. In one glance, one can understand 

the troublesome scope of squander that is so candidly displayed here. Above the 

table hovers an LED display that is used to present staggering scientific data on the 

day-to-day consumption and waste of food items in the UK and around the world. 

The installation as a whole gives insight into the huge strides made in terms of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food during the last century, while also addressing 

the glaring problems that have arisen due to localized overabundance at the cost of 

natural resources elsewhere. The world is on our plate and we don't seem to grasp the 

consequences.

The Food Waste Effect1 deliberately takes the yearly consumption and waste of a 

typical family as a starting point. Feeding one's family is a primal instinct and a great 

source of joy for many. Changing habits here can feel like a tremendous sacrifice and 

more importantly, like an intrusion of the world at large into one's personal zone of 

safety and comfort.

We do not always discuss politics at the dinner table, but what if the dinner table itself 

has become severely political?

The amount of bread thrown in the bin in the UK equals about 205,000 hectares of land 

cultivated for naught. Eating all this bread instead of discarding it could be equated to 

planting 5.3 million trees. Over 4 million potatoes are discarded every single day. And to 

use an age-old adage, all of this is happening while there are people starving elsewhere. 

Or even here, as the lines for food banks have started to grow again due to the influence 

of global policy on local economies. The link between money and sustenance seems 

more strained than ever before.

The greenhouse signifies the progress humanity has made in feeding a global family. 

The dinner table filled with waste contrasts this progress with the loss of perspective 

and feeling of responsibility for our food that occurs when all of it comes to us uniformly 

prepackaged and presented on a supermarket shelf. All throughout the Western world 

people have lost touch with the reality of food production and in turn, responsible 

consumption. With this piece, Itamar Gilboa seems to suggest that the waste seen 

here is not linked to one family in particular, nor does the responsibility of reducing this 

The Food Waste Effect
Itamar Gilboa and Emiel van der Pol, independent curator

1 The Food Waste Effect is an art 
installation by Itamar Gilboa for 
the 26th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26) held in 
Glasgow, Scotland in 2021. 
The installation was made in 
collaboration with Hellmann’s,  
a global food and beverage 
manufactu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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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기도 화성시 엄미술관으로의 여행 

Traveled to the Um Museum in Hwaseong, Gyeonggi Province, South Korea F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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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P 설치, 화성시 엄미술관 

FCP installation in progress, Um Museum, Hwa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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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엄미술관 
Um Museum, Hwa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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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P, 화성시 엄미술관

2022 
FCP, 
Um Museum, 
Hwaseong,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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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물화와 초상화는 미술사적 분류에 있어 두 가지 별개의 장르로 인식되어 왔지만, 정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일종의 초상화인 경우가 많다. 정물화는 역사 속의 특정한 시기, 특정한 

문화에서 어떤 식품과 상품이 존재하는지 보여줌으로써 한 사회를 묘사할 수 있다. 정물화는 또한 

특정한 개인을 묘사할 수도 있다. 그가 소비한 한 끼의 음식이나 하루 동안 먹은 모든 음식, 일 년 내내  

먹은 모든 것을 묘사하는 경우에 말이다. 이는 음식 목록에 또렷하게 명시되어 있듯이 한순간을  

포착한 스냅 사진이다.

이것이 내가 먹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였습니다.

「초상의 정물」중에서, 니나 시걸, 작가

Still lifes and portraits have been recognized as two distinct genres in the history of 
art categorization, but if you think about what a still life shows us, it is often a kind of 
portrait. It can portray a society, by presenting what foodstuffs and goods are available 
in a given culture at a given historical moment. A still life can also portray a person, if it 
represents a single meal a person consumed, or all the food that an individual ate in a 
single day, or everything he consumed throughout a year. It is a snapshot of a moment, 

as articulated by an inventory.

This is what I ate: this is who I was.

The Still Lives of Portraits, Nina Siegal, wr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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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미술관이 생각해낸 장난기 어린 삽입물로 길보아의 정물 사진을 모티브로 한 디지털 드로잉
A digital drawing taking a motif from Gilboa's still life photography for the purpose of making a playful insertion created by the Um Museum  
© 2022 Um Museum

하루의 음식   2015   정물 사진, 크로마룩스 메탈 프린트, 반광택, 금속 프레임, 자석    80×120 cm(우측)
Food in a Day   2015   still life photography, ChromaLuxe metal prints, semi-gloss, metallic frame, magnet    80×120 cm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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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라마   2016   정물 사진, 크로마룩스 메탈 프린트, 반광택, 금속 프레임, 자석    60×200 cm
Panorama   2016   still life photography, ChromaLuxe metal prints, semi-gloss, metallic frame, magnet    60×20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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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의 음식   2016   정물 사진, 크로마룩스 메탈 프린트, 반광택, 금속 프레임, 자석    80×120 cm
Food in a Day   2016   still life photography, ChromaLuxe metal prints, semi-gloss, metallic frame, magnet    80×12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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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朝食)   2017   정물 사진, 크로마룩스 메탈 프린트, 반광택, 금속 프레임, 자석    80×120 cm
Ontbijt   2017   'Breakfast', still life photography, ChromaLuxe metal prints, semi-gloss, metallic frame, magnet    80×12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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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콜라   2017   정물 사진, 크로마룩스 메탈 프린트, 반광택, 금속 프레임, 자석    80×120 cm
Blue Coke   2017   still life photography, ChromaLuxe metal prints, semi-gloss, metallic frame, magnet    80×12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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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 콜라   2017   정물 사진, 크로마룩스 메탈 프린트, 반광택, 금속 프레임, 자석    80×120 cm
Golden Coke   2017   still life photography, ChromaLuxe metal prints, semi-gloss, metallic frame, magnet    80×12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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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P 음료   2017   정물 사진, 크로마룩스 메탈 프린트, 반광택, 금속 프레임, 자석    80×120 cm
FCP Beverages   2017   still life photography, ChromaLuxe metal prints, semi-gloss, metallic frame, magnet    80×12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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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朝食)   2020   정물 사진, 크로마룩스 메탈 프린트, 반광택, 금속 프레임, 자석    80×120 cm
Le Petit Déjeuner   2020   'Breakfast', still life photography, ChromaLuxe metal prints, semi-gloss, metallic frame, magnet    80×12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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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1

2010 

2010

2009 

2008 
2008

2008

2007 
2007
2007
2007
2006 
2006
2005

Venice Mémoire, Zemack Contemporary Art 
Gallery, Tel Aviv
Numerator and Denominator, Herzliya Museum 
of Contemporary Art, Herzliya, Israel 
De Week van de Belofte, Jewish Historical 
Museum, Amsterdam
Nuit Blanche, Vlaams Cultuurhuis de Brakke 
Grond, Amsterdam
Bete Noire/La Petite Nuit Blanche, Vlaams 
Cultuurhuis de Brakke Grond, Amsterdam 
Festival Confronting Cultures, NDSM, Amsterdam
Rijtjeshuizen, Jewish Historical Museum, 
Amsterdam
Artists With Attitude (AWA) 2008-2009, OT301, 
Amsterdam 
One Night Exhibition, Meneer de Wit, Amsterdam
Sequence and Repetition, Bridge Art Fair, London
Repetition & Sequence, Jerwood Space, London
Sequence and Repetition, Beldam Gallery, London
Transito Festival, Amsterdam
C.sides Festival, Jerusalem, Israel
Artists on Military Spots, bART, 's-Hertogenbosch, 
Netherlands

2022
2022
2022

2019 
2019

2018 

2018
2016 

2015 
2015
2014 

2014
2014
2013 

2013
2012
2012
2011

White Smoke, LANGart, Amsterdam 
PAN Amsterdam, LANGart, Amsterdam
6.7 Million Tonnes: We've Bin Through a Lot,  
Art Exchange, University of Essex, UK
AkzoNobel Innovation Awards, Amsterdam
Love. Hate. Debate, ING Collection,  
ING Art Center, Brussels, Belgium
Permanente tentoonstelling, LAM Museum,  
Lisse, Netherlands
We Are Food, Museum Jan Cunen, Oss, Netherlands
Eten bij de Kunstenaar, De Mesdag Collectie,  
Den Haag, Netherlands
Culture of Colors, AkzoNobel Art Space, Amsterdam 
BEELD, Amsterdam Art Fair, Amsterdam
It's Chinatown (这是唐人街), Gallery Vriend van 
Bavink, Amsterdam 
Food Chain Project, TEDxEde, Ede, Netherlands 
Outset, The Big Pitch, Amsterdam
Food Chain Project, Agri Meets Design, Dutch 
Design Week, Eindhoven, Netherlands
Momentum. Paris-Tel Aviv, Minotaure Gallery, Tel Aviv
Untitled, Red Gate Gallery, Beijing
The Gatewatcher, Arti et Amicitiae, Amsterdam
Facelook, Tel Aviv Museum of Art, Tel Aviv

Selected Group Exhibitions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2 
2021 
2019 
2019
2019
2017 
2017
2014 
2010 
2009 

Body of Work, Alon Segev Gallery, Tel Aviv
The Food Waste Effect, The 26th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26), Glasgow, Scotland, UK
Body of Work, DSM, Heerlen, Netherlands
Body of Work, Museum Beelden aan Zee, Scheveningen, Netherlands
Body of Work, Art Rotterdam, Gallery Vriend van Bavink, Rotterdam, Netherlands
Food Chain Project, Special Exhibitions of EXPO CHICAGO, Chicago, USA
Food Chain Project, Beit Haomanim, Tel Aviv-Yafo 
Food Chain Project, Nieuw Dakota, Amsterdam 
Chief of Stuff, Contemporary by Golconda, Tel Aviv 
Chief of Stuff, Nacht Gallery, Amsterdam

Education
2001-2005
1999-2000 

Gerrit Rietveld Academie, Amsterdam, Netherlands
Avni Institute of Art and Design, Tel Aviv
Yoram Levinstein School of Drama, Tel Aviv

Residency
2012 Red Gate Residency, Beijing, China

Itamar Gilboa
born in 1973, Tel Aviv, Israel

FCP로의 초대   2014   암스테르담에 있는 작가 작업실에서 직접 설치하고 사진 촬영하여 제작한 초대장
Invitation to FCP   2014   installed and photographed by Itamar Gilboa at his studio in Amster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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