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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is the one transcendent thing, the one thing larger than man 
(and it is constantly portrayed as immense), the ideal toward which 
human nature strives. … The landscape’s final invitation—merg-
er—promises complete materialization. Meanwhile, the qualities that 
landscape implicitly possesses—power, endurance, rugged 
majesty—are the ones that men desire while they live. 

 Jane Tompkins, West of Everything: The Inner Life of Westerns, 1992

자연은 단 하나의 초월적 존재, 사람보다 엄청난 것으로는 유일한 실존(그래서 

그것은 거듭 어마어마한 것으로 기술된다), 인간성이 성취하려는 이상이다. … 

풍경의 마지막 초대장—[자연과 인간의]합병—은 어김없이 완전하게 실현될 

것이다. 한편, 풍경의 고유 자질들—힘, 내구력, 거친 장엄함—은 남자들이 살면서 

욕망하는 것들이다.

Marshgate Snare, 2022. Oil on linen. 74 ! 96 in. | 187.96 ! 243.84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Perrotin.

Emma Webster’s eerie compositions are invitations to travel beyond 
traditional vistas and into seductively hybrid environments that 
metabolize, materialize, and alchemize. Rendered in oil paint, her 
landscapes are simultaneously imaginary and familiar, gravity-defying 
yet abiding an internal order. To arrive at this logic, the artist methodi-
cally works and reworks her compositions, distilling them through 
various media and technical processes: pencil sketch, preparatory 
drawing, collage, sometimes sculpture,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digital rendering, and ultimately painting. Her process is both 
analog and technological, traditional and speculative. In this regard, 
Webster is a decidedly twenty-first century landscape painter, one 
that subverts convention (like plein-air painting) to virtually paint from 
the inside, outside, and underside of unlikely panoramas. 

PERROTIN DOSAN PARK

제인 톰킨스,  «West of Everything: The Inner Life of Westerns» , 1992년
엠마 웹스터의 으스스한 화면들은 통상의 경치를 넘어, 대사작용하고 구체화하며 연금술화하는, 유혹적인 혼성적 환경으로 초대한다. 유화로 표현된 작가의 풍경화들은 상상적인 동시에 친숙한 그리고 중력에 반하지만 내적 질서는 준수하는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 논리에 다다르기 위해, 작가는 화면의 구성을 체계적으로 작업, 재작업을 반복하는데, 여러 다양한 매체와 기술적 과정—연필 스케치, 예비 드로잉, 콜라주, 그리도 때로는 조각,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디지털렌더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회화—을 통과시킴으로써 구성을 증류하여 불순물을 제거한다. 이러한 작업 과정은 아날로그적이자 테크놀로지적이며 또 전통적이자 도발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웹스터는 의심할 여지없이 21세기 풍경화가로서, 관습(야외 회화 등)을 뒤집어, 있을 듯 하지 않은 전경의 내부, 외부, 하부를 그려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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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ethylene, for example, presents a view onto a thick grove of tree 
and rock-like forms perched at the edge of a cliff. Beyond it are signs 
of water, sky, and hills. This verdant grove of tendrils, branches, and 
foliage seems to be illuminated from within, casting shadows at the 
outer edges of its composition. Or are the shadows forming a cave, 
a dark forest, or a brewing storm? It’s a formal ambiguity that stops 
short of all-out abstraction. In this world—as in all of Webster’s 
paintings—there are no signs of human life, and even the flora and 
fauna are alien. All is chimera. As the ambiguous forms merge with 
the landscape, their significance—as signs of life, characters in the 
narrative—dissipates into low resolution while the shapes around it 
are bumped into high resolution. 

The Romantic English landscape painter J.M.W. Turner famously 
said, “there is a sketch at every turn.” Sketching is as central a 
component of Webster’s practice as painting. “Sketching is a simula-
tion of what a painting could be,” explains the artist, and it’s no 
surprise that she considers algorithmic simulations another form of 
sketching. In 2020, around the beginning of the Covid-19 
stay-at-home order, Webster was given an Oculus VR headset by a 
friend. With more time to herself, she delved into the possibilities of 
the tool, eventually incorporating VR into her studio process. Sketch-
es and drawings from the page are scanned into a VR program 
where they are given three-dimensions. The artist can turn the 
image-as-object, thrust it sideways, or see what it looks like from 
above and below. Then the artist breathes life into the sculptural, 
digital image, giving it volume and lighting with Blender rendering 
software. At this stage, Webster achieves her otherwise impossible 
visions: she can trap light in holes in the physical/picture plane, cast 
shadows where otherwise none would exist, elongate or foreshorten 
environmental elements, or experience what it feels like to be inside 
the image looking out. As with a video game, she enters these worlds 
and tweaks their preprogrammed cause-and-effect to produce an 
uncanny rationality. 

After the artist is satisfied with her rendering, she outputs an image 
that becomes the direct source for her paintings. From here, the 
image is implicated by painting alone, a set of formal concerns that 
Webster calls “solving painting problems.” For her, painting is a 
question of pushing the image to its extreme. “Exhaustion is not the 
limit,” she explains. The work Field Guide is a strong example of this 
process. A vertical composition, the painting employs traditional 

Aloethylene, 2022. Oil on linen. 84 ! 120 in. | 213.36 ! 304.8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Perrotin. Photographer: Marten Elder

그 한 예로, <Aloethylene>은 나무들이 울창한 숲과 바위같은 형태들이 높은 절벽 끝에 놓여있는 경관을 제시한다. 그 너머에는 물, 하늘, 언덕들의 흔적이 보인다. 이러한 덩굴손들, 가지들, 나뭇잎들로 이루어진 신록의 수풀은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빛으로 밝혀진 듯 보이며 이에 화면의 바깥쪽 테두리들에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아니면, 그 그림자들은 동굴, 어두운 숲 혹은 곧 불어 닥칠 폭풍을 나타내는 것일까? 이러한 세계에는—웹스터의 회화들 전부에서 보이는—인간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으며 심지어 동식물들은 외계의 것인 듯 생경하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키메라이다. 애매모호한 형태들이 풍경과 합쳐지면서, 그 의미는—생명의 기호들, 서사의 캐릭터들과 같은—용해되어 불명확해지고 반면 주위의 형상들은 한 덩어리로 명확해진다.  

영국 낭만주의 풍경화가 J.M.W. 터너는 “고개를 돌릴 때마다 스케치할 게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스케칭은 웹스터의 미술실천에서 회화만큼이나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다. “스케칭은 회화가 어떻게 결과할 것인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다”라고 작가는 설명한다. 따라서 작가가 알고리즘적인 시뮬레이션을 스케칭의 또다른 형식이라 여기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현으로 인한 자가격리 조치의 실행 초기 즈음, 웹스터는 친구에게서 Oculus VR 헤드셋을 받았다. 시간의 여유가 생긴 작가는 이 도구의 가능성들을 탐색했고 이는 자신의 작업과정에 VR을 결합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스케치와 드로잉들을 스캔하여 VR프로그램에 적용시킴으로써 3차원적 형태로 변형시켰다. 따라서 작가는 대상으로서의 이미지를 돌려 그 측면이나 위와 아래에서 본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그 다음, 작가는 그것에 부피를 부여하고 블렌더(Blender) 렌더링 소프트웨어과 빛을 주어 그 조각적 디지털 이미지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 단계에서 웹스터는 이 과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시각적 형상을 획득한다. 다시 말해, 작가는 물리적/화면 속 구덩이에 빛을 들여 넣어, 그러지 않았다면 아무 것도 없었을 곳에 그림자를 드리우거나, 환경적 요소들을 길게 늘이거나 축소하거나, 이미지 안에서 밖을 보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경험하게 된다. 비디오 게임의 경우처럼, 그녀는 이러한 세계들 안으로 들어가 기존에 형성된 인과관계를 비틀어 기이한 합리성을 만들어낸다.        

만족스러운 렌더링이 나오면, 작가는 이 이미지를 출력하고 이는 그녀의 회화작품에 직접적인 자원으로 기능한다. 이 지점부터, 그 이미지는 회화적인 문제로만 다뤄진다. 즉 웹스터가 “회화적 문제들 풀기”라고 부르는 일단의 형식적 숙제들 말이다. 그녀에게, 회화는 이미지를 극단으로 몰아가기의 문제이다. 그녀의 말을 빌리자면, “고갈이 한계는 아니다”. 
<Field Guide>는 이러한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이다. 수직 구성의 화면을 보이고 있는 이 작품은 전통적인 농담원근법—멀리 있는 대상을 



PRESS CONTACTS Ji Sung Son PR Advisor
jsson7@gmail.com

Chanhee Han Perrotin Seoul
chanheehan@perrotin.com

atmospheric perspective—a method to create the illusion of depth in 
which objects in the distance are painted hazier or lighter than those 
in the foreground—yet its ground is deceptively warped; shadows fall 
across an uneven topography, which recedes and thrusts in ridges 
and caverns of painted texture and swirling color. It’s a landscape 
that references some illusory diorama, a representation of the unreal 
staged in a digital, virtual outland. 

Although the artist is digitally native, Webster is nevertheless a 
dedicated student of the Masters. Her art historical knowledge and 
passion for famous painters—among them, French Baroque artists 
Claude Lorrain and Nicolas Poussin; English Romanticists John 
Constable, John Martin, and, of course, Turner; Hudson River School 
painters Thomas Cole and Thomas Moran; Belgian symbolist William 
Degouve de Nuncques; Hungarian avant-gardist Tivadar Csontváry 
Kosztka; and American modernists Georgia O’Keefe and Arthur 
Dove—can be traced in her stylistic flourishes and approach to 
lighting, volume, and gesture. Webster is wowed by Martin’s apoca-
lyptic vision of Earth and delighted when O’Keefe makes the sublime 
feel tangible. About Turner, she exclaims, “We’ve been missing his 
special effects. Look at those pyrotechnics! It’s like IMAX!” 

Indeed, these fantastic weather events are both awesome and terrify-
ing. While Webster refers to such hypothetical vistas as being 
“kicked out of dreams,” she acknowledges the frequency with which 
unforeseen weather events are becoming reality. Floods, wildfires, 
tornados, blizzards, and mudslides are increasingly commonplace 
due to a warming planet, forcing humans to adapt to nature’s unpre-
dictability. “Unreality is a comfortable place to deal with uncomfort-
able realities,” Webster explains. From this vantage, the artist ampli-
fies and distorts the humbling forces of nature and, like so many 
artists before her, reiterates the hubris of man. It's a nod to an art 
historical past and perhaps a hint at a future here on Earth. 

Catherine Taft, Los Angeles, August 2022

Field Guide, 2022. Oil on linen. 96 ! 76 in. | 243.84 ! 193.04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Perrotin. Empty Fruit, 2022. Oil on linen. 14 ! 11 in. | 35.6 ! 27.9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Perrotin.

전면에 있는 것들보다 더 흐릿하거나 옅은 색으로 칠해 거리감의 환영을 발생시키는 화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바탕은 기만적이게도 휘어져 있는 듯 보이며, 그림자는 고르지 않은—채색된 질감과 소용돌이치는 색채를 통해 표현된 솟거나 움푹 들어간 듯 보이는 부분들에서 튀어나오거나 후퇴하고 있다—지형에 걸쳐 내려앉아 있다. 이는 저 멀리 가상의 디지털 땅에 꾸며진 비실재에 대한 어떤 환영적 디오라마 혹은 재현을 참조하는 풍경화이다.    

디지털적 언어를 능숙히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웹스터는 옛 대가들에 충실한 작가이기도 하다. 그녀의 미술사적 지식과 유명화가들에 대한 열정—이 중엔 프랑스 바로크 미술가들인 끌로드 로랭과 니콜라 푸생, 영국 낭만주의자들인 존 컨스타블과 존 마틴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터너, 허드슨 리버파 화가들 토마스 콜과 토마스 모란, 벨기에 상징주의자 윌리엄 드구브 드 뉭크, 헝가리 아방가르드 미술가 디바다르 쏜트바리 코즈카, 미국 모더니스트들 조지아 오키프와 아서 도브 등이 있다—은 빛, 부피, 정서 표현에 대한 그녀의 풍부한 양식적 방식과 접근 방식에서 잘 감지된다. 웹스터는 마틴의 지구에 대한 종말론적 시각에 마음을 빼앗겼고 숭고함의 느낌을 거의 만져질 만큼 실체적으로 표현한 오키프에 대해 감탄을 금치 못했다. 터너와 관련해서, 그녀는 “이제껏 우리는 그가 발휘한 특별 효과를 놓치고 있었다.  이 현란한 솜씨를 보라! 이건 아이맥스(IMAX)다!”라며 탄복했다. 

실제로, 이러한 환상적인 기후 현상들은 경탄스러운 동시에 무시무시하기도 하다. 이러한 가설적인 경관들을 “꿈에서 튀어나온” 것이라 언급하면서도 웹스터는 예견치 못한 기후현상들이 현실에서도 빈발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인지한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홍수, 산불, 토네이도, 눈보라, 산사태들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인간은 자연의 예측불가능성에 적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비현실은 불편한 현실을 처리하는 편안한 장소이다”라고 웹스터는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작가는 인간을 겸허하게 만드는 자연의 힘을 증폭시키고, 그녀 이전의 수많은 미술가들이 그랬듯이, 인간의 오만함을 되풀이하여 강조한다. 이는 미술사적 과거에 대한 목례이며 어쩌면 여기 지구의 미래에 대한 힌트일 수도 있다.    

캐서린 태프트, 로스앤젤레스, 2022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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