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욕망의 메트로폴리스

Visible and Inv isible

Metropolis of Desire

욕망의

메트로

폴리스



177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욕망의 메트로폴리스

Visible and Inv isible

Metropolis of Desire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2016. 12. 22 - 2017. 04. 02  부산시립미술관

욕망의 메트로폴리스



Visible and Inv isible

Metropolis of Desire

2016. 12. 22 - 2017. 04. 02  Busan Museum of Art



목 차

006인사말

부산시립미술관장

김 영 순

Greeting

Busan Museum of Art

Kim Young-soon

Director

008서문

학예연구사

박진희

Foreword

Busan Museum of Art

Park Jin-hee

Curator

014환영의 도시 The Metropolis of
Hallucination

018

026

034

042

안세권

조세피나 리 (aka 이은화)

김태연

정혜련

Ahn Se-kweon

Josephina Lee (aka Lee Eun-hwa)

Kim Tae-yeon

Jung Hye-ryun



Contents

050도시의 이면들 Behind the 
Metropolis

 

    

 

 

132아래로 부터의 
사람들

People from
the Bottom

160작가약력 Artists’
Profile

136

144

152

찾자 팀 

(키타가와 타카요시×감윤경)

정윤선

백현주

Team Chajja

(Kitagawa Takayoshi×Kam Yun-kyung)

Jung Yun-sun 

Heaven Baek

054

062

070

078

086

092

100

108

116

124

조형섭

박자현

서평주

정주하

김아영

임봉호

이광기

허병찬

변재규

김정근

Cho Hyeong-seob

Park Ja–hyun

Seo Pyoung-joo

Chung Chu-ha

Kim Ayoung

Lim Bong-ho

Lee Kwang-kee

Heo Byung-chan

Byun Jae-kyu

Kim Jeong-keun



6

인사말

부산시립미술관은 2008년부터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중견작가들의 창작활동과

그 성과를 조명하기 위하여 ‘부산의 발견’전을

개최해왔습니다. 

올해에는 ‘부산의 발견’이란 예년의 관행

적 테마를 소거하고, “부산이라는 도시와 그 속

에서의 삶과 예술”의 문제를 최신 문화 담론의

문맥에서 아우른 전시를 기획하였습니다. 

이 전시의 기획을 맡은 박진희 학예사는 후기모

던의 중심테마가 되어온 인간의 ‘욕망’을 기획

의 열쇠로 삼아, <욕망의 메트로폴리스>라는

전시제목을 상정하고 기획자의 의도를 관통하

며 현재 미술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대표적

인 작가 18명의 작품을 초대하였습니다.  

이 전시는 오늘의 도시공간이 담보한

다양한 층위의 담론들을 스펙터클하게 제시

하고 있습니다. ‘욕망의 메트로폴리스’가 발신

하는 도시 표면의 판타지와 이면의 우울과 소외

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전개됩니다. 타자의

시점에서 발견한 환상적인 글로벌해양문화도

시의 표면적 풍경과, 유토피아에서부터 디스토

피아에 이르는 다양하고 역동적인 드라마가

부산이라는 장소의 기억으로 펼쳐집니다. 

‘부산’은 근대국민국가시대의 개항도시로

출범하여 일제강점기에는 대륙과 섬나라 일본을

연결하는 관문으로, 한국전쟁기간에는 임시수도

로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후 근대산업화

과정에서는 스스로 산업의 생산기지이며 유통

의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이제 글로벌해양문화

수도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이러한  ‘도시부산’의 집합적 기억,

그리고 도시화 과정에서의 욕망의 실현과 소외

가 교차하는 국면들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욕망의 메트로폴리스>전은 크게 세 개

의 섹션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펙터클

한 도시경관 속 욕망구조를 보여주는 ‘환영의

도시’, 두 번째는 욕망의 환영 이면에 은폐된

도시문제를 말하는 ‘도시의 이면들’, 세 번째는

예술가의 사회적 활동과 도시민의 삶을 보여주는

‘아래로부터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획자는 이 전시에서 ‘현대미술을 리드

해갈 새로운 주체’의 생산과 그들에 의한 새로운

‘부산의 도시문화담론’의 장(場)을 확장하겠

다는 야심찬 기획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시에서 주목할 대목은 한국현대

미술의 최신 동향과 오늘의 도시문화담론의

표상으로서 부산이 만나는 접점이기도 합니다.

부산시립미술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동시

대 문화담론을 적극수용하면서 미술의 변화를

주도하며 부산미술계는 물론 한국미술계의

새로운 동력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이 전시에 참여한 작가선생님과 기획

준비에서부터 홍보에 이르기까지 열정을 사른

박진희 학예사와 스펙터클한 전시장구성을 위해

전력투구해주신 전시공간디자이너 노진우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산시립미술관장

김 영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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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 ing

Since 2008, Busan Museum of Art has been held
the exhibition series ‘Discovering Busan’ which high
lights the achievements of local artists of Busan. 

This year of 2017, the museum has organized the
series in discoursing the problems of trend with topics
of “the city Busan and the life and art," deviated from
the recent theme of ‘Discovering Busan’. 

The curator Park Jin Hee who organized the
exhibition designated the ‘desire’ which is the main
theme of the Post modern as the key element, titled
the exhibition as (Metropolis of Desire) and included
eighteen representative artists of Busan fitting the
purpose of the exhibition.

The exhibition spectacularly suggests some
discussions in various levels of the space, metropolis
today. It expands the fantasy of the city surface, the
isolation of inside that the exhibition ‘Metropolis of
Desire’ spreads through various spectra. The landscape
of the fantastic global marine cultural city discovered
by the other point of view, and dramatic stories from
utopia to dystopia lead the viewers to the memories
of Busan. 

The City of Busan is a very important part of
Korean history as taking the role of the opening port,
the gateway of connecting the continent and Japan,
and the temporary capital during the Korean War.
During the process of the modern industrializations,
it became the window of distribution industry, and
now is achieving the global marine cultural city. The
exhibition reflects the aspects of Busan facing the
gathers of memories, the interacting desires and
isolations of the process of the urbanization. 

<Metropolis of Desire> is divided into three
themes. First, ‘The Metropolis of Hallucination,’
which is about the urban scape developing into the
spectacle image. Second, ‘Behind the Metropolis,’ that

reveals the urban related matters that conceal and
exist simultaneously behind the city that holds the
hallucination of desire. And lastly, ‘People from the
Bottom’ features the worries of the artist as the
resident of the city and pursues the artistic communi-
cation with local residents.

The curator announces the strong intentions of
producing ‘the new leaders of contemporary art’, and
expanding ‘the discussion of urban culture of Busan’
through the exhibition. By that , the viewers need to
focus on the point of meeting of the trend in Korean
contemporary art and representation of the discussion
of urban culture in Busan. 

Busan Museum of Art is in the step of the
achievement as the momentum of Korean art scene
by leading the transformations of art with embracing
the contemporary cultural discussions. 

Finally, thanks to the hard works of the curator
Park Jin Hee for organizing and advertising, and the
exhibition space designer Noh Jin Woo who put
tremendous efforts on organizing the spectacular
exhibition space. 

Busan Museum of Art
Kim Young-soon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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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의 메트로폴리스

기술과 자본의 총체라 할 현대도시는

인류의 주요한 삶의 공간이 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복잡한 삶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의 도시공간에서 ‘욕망’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리는 이유는 도시가 ‘자본주의에 의한 공간

지배’와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는

자본과 지배 영역을 선점하려는 다양한 이해

집단의 치열한 경쟁이 난무하는 ‘욕망의 장’으로

볼 수 있다.

도시의 발달은 편리함과 풍요로운 삶을

선사했으나, 이면에서는 이로 인한 도시문제

역시 다양하게 생성되고 있다. 라캉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삶을 이끄는 근원은 ‘욕망’으로,

인간행위의 산물인 도시의 변화를 이끄는 것

역시 다름 아닌 욕망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욕망은 본질적으로 ‘타자의 욕망’이며 결코

충족될 수 없는 대상이다. 절대적으로 ‘채워

지지 않는 욕망’은 끊임없는 결핍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거대도시는 자본의 욕망에 포획되어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환상을 만들어낸다.

화려하게 치장된 도시의 장소와 이미지는 보여

주기 위한 대상으로 존재한다. 결국 도시를 삶의

공간으로 여겨왔던 도시민은 도시의 환영 속

에서 소외와 결핍을 경험하게 된다. 도시민들은

도시의 주체이지만 그 존재감을 드러낼 수조차

없으며 나아가 진정한 삶의 공간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정체성 상실의 문제는

인간의 삶의 방식과 인식의 변화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도시의 수많은 문제적 현상

으로 표출된다. 

이러한 거대도시(메트로폴리스)의 양태에 주목

한 이유는 바로 사유와 반성의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관객에게 동시대 도시가 잉태

하고 있는 문제점을 ‘예술’이라는 매체를 통해

확인하고 질문을 던지도록 하고자 함이다.

<욕망의 메트로폴리스>는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졌다. 첫 번째로는 스펙터클한 이미지로

개발되는 도시경관을 말하는 ‘환영의 도시’,

서문



9

The modern metropolis, in other words, the
totality of 21st technology and material, has
become the major space of the life for the human
and is composed of the relationships of complicated
lives of numerous people. The reason for recalling
the keyword ‘desire’ in the modern urban space is
because it is connected with the ‘space dominant
for capitalism.’ Therefore, the metropolis could
be rampant ‘place for desire’ where the fierce
competition of various interested parties that
are wanting to preoccupy the capital and the
dominated area.

The urban development has given comfort
and the rich life, but on the other hand, lots of
urban matters are generated from the other side
of this. According to the theory of Jacques Lacan,
the source that leads the human life is ‘desire,’ and
something that leads the urban change, which is
the results of the human behavior, also becomes
the desire. However, this type of desire is ‘desire
of the other’ intrinsically and is the object that
never be fulfilled. Absolutely ‘insatiable desire’
keeps making to feel the infinite deficiency. 

Being caught in the desire of the capital,
the metropolis creates the illusion in order to
fulfill that. The fancifully decorated urban place
and its image exist as the object to be shown.
Therefore, the urban people considering the city as
their life space experience alienation and deficiency
within the hallucination of the city. The urban
people are the main subject of the city, however,
they cannot be revealed their existence externally
because they might lose their true life space.
These kinds of matters on losing identity exert
the strong influence on the method of human
life and the change of the recognition; therefore,
it gets expressed as numerous problematic
phenomenon of the city. 

<Metropolis of Desire> is divided into three
themes. First, ‘The Metropolis of Hallucination,’
which is about the urban scape developing into the
spectacle image. Second, ‘Behind the Metropolis,’
that reveals the urban related matters that conceal
and exist simultaneously behind the city that
holds the hallucination of desire. And lastly,
‘People from the Bottom’ features the worries of

Vis ib le and Inv i s ib le

Metropolis of Desire Foreword



10

두 번째로는 욕망의 환영을 담은 도시 이면에

은폐된 문제를 드러내는 ‘도시의 이면들’, 마지막

으로 예술가의 도시민으로써의 성찰과 지역민

과의 예술적 소통을 담은 ‘아래로부터의 사람들’

이다. 특히 현 도시가 가지는 여러 모습을 입체적

으로 선보이기 위해 ‘지금. 여기’ 현시대 도시를

담고자 했으며 그 중에서도 ‘부산 도시’에 대해

더 깊이 관찰하는 작품들을 위주로 선보인다.

이제 우리는 화려한 도시의 환영을 즐기기

를 잠시 멈추고, 도시 욕망의 구조와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고 더불어 도시의 주체성 회복에

대한 성찰을 해야 한다. 도시를 새롭게 인식하는

인간 주체가 도시공간의 주체이자 욕망의 주인

이 될 가능성을 모색하는 전시가 되고자 한다.

현대의 도시는 ‘실재’이면서 거대한 ‘환영’

으로 존재한다. 화려한 도시경관과 도시적 삶의

가치를 포장하기 위해 재편된 도시 이미지는

현대 도시 문명의 얼굴이자 상징 자본이 되었다.

또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욕망의 대상이기도 하다. 후기 자본주의 사회

에서 소비활동이 집중되는 도시공간은 일종의

기호적 스펙터클(화려한 도시경관)을 생성하고

소비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공간의 정체성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는 강요된 차이이자 공간의

계급화, 구별짓기의 척도가 된다. 스펙터클한

도시의 경관은 세계화의 시대적 국면 속에서

도시 간 경쟁을 야기시키며, 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욕망은 성공 도시 이미지를 또다시

욕망한다.

부산이라는 도시는 압축 근대화가 야기한

소외와 불균형, 독점자본가의 생성, 조선산업의

성장 등 빠른 속도의 시공간을 가진다. 물론

이러한 모습 중 대부분은 부산도시 뿐 아니라

한국 대도시의 공통적 현상이다. 도시의 생성과

팽창 과정을 살펴보면 개발은 곧 공간의 파괴를

의미하고 재개발은 바로 공간의 약탈을 수반하

면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외곽으로 내몰리고

소외시킨다. 결국 속도전을 동반한 도시화의

욕망은 ‘자본’과 ‘개발’이라는 기표로 환원되고

서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욕망의 메트로폴리스



11 Vis ib le and Inv i s ib le

Metropolis of Desire

the artist as the resident of the city and pursues
the artistic communication with local residents. In
order to stereoscopically show numerous sides
that the current city has, the works that are deeply
exploring on ‘here, at this point’ or ‘the city, Busan’
among the other cities are going to be mainly
displayed. 

Now let’s pause enjoying the fancy hallucination
of the city for awhile, and grasp the structure of
urban desire and the origin of its matter; besides,
we should introspect about the recovery of the
urban identity. This exhibition wishes to provide
the possibilities of seeking for the human who
recognizes the city in new ways could become the
main subject for the urban space or the owner of
desire.  

The modern city exists as ‘the reality’ and the
enormous ‘hallucination.’ The urban image that is
reorganized to conceal the quality of the urban life
and the fancy city view has now become the
representative of the modern urban civilization
and the symbolic capital. Moreover, it is the

desirable object of the modern people who are
willing to lead the bountiful life. The urban space
that gets focused with the consumption activity
in the society of post capitalism creates a kind of
symbolic spectacle (the fancy city view) and earns
the identity of the differentiated space according
to the consumer competency; in other words, this
is the enforced difference or the hierarchy of the
space, and becomes the standards for distinction.
The spectacle cityscape causes the competitive
between cities within the situation of the era of
globalization therefore the desire that wants to be
predominated results in another successful urban
image.

The city Busan contains the time and space of
rapid speed such as alienation that com-
pressed modernization caused and imbalance,
formation of the monopolist, development of
shipbuilding industry. Most of these scenes occur
not only in Busan but as happens the common
phenomenon in big cities in Korea. When closely
looking into the process of urban creation and
expansion, the redevelopment defines as the

Fore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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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본화를 무조건적으로 가속화시키며

인간성을 소외시키는 등 어두운 도시의 이면들을

끊임없이 생산, 동시에 은폐하고 있다. 토건국가

패러다임에 갇힌 개발메커니즘, 근대화 산업

문명의 희생자로써의 노동자들, 불평등, 준비와

검토 없는 위험시설 건립, 재난, 재해에 대한

무방비 시스템 등 많은 문제들이 욕망을 충족

시키는 환상도시 이미지 아래에 존재하고 있다.

도시에서 소비 능력이 없는 계층은 소외

된 상태로 도시의 환상 뒤편으로 내몰리며

은폐된다.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과 건축은

경관의 획일화 과정에서 도시민의 오래된 삶의

이야기와 지역적 가치와 특색 등을 제거하며

도시공간을 인간주체와 분리된 추상화된 공간

으로 만들었다. 욕망이 작동하는 거대도시에서

소외되거나 외곽으로 내몰린 사람들. 주체성을

잃고 타자화된 사람들이 도시민으로의 삶에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물음은 아직은 유효

하다. 내몰린 장소성의 회복과 공동체의 기억

들은 보이는 것 이상으로 가치 있는 도시 정신

일 수도 있다. 예술가들은 새로운 도시담론을

이끌어 유대의 상실을 바로잡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예술가는 도시 사람의 일부

로써 사람들과 함께 현실의 도시문제를 극복

하고자 한다. 그들은 지금도 계속하여 예술의

일상화와 가치 있는 도시로의 회복계기를 만들

고 있는지도 모른다.

학예연구사

박진희

서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욕망의 메트로폴리스



13 Vis ib le and Inv i s ib le

Metropolis of Desire

destruction of the space and entails the predatory
of the space while endlessly forces and alienates
people out on the speed match gets restored into
the signifier of ‘capital’ and ‘development’ and
constantly produces and conceals the dark side
of the city such as implicitly accelerating the
urban capitalization and excluding its characteristics.
Numerous matters which satisfies desire such
as development mechanism trapped in the
paradigm of construction state, the laborers as the
sacrifices of modernized industrial civilization,
inequality, building dangerous facilities without
preparation and examination and defenseless
system for the disaster are existing under the
image of the illusionistic city. 

The class that does not have consumption
activity is in the alienated state and gets forced
to be concealed behind the hallucination of the
city. Besides, in the process of uniformity of urban
scene, reckless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eliminate the old life stories of residents and local
value; therefore, it has created the abstract space
that the urban space and the human itself are

separated. People who are alienated or forced out
on the street in the metropolis where the desire
operates. The question is still valid on what is
necessary while living the life as for the people
who have lost their subjectivity and become the
other. The recovery of forced placeness and the
memory of community might be above the
valuable urban spirit than as they seem. Artists are
putting the best efforts in order to correct the loss
of bonding while leading the new urban theory
in different ways. Artists as the part of the urban
people try to overcome the urban matter in the
reality with the people. They are continuing to
make the generalization of the art and the chance
to get back on the valuable city.

Curator
Park Jin-hee

Foreword



14환영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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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tropolis of 
Halluc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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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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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 Se-kw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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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텀 파노라마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186×600cm
2010

Centum Panorama

Archival pigment print
186×600c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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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Series 

필름원본
2008-2016

Haeundae Serise

Film installation
2008-2016

해운대

디지털프린트
150×216cm
2016

Haeundae

Digital print
150×216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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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파노라마>는 사진의 종횡비를 넘어 확장된 시선으로 제작된 망원 파노라마 사진이다.  

망원렌즈를 통한 기록으로서의 해운대 고층빌딩 숲 도시경관은 표상이 지배하는 사회로, 스펙터클한

이미지로 우뚝 서 있다. 동시에 현미경처럼 현실의 풍경을 세밀하게 관찰하게 하는 탐험자의 시선도

가지게 한다. 바다 경관으로 이어지는 파노라마의 시선은 유토피아적인 도시를 꿈꾸는 시간의 풍경이

다. 복잡한 구조만큼이나 도시를 낯설게 하며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구조들과 바다로 향한 욕망은 끝

없어 보인다. 

<센텀파노라마> 이 작업 또한 해운대 파노라마 작업의 연장선으로 계속되었다. 공사 중인

센텀시티의 빌딩을 전면에 배치하고 해운대 풍경을 거시적 관점으로 보여준다. 이 빌딩 풍경에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고 거대하고 견고하며 웅장하기까지 하는 스펙터클의 기호로 존재한다. 관객은

파노라마 작품 앞에서 압도적으로 다가오는 건축물의 풍경에서 숲도, 광장도 없으며 어떠한 시간도,

주체성도 존재할 수 없음을 느낄 수 있다. 그리하여 자본에 의해 조직된 도시공간은 도시의 정체성의

근원인 구체적인 경험이 흔적은 사라지고 스펙터클이라는 욕망의 기호로 존재한다. 

<해운대 series>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촬영한 사진의 원본필름으로 구성되었다. 일부

필름들은 라이트패널 위에서 아카이브 형식으로 진열이 되었다. 관객을 루페를 이용하여 해운대 도시를

세밀하게 관찰한다. 나머지 필름은 액자에서 빛을 투과하여 벽에 설치되어 해운대의 작품 부분까지

낱낱이 보여준다.

<해운대> 이 작업에서 안세권 작가는 디지털 합성기법을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희미한 안개로

둘러싸인 해운대 풍경은 높은 건물과 해변의 사람들이 존재하면서 그림자처럼 다시 투영되여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내었다. 작가는 도시에서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기록을 예전부터 해왔다. 이 작업에서는

사라져가는 풍경을 기록함을 넘어 안개 속에 존재하는 도시와 그 투영된 이미지를 대조시켜 도시의

욕망과 이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해운대라는 도시를 풍경을 덮고 있는 안개는 욕망이 되어  환상

적인 이미지로 존재하지만 허망함과 이면이 도사리고 있는 상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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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파노라마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750×150cm

2014

Haeundae Panorama

Archival pigment print
750×150cm
2014

<Haeundae Panorama> is a telephoto panoramic picture that applied the expanded
view beyond the aspect ratio of the photography. The record of the Haeundae view through
a telephoto lens goes beyond the landscape image of common skyscrapers and has the eyes
of an explorer that makes to view the scene of reality through a microscope. The eyes that
get connected to the oceanic view is the landscape of time as if it were dreaming for the
utopian city. It makes the city unfamiliar as its complicated structure. Its desire towards the
structures that are spread in a panoramic view and sea seems endless. 

The <Centum Panorama> is a serial photography work of the Haeundae panorama.
The artist locates the construction site of Centum City up front and the landscape of Hae-
undae in macroscopic view in the work. There are nearly no people but only tall spectacular
buildings standing. The panoramic cityscape overcomes the viewers with architectures coming
towards the viewers. The City space based on capital is lacking identity and only left with
desire of spectacle.           

<Haeundae Series> is edited images of original film taken from 2008 to 2016. Some
films are displayed as archive on light panel. The viewers observe details of the city Haeun-
dae using magnifying glasses. The rest of the films are installed on walls by projection from
frames. 

The artist uses the method of digital composing technique for the first time on this
exhibition. The fog surrounds the landscape of Haeundae with tall buildings and people on
the beach are projected as shadow make another world.
The artist has been documented fading things in city. In this series, the artist shows the
contrast between the city in fog and the projected images to present two sides of the city.
This expresses the desire exists in fantastic image, but there are only the vanity of the city
in fog in symbolic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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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나 리 (aka 이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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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ina Lee (aka Lee E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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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영역-LCT

PLA, 러버콘158개(각각38x38x70cm)
가변크기
2016 

Forbidden Tower–LCT

PLA, 158 pieces of rubber cones(each 38x38x70cm)
Dimensions variabl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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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회화 연작

나무패널위에 혼합재료
각각50x60x3cm
2016

Money Painting Series

Mixed media on wood panel 
50x60x3cm each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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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도시는 지금 마천루 전쟁 중이다. 마천루는 자본으로 무장한 이들이 그들의 부를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자, 단시간에 그들의 욕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일

것이다. <신바벨 도시>는 세계 도처의 유명 마천루들이 모인 가상의 도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에서부터 부동산 갑부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의 이름을 딴 트럼프타워,

대한민국 최고층 빌딩인 서울의 롯데월드타워, 그리고 부산의 엘시티까지 50여개의 유명 고층 빌딩

들로 구성되어 있다. 3D 프린트로 출력된 <신바벨 도시>에는 사람도 길도 차도 없다. 오로지 건물들

만이 경쟁하듯 세워져 있다. 자본이 흐르는 곳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비슷비슷한 고층 빌딩들의 무의미한

복제와 확산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다. 또한 해운대 엘

시티 비리사건처럼 어느 순간 모래 속으로 사라져 버릴지도 모를 도시 자본가들의 허황된 욕망과 허

상을 상징하는 작품이다. 

<화폐 회화 연작>, 미국 화폐의 역사를 분석한 「화폐전쟁」의 저자 쑹훙빙은 ‘화폐를 통제하는 자,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지구상에는 200개 이상의 국가가 존재하고 이들 국가의

대부분은 자국의 통화를 가지고 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콜론, 콜롬비아에서는 페소, 아프가니스탄

에서는 아프가니, 덴마크에서는 크론, 파키스탄에서는 루피, 카타르에서는 리얄을 쓴다. 하지만 우리

에겐 낯선 화폐단위들이다. 우리는 세계 5대 기축 통화에만 익숙하다. 미국 달러화,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등 자국을 넘어 국제거래에서 통용되는 글로벌 화폐단위이다. 2016년 10월

부터는 중국 위안화가 세계 5대 기축통화에 편입되면서 중국의 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이들 기축통화의

기호들은 그 자체로 많은 정보를 주며, 강력한 힘과 상징성을 가진다. 반면 기축 통화가 아닌 주로

제3세계의 화폐들은 기호가 가진 낯설음에 때로는 추상 회화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작가는 자본주의

사회 최상위 가치기호를 화폐로 보고 있다. 그리고 엑스트라 역을 맡은 알려지지 않은 화폐 기호들을

똑같은 무게와 규격의 회화작품으로 제작, 배열하여 같은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금지된 영역-LCT>는 ‘러버콘(Rubbercone)’이라고 불리는 주차금지용 표식물을 이용한

대형설치작품이다. 오색 라바콘들이 빼곡히 들어선 한 가운데 하얀 빌딩 섬이 있다. 이 빌딩은 해운대

백사장(공유재)에 고층빌딩 건설 허용 및 인가 과정을 두고 일어난 비리사건의 ‘해운대 엘시티’이다.

오늘날 우리 삶을 간접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독점자본주의 체제의 형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소기호로

‘LCT’가 기능한다. 

그리고 이중, 삼중의 바리케이트를 쳐놓은 구조, 입구도 없고 출구도 없는 구조와 뾰죡한 러버콘

형상은 관객을 향해 거부와 공격의지를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 작가는 독점자본과 국가권력이 유착하고

있는 그들만의 도시이자 그들만의 영역을 고수하려는 욕망를 비판하고 있다.

신바벨도시

PLA(3D프린트출력)
가변크기
2016 

New Babel City 

PLA(3D printed)
Dimensions variabl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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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es around the world are in the war of the skyscrapers. The skyscraper is the most
efficient way to show their wealth to the world and the most suitable way to fulfill their
desire in a short time. New Babel City is the virtual city where about 50 renowned skyscrapers
are gathered in such as from the highest building Burj Khalifa in Dubai and the Trump Tower
that named after the millionaire in real estate, Donald Trump, the electe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highest building in Korea, the Lotte World Tower in Seoul and to Haeudae
LCT in Busan. There is no human, road, and car in New Babel City printed in a 3D printer.
Only the skyscrapers are standing as competing. Moreover, this work questions about the
spread and reproduction of meaningless skyscrapers that can be seen anywhere are to
whom and for what. The work overall symbolizes the delusional desire and illusion of the
urban capitalists who could suddenly disappear in the sand like the corruption scandal of
Haeundae LCT.     

The writer Song Hongbing once said in his book of The Currency War, ‘The power ruling
currency rules everything.’ There are over two hundred countries in this world, and many of
them use their own currencies. Costa Rica uses Colon, Pakistan uses Repee, and Qatar uses
Riyal, but their currencies look unfamiliar to us. We are used to of world’s key currencies
which are dollar, euro, pound, yen. Since October 2016, Chinese yuan became one of the
key currencies, and China became another powerful county. These international currencies
give many informations and hold symbolic power in many cases, whereas the currencies of
most of the third world appear to us as some abstract paintings. In <Currency painting
series>, the artist considers the currency as an indicating standard of capitalism, and made
those relatively unfamiliar currencies as same scales and sizes. They symbolize their even
values in real world. 

The Forbidden area LCT is an installation work contains the sign of ‘no parking’ called
rubber cone. In the installation work, there are many colorful rubber cones with an island of
buildings in the middle. The buildings represent the LCT which became a news with scandals
of corruptions by the process of approval to build on the land of the beach Haeun-dae. This
shows today’s problems of capitalism which indirectly controls our life. 

The structures of barricades and sharp rubber cones placed in ambiguous settings
express refusal toward the spectators. It criticizes the desires of monopolistic capital and
national power to imperatively maintain their ow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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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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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Tae-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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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최최고

싱글채널비디오, 현수막가변설치
1' 24"
2016

Superlatives

Single channel video with banner installation
1' 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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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 투 더 시티!

싱글채널비디오
1' 49"
2016

Welcome to the City!

Single channel video
1' 4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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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 투 더 시티!>는 부산에서 촬영된 관광홍보 영상이다. 하지만 본 영상은 브라운관에서

자주 접하는 홍보물들과는 달리, ‘부산’이라는 도시의 정확한 지명에 대한 언급이 없다. 물 건너온

특산품, 보편화된 야경 등의 매력적인 여행 정보들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 듯하지만, 관광 만능, 상업

만능주의의 범람으로 도배되었을 뿐이다. 이미 세계 도시들의 미적 기준은 획일화되었고 지역의 정체

성은 상실되어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도시의 역사와 문화적 경관들은 관광 상품으로 소비될 뿐이다.

본 작품은 도시의 개발로 이루어지는 정체성 없는 가상 도시로 향하는 부산의 모습과 그 이면의 단상을

함께 담고 있다. 

도시는 매년 지역 개발, 재개발, 분양 등 각종 정책을 쏟아내며 스펙터클한 공간을 생성하고,

도시민은 자본 증식의 욕망을 채우고 각자의 신분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고군 분투한다. <최최최고>는

아파트 분양을 위해 이상적 주거공간 슬로건이 난무하는 대형 현수막과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길거리에는 사람들의 욕망을 이용하고 부추기기 위해 국제화, 로열, 넘버원 등 ‘최고’로 대변되는 단어

들이 쏟아져 나온다. 자본의 욕망이 투영된 ‘세계 일류 도시’가 되기 위한 열망은 맹목적인 모방의

과정을 거치며 도시의 공허한 상징으로, 환상으로 남겨진다. 

<해발 고도 170미터에 닿는 방법>, 이 작품은 작가 김태연이 부산에서 작업할 당시 작업 스튜

디오가 있던 원도심과 관광특구 부촌으로 알려진 해운대를 오가며 느끼는 부산의 지형적인 특성과

거주방식의 차이점에 대한 주목에서 출발하였다. 170미터라는 상징적 숫자는 피란민들에 의해 형성된

산복 도로 중턱 집들의 고도인 동시에 해운대 마린시티 높은 빌딩들의 평균 해발 고도이다. 각기 다른

지점에서 같은 고도에 도달하기까지 마주하게 되는 풍경과 시간의 흐름이 부산지도의 세 거점을 지정

하는 모니터 영상에 담겨 있다. 

해발고도 170미터에 닿는 방법

다채널영상설치

2016

How to Reach 170 Meters High
Multi-channel video installatio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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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the City> is the video filmed in Busan for promoting the
tourism. Unlike from the promotion materials we normally see in the theater or
the train, this video does mention about the specific points of Busan. The video
externally seems like it is well composed with the contents like the special local
products, the widespread night view, and the attractive travel information but it
is not showing ‘the distinction of Busan’ because of the overflow of the materialism
of tourism, and commercial materialism. The aesthetic standards of the cities
around the world have already been identical and the locality of each city has
been lost and is being developed. Moreover, the history of the city and the 
cultural scenery only get to consume as the tourist’s goods. This work contains
the scene of Busan that alters into the virtual city that does not have its identity
due to the urban development and its hidden side simultaneously.  

The city creates spectacular fantasy space, and the residential spaces of
apartments are the value of social positioning appearance, tools of increasing
wealth. The film work <Choichoichoigo> contains images of huge banners 
advertising the ideal residents for apartment sale. Every year, they develop
apartments, sales, real estate policies in cities. People struggle over desires of
building wealth, and show off their values as citizens. The real estate market
takes advantage of people’s desires to enter the higher social class, uses words
representing ‘the best’ to attract the citizens. Those words including globalization,
royal, the best represent people’s desires toward higher social class. The 
projected result of Capitalism to become ‘the prestigious metropolis’ generated
emptiness illusion of the city. 

<Way up to sea level altitude 170> was started from the idea of the artist 
focusing on Geographic characteristics of Busan compares to their life styles. 
The number 170 was borrowed from the sea level altitude of the houses placed
on Sanbokdoro which the road formed by the refugees of Korean war, and the
average height of buildings in Marin City, Haeun-dae which is known as a rich
area in Busan. There is difference of the amount of time takes up to both points
which one is by high-speed elevators and the other one is passing many streets
and houses on walk. The film shows the both journ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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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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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Hye-r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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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의 경계

광확산PC, LED, 파노라마컨트롤러
가변설치
2016

A Line of the Prediction

Light diffusion polycarbonate, LED
Dimension variabl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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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유토피아에 대한 욕망’과 ‘현실’이라는 이중 혹은 그 이상의 개념들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경계는 모호해진다. 오래 전에 부산의 랜드마크가 되어버린 광안대교의 모습과 그것을

반영하는 수면에 비친 다리의 모습은 교묘하게도 이 세대의 도시 이미지를 보여준다. 도시가 헤어 나오지

못한 ‘스펙터클 도시개발’과 ‘삶의 현장’ 딜레마 사이에서 그 무엇을 찾는 것은 도시민의 몫일 것이다. 

<예상의 경계>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이미지를 선보이지는 않는다. 그저 불빛에 의해 그려진 공간의

드로잉만이 존재한다. 작품은 이상적인 것 혹은 어떠한 대상을 연상하듯 위를 향해 관람하게 되며 그것이

비춰지는 아래의 이미지와 함께 공존하게 된다. 보는 이들은 작품에서 도시의 여러 모습을 연상하거나

그 이상을 상상하게 될 수도 있다. 아니면 현실 속에서는 존재해서는 안되는 디스토피아가 또 다른 유토

피아의 망상으로 상상되어질 수도 있다.

-작가노트-

The city is the place where ‘utopia’ and ‘reality’ or further concepts exist. That makes its

boundary even vaguer. The scene of Gwangan bridge that has become the landmark of Busan

since long before and the scene of shaking bridge cleverly show the urban image of this generation.

It is up to the people to seek what in between the ‘spectacle urban development’ that the city

could not escape from and the dilemma of ‘the site of life.’ 

A Line of the Projection does not show a certain image. There is only a drawing of the space

drawn by the light. The work needs to be viewed upward whether the viewer imagine something

ideal or a certain object and it coexists with its reflective image on the bottom. The viewers might

associate with various urban views in the work or they could imagine a way beyond that. Or the

dystopia that should not exist in the reality could be imagined as another 

delusion of the utopia. 

–From the artist’s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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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tist Jung’s work is an embodiment of abstracted metropolis of desire installed
in a museum space, separating city space and human being. The combination of rhythms
created by light from luminescence plastic with shadows on floor fly around, makes illusionistic
scenes. Those lights and rhythms continuously circulate and build up some dreamy worlds
of light. The artist eliminates some direct depictions of problematic issues of city but
suggests the viewers to think through complicated structures of the city. 

This abstract drawing of metropolis desiring drives spectators to desire metropolis
again in reality. The viewers move in and out of pieces, take pictures, and desire to become
part of the work. The represented desire creates mystique atmosphere and again people
try to hold the images in their mind and body.

Therefore, the desire instigates another desire again and again, and this circulation
becomes one mass of an art work and human. The circulation of phenomenon is created by
the work, mimicking the system created by the desire of metropolis.  

정혜련은 이번 전시에서 도시공간을 인간주체와 분리하여 추상화된 공간으로 추상적 욕망도시로

구현하였다. 허공에 설치된 작품은 광확산수지(발광 플라스틱)에 의한 오색찬란한 빛의 리듬과 함께

바닥에 비치는 그림자(환영)와 함께 부유하며 환상적인 공간을 만들어내었다. 작품에서 발광되는

다양한 빛과 리듬은 끊임없이 순환하며 매 순간 추상적 선의 세계를 생성했다. 작가는 이 전시에서

구체적인 도시의 문제의식과 관점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작품을 통해 도시에 작동하는 욕망구조에

대해 사유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도시욕망을 구현한 추상적 드로잉의 스펙터클한 형상은 관객에 의해 다시 욕망되었다.

관객들은 발광하는 작품 사이를 오가며 사진을 찍고, 바닥에 비친 화려한 조명 그림자와 한 몸이 되기를

원했다. 작품 사이를 뛰어다니기도 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빛의 향연을 몸으로 체험하려 하였다. 재현

된 욕망은 화려하고 신비로웠으며 또다시 인간은 이 이미지를 욕망하고 몸과 마음에 담으려 하였다.

따라서 욕망은 끊임없는 다른 욕망을 부추기며 순환구조의 작품은 인간(관객)과 다시 하나의 

큰 구조를 이루며 한 덩어리가 되었다. 이 모습은 마치 욕망의 메트로폴리스의 순환구조와 흡사하다.



50도시의 이면들



51 Behind the Metropo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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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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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Hyeong-se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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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슈퍼

혼합매체
가변크기
2016

You... Are Super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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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 슈퍼

혼합매체
가변크기
2016

Modern Store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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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 슈퍼’는 근대를 이해하려는 작가의 노력이자 방법론적 제시이다. 근대의 파편화 된 흔적의 이

미지를 탐닉하고, 채집된 사물을 통해 근대라는 개념을 더듬어 본다. 그리하여 얻게 된 근대는 시대적 구분

으로서의 기준이 아닌 욕망하는 집단의 염원이었다. 계속해서 드러나는 부정합의 관계 속의 근대화는 추구

해야 될 진화의 새로움이 아닌 통치 이데올로기로부터 생산된 부조리를 은폐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국가 주도의 거대한 프로젝트였던 근대화는 전근대적인 모습의 양면성을 동반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근대화 아래에서 개개인의 다양한 목소리는 맹목적 개발과 허울 좋은 통합으로 대치되었다. ‘잘살아 보자’

는 정치적 슬로건과 함께 시작된 부국강병은 결국 일상의 영역으로 침투되어 집단 무의식의 층위 한 곳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도 남아 있는 그 흔적들은 쇠락과 역설의 상징으로 이어지며 또 다른 누군

가의 명령어와 함께 언제든 가동 될 수 있는 현재 진행의 키워드로 존재한다. 

-작가노트-

<그대...슈퍼>는 ‘근대화 슈퍼’의 시리즈로 볼 수 있다. 부를 상징했던 자개농을 이용한 작품

에는 ‘근대화슈퍼’, ‘그대 슈퍼’, ‘Mordern Store’ 라는 기표가 보인다. 조형섭 작가는 근대사를 집단의

표상으로, 기표와 기의로 드러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한다. 국가집단의 희망과 시간의 공간을 탑재한 30년

간 한자리를 지켜온 간판과 ‘부’를 상징했던, 사라져가는 자개농이 ‘그대 슈퍼’ 라는 언어로 치환된다. 

동시에 이 작품은 끊임없이 돌아가는 조명에 의해 스포트라이를 받으며 묵묵히 살아 낸, 부흥을 꿈꾸며

쇠락하는 모순을 안고 살아온 개인의 역사를 기념하고 있다. 집단에게 거대서사를 강요한 사회를

이겨 낸 작은 개인에게 바치는 기념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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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ization Store’ is the artist’s effort to understand modern times and the methodological

suggestion. The artist indulges the image of vestige of the modern fragmentation and tries to

trace the concept of modern through the collected objects. Therefore, the modern era that he

obtained through was not the standard of dividing times but the desirable wish of the groups.

Continuous revelation of unconformity, the modernization was not something new for evolution but

the way to conceal the irrationality from the government ideology. 

The modernization, which was a huge project of the government, carried the duplicity of the

premodern times and under such condition, numerous voices of people were confronted as the

combination with the unconditional development. The national prosperity that begun with a

political slogan ‘lets live well’ might be occupying somewhere in collective unconsciousness while

finally penetrating into the area of everyday life. The remains connect to the symbol of decline

and paradox; and still exist as the ongoing keyword that can always be operated with someone’s

command. 

–From the artist’s note- 

<Thou…Store> is a series continuation of the ‘Modern Store’ of the artist Cho Hyeong-
seob. The closet with pearl decoration which was an icon of wealth becomes a representation
of the ‘Modern Store,' ‘Thou…Store’. The artist explores the ways to express the Modern
history as a collective representation with indicators and metaphors. The signboard of the
hope of a group, the time and the space of 30 years of one place, and the representational
wealth of the pearl closet substitute for the title ‘Thou Store’. This work commemorates the
individual history of that survived the contradiction of revival and collapse by spotted with
endlessly running light. It is the monument overcame the history forced individuals by th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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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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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Ja–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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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do the most beautiful village and houses that I walked through get to be destroyed in

advance? Was it my fault to think that this place was beautiful? In early spring of 2014, I visited

the village near the ruined house again. The village silently crushed down though it was closely

located, I repeatedly visited there and found out details that I did not see when I first visited. The

engraved patterns in the old wall, the oddly shaped stones on the door, the sunlight covering

the abandoned empty room, the goods left after losing merits, the people and cats that could

not leave in the destruction, the growing grass though getting dried, shining though broken

down, sitting firmly on the ruins, living things in vanishment… 

-From the artist’s note-

내가 걸었던 가장 아름답고 친숙한 마을과 집들이 먼저 부셔져버리는 것은 왜일까? 애초에 이곳이

아름답다고 생각한 나의 마음에 잘못이 있었던 것일까? 2014년 초봄 폐허가 되었다는 집근처 마을에 다시

가 보았다. 가까이 있었지만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린 마을, 무너져 내린 그곳에 가고 또 가며 처음 갔을 때는

보지 못했던 디테일들을 보게 되었다. 쓸모만을 생각한다면 잉여로 덧대어져 있는 오래된 담장의 음각무늬들,

대문위에 놓여 진 괴석모양의 돌들, 버려진 빈방에 깃들여 있는 햇빛, 쓸모를 잃고 남겨진 물건들, 무너짐

속에서 떠나지 못한 사람들과 고양이들, 메말라가면서도 자라는 풀들, 부수어져도 반짝이는, 폐허위에서도

결연히 앉은, 사라짐 속에서 살아있는 것들…. 

-작가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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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먹는 저녁

영상설치
가변크기
2015-2016

A Dinner in Hiding

Video installation
Dimensions variable
2015-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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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중-뉴로의 방

가변설치
2016

This is the Life We Want - 
It's the Life We‘re Forced to Life

Variable installation
2016

거주중-반다의 방

가변설치
2016

This is the Life We Want -
It's the Life We‘re Forced to Life

Variable installatio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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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현은 이번 전시에서 자본에 점유되어 사라지는 도시공간의 물건들을 이용하여 전시장에서

날것으로 연출하였다. 작품은 도시사회 구조의 변화가 인간과 동물, 식물의 거주환경에 일방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을 말하고 있다. 도시사회의 소비능력에 따른 사회구조 재편은 계급에 따른 공간분리

현상을 겪으며 도시민의 생활을 양극화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환상으로 조직된 공간을 점유할 수

있는 것은 소비능력을 갖춘 계층이며 소비 능력이 없는 계층은 소외된 상태로 도시의 환상 뒤편으로

내몰리며 은폐된다. 작가는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현상들을 인식하고 고발한다. 동시에 작가는

그것들을 쓰다듬거나 위로하는 제스쳐로 작품을 선보인다.

<떨어지고 부서지고 밟히고>는 재개발 현장 폐허가 된 마을의 남아있는 잔여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작가가 직접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영상작업이다. 작가는 죽어갈(폐기될) 나무에 크리스

마스 트리와 방울을 장식한다. 위로의 의식과 생명에 대한 무관심에 대한 목소리로도 느껴진다.

<거주중-뉴로의 방>, <거주중-반다의 방>에서 작가는 두 대의 텐트를 설치하였다. 따스한 온기(전기

장판)와 소소한 물건들(냄새까지)이 인간의 모든 감각기능을 열도록 하였다. 관객들은 좁고 아늑한

공간에서 자신의 기억을 쪽지에 쓰며 메시지로 남겼다. 전시를 보기위해 온 관객들은 스펙터클한

도시공간 이미지에 지쳐있기도 했을 것이다. 작가는 사람들이 큰 전시장 안에 작고 임시적 공간(텐트)을

발견하고 체험(각자의 개인적 경험과 인식을 토대로)하며 장소가 지닌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를 생성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숨어먹는 저녁>은 재개발, 철거지역의 남은 길고양이들의 삶을 담은 영상

이다. 도시환경의 변화와 강제적 이주의 고통은 인간만의 것이 아닌 것이다.

박자현은 도시에서 주변화되고 소외된 장소, 존재(동물)의 사라짐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며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더불어 사라져가는 장소에 새로운 의미부여를 하고, 더불어 사라지는

도시정체성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떨어지고 부서지고 밟히고

영상설치
가변크기

2015-2016

Falling, Breaking and Stepping On

Video installation
Dimensions variable
2015-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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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tist installed vanishing objects from city that are caused by capitalism in dramatic
composition inside of the museum space. The installation tells unilateral way of power
affections of society to human and animals in residential environments. The reorganization
of society structures by ability of consumption caused the phenomenon of separation in
places and the polarization of citizens. The artist recognizes and indicates the problems.

Falling, Breaking and Stepping on is a film work of the artist gives meanings on residues
of city redevelopment. The artist decorates a drying tree with Christmas ornaments. It is a
ritual to comfort the tree is still alive. The artist installs two tents in Occupied - Room of Nuro,
Occupied - Room of Amanda. The warmth and trivial objects stimulate senses to feel the
installation. The viewers write messages of their memories in this tiny comfortable spaces.
The viewers maybe are exhausted from spectacular cityscapes in reality. The artist leads the
spectators to recognize the real value of abandoned spaces by experiencing the temporarily
fabricated spaces in the museum. 

Hiding and eating dinner suggests the suffering is not only limited to human by
capturing street cats in film. The artist continuously explores alienated places, creatures with
fru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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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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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 Pyoung-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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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 생명체조

싱글채널비디오
3' 43"
2012

The New Millennium Life 
Gymnastics

Single channel video
3' 4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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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 세계 #2

진압봉
가변크기
2016

Elegance World #2

Baton
Dimensions variabl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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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 세계 #1

경광봉
가변크기
2016

Elegance World #1

Lighting stick
Dimensions variabl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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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주는 주로 한국 근현대사에서 겪은 정치, 사회적 고통을 현실로 환기하여,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당대의 다양한 미디어로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새천년 생명체조>는 위험시설인 고리

원자력발전소 앞에 요가 복장을 한 여성이 군대에서 배우는 ‘핵폭발 시 대처요령 모션’을 반복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인간이 만든 거대한 위험 앞에 쓸모없는 매뉴얼에 순종하는 인물의 모션은 웃음을

유발하는 동시에 사회적 풍자를 담고 있다. 고리원자력 발전소는 지금도 부산도시가 안고 있는 위험

이며 그 주변에는 여전히 도시민의 삶이 존재한다. 작가는 우리 정치사회의 부조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처시스템이 전무한 사회를 고발하는 동시에, 불안을 의식하면서도 묵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회시스템을 비판, 풍자하고 있다.

2016년 겨울 도시는 대위기의 징후들로 수백만 군중이 도시의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사회 지배질서에 대한 불만으로 한국 근현대사의 가장 뜨거운 현장이 되었다. <우아한 세계>는 대한

민국의 정치사회의 상황을 작품으로 구현하고 있다. 어느 시기보다 뜨거웠던 변화를 이루어냈던

2016년 겨울의 사회현상을 ‘레볼루션’, ‘네이션’이라는 단어로 압축하였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같이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가 속출하였고. 시민들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외쳤다. 촛불시위라는

평화로운 집회가 열렸지만 경찰봉과 진압봉도 시민과 함께 했다. 진압봉은 시민진압, 폭력, 공권력을

행사하는 도구이지만 전시장에서는 예술작품으로 치환되어 쉬지 않고 반짝였다. 멀리서 보면 마치

유흥업소의 전광판처럼 빛나기도 했으며 크리스마스트리처럼 축복을 염원하듯 반짝이기도 했다. 

권력과 폭력의 상징인 경광봉과 진압봉의 전복을 외치는 <우아한 세계>는 역설적 단어이면서

우리가 희망하고 욕망하는 세계이다. 작가는 우리 도시사회의 정치상황과 욕망을 비틀어 말하고 있다.

<우아한 세계>는 우리사회의 만연했던 부조리와 이것을 전복시키려는 대한민국 시민의 혁명 의지를

품은 세계와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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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tist mostly ventilates the political and social agony that the Korean modern
history went through into the reality, and creates the work that reveals his questions through
the media. <The New Millennium Life Gymnastics> shows the repetitive scene of ‘nuclear
explosion precautions.’ The motion of a figure who obeys to the manual that seems useless
in front of the huge danger made by the human shows the social satire while arousing laughter
at the same time. The area of Kori Nuclear Power Plant is the danger that our city currently
carries and the life of people residing near that area still exists. The artist wants to express
that the irrationality of political society still exists yet there is no system prepared in our
society; simultaneously, he criticizes and satirical on the social system that we silently tolerate
though aware of its anxiety.

The artist Seo Pyoung -joo’s <The Elegant world> represents the political society
of Korea today. The year of 2016 for Korea is unforgettable year of achieving huge
transformation of Korean society. The work shows the will of overthrowing widespread
absurdity in our society with words ‘revolution’ and ‘nation’.

The power of governmental authority caused many sufferers including Namki Paek
who sacrificed his life over changing society system. The citizens shouted that they are the
owners of the country. The demonstration was organized in peaceful way of candlelight vigil
but also there were police enforcements to prevent the citizens. The police sticks are the
tool of governmental authority, but in the artist’s installation it never stop blinking like an
electric signs of karaokes. They light as decorations of a Christmas tree.

The title <The Elegant world> is a paradoxical title of world that we desire. The artist
calls the situations of corrupted urban society as <The Elegant world> in sarcastic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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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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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 Chu-ha



80



81



82

불안, 불-안

Pigment print
115x151cm
2003-2007

Anxiety, A Pleasant Day

Pigment print
115x151cm
200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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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불-안

Pigment print
115x151cm
2003-2007

Anxiety, A Pleasant Day

Pigment print
115x151cm
200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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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는 핵무기 사용과 개발 및 방사능 오염,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운전을 반대 등 탈핵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재에는 원자력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회로 나아가는 탈핵 운동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부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부산도시가 가진 불안의 심상은 어느 도시보다 깊다. 이미 세계적으로도

후쿠시마 원전, 체르노빌 원전, 스리마일 원전 사고로 인해 원전논의에 여러 나라와 시민이 연쇄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정주하의 평화를 희망하는 예술적 실천 작업들은 핵문제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관심

으로 시작하였다. 2007년에 이루어진 작품들이지만 부산시민에게 보여지는 현장감과 불안은 증폭

되어 다가오고, 재난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사안으로 다가온다. 

<불안, 불-안>시리즈는 원자력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무심함과 동시에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

가는 삶에 대한 관찰을 담고 있다. 정주하 작가는 위험한 장소에서의 평온한 일상, 평화롭기만 한 풍경

속에 숨겨져 있는 역설적 불안을 담담하게 드러내며 보다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공간으로서 사진 이미지를

제시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핵에 대한 내재적 불안을 안고 있고, 더불어 관계가 미비한 사람들에게는

천연한 무심함이 존재한다. 작가는 이번 작업에서 이 둘을 모두 드러내고 있다. 핵발전소 주변에 떠도는

보편적인 시민들의 일상을 촬영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심정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오랜

시간 핵발전소 주변을 드나들었다. 이 작품에서는 인물뿐만이 아니라 주변 풍경의 불안한 요소가

동시에 있다. 정주하의 사진에서 위험과 불안은 어느 즐거운 한낮(a pleasant day),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동 속에 조용히 묻혀있음을 보여준다.

불안, 불-안

Pigment print
115x151cm
2003-2007

Anxiety, A Pleasant Day

Pigment print
115x151cm
200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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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an active argument about Nuclear Phase-out, against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nuclear generating station in Busan. Now, it is evolving toward a movement
stepping forward to society of safe and sustainable energy resources. The first nuclear
generating station, Gori no.1 is placed in Busan, and insecurity of Busan citizen is so significant.
Many countries are already acting and figuring out to solve problems after some disasters
such as Fukushima, Chernobyl, and Three Mile Island. 

The work of Chung Chu-ha was started with the artist’s concerns of the future that
the nuclear problems will bring. It was created in 2007 but now it gives citizen of Busan
more anxiety. 

Chung’s work shows the observation about the life of people residing near the nuclear
power plant which carries both indifference and ‘sense of anxiety.’ The work calmly shows
a paradoxical anxiety that is hidden in the serene life and peaceful landscape in the dangerous
place and receives the review that it provides the photographic image as the philosophical
and theoretical space. Along with the internal anxiety about the nuclear for the residents
living near a nuclear power plant, people with inadequate relationships are naturally indifferent.
The artist shows both in this work. Chung has captured general impression of the nuclear
power plant area; on the other hand, he repetitively visited around that area for a long time
in order to understand the mind of residents there. This work simultaneously shows anxious
components not only on the figures but also on the landscape. The photograph of Chung
Ju-ha shows danger and anxiety are silently buried within the everyday life of ordinary
people’s pleasant day. 

불안, 불-안

Pigment print
115x151cm

2003-2007

Anxiety, A Pleasant Day

Pigment print
115x151cm
200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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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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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A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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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도시 이야기> 중 두 번째 에피소드인 3채널 영상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 국제행사의 열기와 국가발전에의 낙관이 풍성했던 80년대 말을 배경으로, 부산항에서 밀수 일을 하던

소년의 삶의 편린을 임의로 재구성한다. 한국민 사이에 두루 공유되는 <돌아와요 부산항에>라는, 너무나

익숙해서 무감각하게 여겨지는 대중가요의 멜로디와 가사는,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들과, 밀수에 관한 각종

매체를 통한 자료들과 혼합되어 심상을 구축한다. 작업은 80년대 올림픽게임과 아시안게임 등과 관련된

아카이브 영상자료, 부산항 로케이션 및 스튜디오 촬영한 재현영상 등의 몽타주를 통해 다채널 비디오로

구현되어 시대 흐름과 미시적 삶이 어떻게 상관하거나 평행하는지에 대해 들여다본다.  

-작가노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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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Return to Busan Port is the three channel video that is the second episode of From

Tales of a City. Its backdrop is the late 1980s when the heat of the international event from

the Asian Games and the Olympics and the sanguinity from the national development were still

plentiful; and it randomly recomposes the glimpse of the life of a boy who smuggled drugs at

the Busan Harbor. The melody and lyrics of a popular Korean song Please Return to Busan Port,

which is too common thus almost insensitive, construct imagery as blending with the urban legend

and the reference through numerous medium about smuggling. Kim’s work is implemented in

the multichannel video to closely explore how the flow of the life and the microscopic life correlate

and parallel to each other through a montage such as visuals related to the 1980s’ Olympics and

Asian Games, archives, a reproduced film of shooting Busan Port and the studio. 

–From the artist’s note-



부산항은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였던 관문이자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당시 수많은 피란민들의

만남과 이별의 무대였다. 1960년대 이후에는 마도로스 낭만과 함께 밀수업의 주요무대이기도 했다.

부산 질곡의 역사 중심에 있던 부산항은 정착과 이별의 이중의미를 가지기도 하며 한국근대사의 압축을

의미한다.

영상은 한국의 근대사를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근대역사를

만드는 데 일조했던, 국민집단을 하나로 모았던 대규모 스포츠행사 속 주자들과 응원단의 전진은

의도적으로 거꾸로 재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다른 채널에는 밀수청년이 마약을 자전거에 숨기고

끊임없이 질주하는 모습이 동시에 등장한다. 국가 번영을 위한 집단의 질주와 개인의 은폐된 부조리의

질주는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고, 한 장소에서 섞여 모순의 혼성공간을 이루며 충돌하고 있다. 

이 충돌이 일어나는 전시장에는 조용필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덤덤하게 흘러나와 하나의

서사로 연결해주면서 관객의 정서에 스며든다. 노래 속 가사 ‘돌아와요’  와 ‘그리운 내 형제여’ 는 동포

애를 강조하며 부산 민중이 가지고 있는 응집력을 보여주나 방향을 상실한 맹목적이고 허무한 전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번 작품이 부산도시, 부산 관람객에게 전달되는 의미는 다르다. 영상 속 장면들은 부산의

평범한 이들의 익숙했던 장소로, 익히 들어왔던 밀수에 대한 이야기는 기억 속 서사로 거북하나 낮설지

않게 다가온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하지 않았던 역사 속 모순이 부산에서는 평범했고, 밖에서는

부산 도시 정체성의 하나로 여겨질지도 모른다.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국가 이상과 집단, 그리고 작은

개인과 부조리의 파편들이 서로 충돌하며 관객이 가지는 기억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는 다층적

의미를 가진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어느 도시 이야기’중에서)

3채널 비디오, 스테레오 사운드
약 5'
2012

Please Return to Busan Port (from Tales of a City)

Three-channel video, stereo sound
Approx 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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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rt of Busan was a memorable spot of importing western products, and place
of farewell to many refugees after the Korean War. After 1960s it brings out nostalgic for
sailors. The port holds a dual meaning of open space with settlement and leaving. 

The artist plays films of archives of 80s olympic game and asian game, reproduced
images of Busan port and studio through multiple channel video. The familiar images mixed
in one place creates new stories. The fragmented images seem illusional with historical issues
suggest a new world. The appearance of advertisement film and smuggling boy combined
at one place blend the past and the future, and break existing standard of the story. At the
place of crushing past and future plays the song of ‘Please return to Busan port’ by Cho
Yongphil, connects the film to the vie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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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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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 Bo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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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모드 제한구역, 非매너모드 제안구역

시트지,벤치
12㎡이내설치
2016

The Restricted Area of Silent Mode, The Suggesting Area of Non-Silent Mode 

Sheet, bench
Installation within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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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은 금이라 했다, 그러나 그것은 금을 그었다.

나는 부산에서 태어나, 경상도 어른들의 보살핌 속에 자랐다.

어느 정도 사고가 생긴 이후부터는 어른들의 이야기나 판단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상대적 약자에게 오히려 더 엄중한 잣대를 댄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대화를 시도해 본 적이 있다. 존재하지도 않는 ‘호적에 빨간 줄’ 이라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내게 침묵은 금이라 했다. 막연한 공포에 의해 나는 무의식적으로 수용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균열을 야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 안에 있든 선 밖에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선이 존재하고 선을 인지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가 중요하다. 

이는 교과서의 빨간 밑줄 보다 중요한 우리가 존재하고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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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맛 솜사탕

싱글채널비디오
10' 57"
2016

Concrete Flavored Cotton Candy

Single channel video
10' 5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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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맛 솜사탕>은 작가와 24년간 함께 지낸 오랜 친구와의 추억의 장소에 대한 어긋난

기억을 이야기하는 일상적 대화로 시작된다. 지금은 재개발로 없어졌지만. 친구와 함께 살던 옛 동네에

대한 향수를 나누며 진행되는 작업의 여정에서 작가는 짙은 매미소리와 공사현장의 중장비 소리가

들리는 옛 집을 찾아간다. 그리고 땡볕 아래 모종삽으로 잔 돌멩이들을 걷어 내고 사라져버린 옛 집

근처에서 두꺼비집을 만든다.사라진 장소에 대한 추억, 추측할 만한 것 하나 없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

공간, 이에 대한 기억은 앞으로 얼마나 온전히 유지될까? 작가는 만들어 둔 두꺼비집을 지난 기억의

이정표 삼아 화분에 보관하기로 한다. 그러나 화분은 결코 사라진 장소를 대신할 수는 없다.

임봉호는 <매너모드 제한구역, 非 매너모드 제안구역>이라는 작품으로 휴대전화의 ‘매너모드’와

‘비매너모드’의 기능을 관객의 행동을 제어하는 규칙으로 정하고 이에 따르게 하여 예술가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다. ‘매너모드’는 미술관 전시에서 관람객이 지켜야 하는 규칙과 통제를 뜻한다. 작가는

이 통제를 작품의 붉은 선의 제한선 안에서 해제시켰다. 그러함으로 제한선 안의 장소(결국 미술관

이지만)에서는 작품을 대하는 관람객에게 통제를 해제하면서 동시에 최대한의 행동자유를 주었다.

관객은 휴대폰으로 통제선 안의 QR코드 표식을 이용하여 다른 작품감상의 장을 스스로 열었다. QR

코드는 작품으로 기능하면서 다른 작품으로 통하는 통로가 된다. 

휴대폰에 담긴 영상은 <어떤 애국심>이라는 작품이다. 기존 문자를 재배치하여 역설의 의미를

생산하는 기존의 작업과 그 맥이 이어진다. 영상에는 태극기가 등장하고 건곤감리의 기호가 점차

사라지면서 일장기로 페이드아웃된다. 애국심이 국가이데올로기를 구현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근대

역사가 일제강점기 이후 친일파에 의해 왜곡된 근대성을 지속하며 지금에 이르렀다는 작가의 역사관

으로 표출된다. 국가를 위한 애국심이 전혀 다른 의식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작품은 제한선 안에서 대중의 신체적 자유를 획득하게 하였지만 그 안의 다른 작품을 보여주면서 결코

가볍지 않은 이데올로기 문제를 함께 사유하도록 한 것이다. 작가는 더불어 작업과 관객 사이에 생성

되는 소통에 대한 호기심을 확인한다. 작품을 대하는 대중의 관람형태를 타임랩스로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겼다. 여기서 작가는 아직도 의지가 수반되는 ‘참여’보다 ‘보는 것’ 에 익숙한 관람자들의 태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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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s work begins with the conversation of discrepant memories with his friend for 24
years talking about the place of their memory. It is now gone due to the redevelopment;
the work begins its journey while sharing the reminiscence about their memory of the village
they used to live in. The artist finds his old house where he could hear the sound of cicadas
and heavy machinery in construction site. And under the sun, he clears out the stones with
a trowel and begins to build a toad house near where his old house used to be. The memory
about the disappeared place, the space completely gone without left anything for assumption,
for how long would they keep this memory? The artist decides to store a toad house that
he made in the pot as the milestone for his memory. Though the pot can never replace the
disappeared place. 

Through the work <Silent mode Restricted area, Non-silent mode Proposition area>, the
artist gains the command to control the viewer’s action by giving the regulation of ‘silent
mode’ and ‘non-silent mode’ on cell phone. The ‘silent mode’ means the regulation to follow
in exhibitions at museums. The artist cancels this regulation inside of the red line. By that,
the artist leaves the options of the silent mode on the viewers. Using the QR code inside of
the red line, the spectators open their own way to see another work. The QR code leads to
another work and becomes a work of art as itself. 

The film plays on cell phone is called <Some patriotism>. The film starts with an image
of Taegeukgi, the national flag of Korea, and fades away into the national flag of Japan. It
is similar to recent works of the artist which create paradoxical meanings of existing words
by reassembling spells. This repetitively playing film represents the patriotism embodying
national ideology, but also expresses  the artist’s historical view of modernity continues till
today by pro-Japanese group after Japanese colonial. It means that the patriotism acted 
towards a totally different way. This work gives the viewers the physical freedom in the red
line but shows another work in it, makes to think about the ideological problem. The artist
researches interaction between the work and the viewer. The artist captures the reactions
of viewers toward the work and documents. Here, the artist finds the attitudes of passive
spectators who are still familiar to ‘seeing’ than ‘being par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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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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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나 사람이나

싱글채널비디오 UHD
9' 30"
2016

Either the Ant or the Person 

Single channel video UHD
9' 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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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생각보다 어이없이 돌아간다

싱글채널비디오 UHD
3' 24"
2011

The World is Absurdly Working than I Thought

Single channel video UHD
3' 2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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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 작가는 일상 속 불편함을 드러내며 무감각해진 우리를 일깨운다. <세상은 생각보다

어이없이 돌아간다>는 우리가 맛있게 먹는 회를 요리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화려하게 차려진 횟감이

사실은 살아있는 생선의 살을 발라내고 조각내어 먹기 좋게 접시에 담긴긴다. 그리고 살이 발라내어진

생선은 어이없이 버려진다. 작가는 알고는 있었지만 목도하길 꺼리는 이 불편한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어이없다 여겨지는 비상식적인 형식의 일은 생각보다 가까이서, 또한 자주 일어나고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무감각하게 차려진 횟감의 보기 좋음만을 보려 하고 있기에 그러한

속내와 너머를 사유하지 않은 무지함을 지적한다. 이러한 도시사회의 현상 속에서 발견되는 불편함,

감춰진 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작가는 사유의 전복을 통해 재인식을 유도한다.

<개미나 사람이나>는 일상의 장소 부산의 한 대형마트 옥상주차장을 원거리에서 바라본 풍경을

담았다. 마트 영업점의 개장시간 동안 미니어쳐 타임랩스 기법으로 담아낸 영상이다. 이 풍경 속에

존재하는 많은 양의 차와 사람들은 작품 제목에서 연상되듯이 개미처럼 군집을 이루는 작은 존재로

드러난다. 낮과 밤이 바뀌어가도록 소비공간인 마트 옥상에는 소비를 위해 모여드는 차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동하며 옥상 주차장을 돌고 있다. 작가는 전지적 관점에서 도시풍경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존재로 나타나는 인간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간은 도시사회 구조를 형성하면서

제도와 토건 등을 이루어내는 존재이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맹목적인 소비욕망을 위해

주체의식 없이 시스템 속 집단 안에서 맹목적으로 떠도는 존재로도 보인다. 

한국인은 전지구적으로 가장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근대인이었다. ‘상업’, ‘소비’는 오직 ‘생존’

만을 위해 목적 없이 질주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구속이 된다. 이 작품은

개미나 사람이나 생존을 위해 맹목적인 노선을 따라 군집을 이루며 질주하는 공허한 존재가 되는

것으로 도시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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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tist Lee Kwang-kee awakes us in the state of indifference while revealing
inconvenience for his surroundings. The scene of the cooking process of a raw fish that we
enjoy to eat, evokes that this well-prepared dish of sushi is the result of deboning and slicing
the fish in fact. Then the deboned fish gets thrown away. Lee vividly shows this process,
which we all know but deny to witness it, to express that the nonsensical matter that is
absolutely absurd is closer and frequently occurs than we thought. Yet, Lee points out the
ignorance of the fact that we only want to see the side of good looking dish but do not go
beyond to consider its intention. The artist who continuously has brought up the questions
about this kind of inconvenience found in the urban phenomenon and the hidden gap
induces us for new understanding through the overturn of thoughts.

Either ant or human is a film work that is containing daily scenes of roof top of market
building in Busan, filmed with miniature time laps method. The crowded people and cars
are moving in and out shown like an army of ants. This scenes continue day and night. The
artist sees and brings questions the value of human appears as tiny existence from the third
point of view. Human forms the structure of city and build system, but from the macroscopic
point of view, they wander in groups to achieve the desire of consuming unconditionally
without consciousness as the subject.  

Korean lived in modern society that was radically changing. Commercialization and
consumption are the most harmful detentions to people living the Neo-liberal society
purposing on surviving only. This film work criticizes the systemized urban society make
people move along the one standardized line to survive like 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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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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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o Byung-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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忘願鏡 (망원경)

싱글채널비디오 UHD
3' 24"
2011

Telescope

Single channel video UHD
3' 2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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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 풍경

프로젝션맵핑
가변크기
2016  

Scenery in Memory

Projetion Mapping
Dimensions variabl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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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병찬은 <망원경>에서 빈 모니터 영상 속에 숨어있는 이미지를 볼 수 있는 주파수 부착판을

종이컵에 장착했다. 관객은 종이컵을 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검은 모니터와 주파수를 맞춘다.

그러면 종이컵(망원경) 안에서 숨어있던 화면이 등장한다. 화면이 시작되면 해운대 고층 빌딩의 매끈

한 외벽 풍경이 보인다. 세계적 관광도시로 거듭나려는 부촌 해운대의 풍경과 상반되는 철거지역이

몽타주되어 함께 등장한다. 화면은 실재와 같은 허구 이미지가 가득하다.

실재와 같은 해운대 고층이미지는 해운대 홍보전단지로 바뀌면서 실재는 허구로 밝혀진다.

그러나 이 홍보전단지가 있는 재개발 철거중인 담장은 실재장소인 듯 착각을 불러일으키나 이 또한

작가가 여러 장소를 몽타쥬한 가상장소이다. 부촌과 빈민촌, 현대와 과거가 혼합되어 어지럽게 실사와

허구의 경계를 넘는 가상이미지는 도시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관객은 그 어두운

이면을 어두운 영상 속에서 망원경을 이용하여 찾아내야 한다.

허병찬의 <기억의 풍경-도시를 맵핑하다>는 2011년부터 진행해온 <기억의 풍경>이라는

소재를 프로젝션 맵핑 (Projection Mapping) 기법으로 풀어낸 작업이다. 프로젝션 맵핑은 대상물의

표면에 빛으로 이루어진 영상을 투사하여 변화를 줌으로써,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이 다른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기술이다. 

도시를 표상하는 기호로서 큐브가 보인다. 이것의 변형과 변주는 음악과 함께 환상적으로 관객을

압도한다. 그러나 큐브는 또다시 도시 공적구조의 견고함과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 작품은 빛의

선적 움직임에 주목하게 되는데 큐브를 따라 흐르는 선의 리듬은 완성된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도

하고 또 흩어져 불길에 휩싸이기도 하며 사라지기도 한다. 이 빛은 인공의, 문명의 빛이 되면서 도시

시스템 속에서의 순환 안에서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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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ilm work Telescope, the artist attaches an adjuster on a paper cup to manipulate
frequency to see hidden images inside of a film, then holds the paper cup to focus a black
monitor on the frequency. And the hidden image appears inside the paper cup. As the film
starts, shows tall buildings of Haeun-dae. 

The screen of fabricated images like a reality reminds that there are no interactions in
the urban society. The images of tall buildings of Haeun-dae change into an advertising
paper reveals the reality was fabricated. Also the wall with posted images of the advertisement
is fabricated place image of the artist. The work shows the dark side of urban society
combined with present and past, riches and slums by the fabricated images. The viewers
need to look for this darkness inside the film by adjusting the paper cup telescope. 

Mapping the city of memory is a work made with the method of projection mapping
based on the subject from the Landscape of memory which is the artist has been worked
on since 2011. The projection mapping method creates projection images on surfaces of
objects, makes existing objects look different from original. 

The cubes are projected on the wall overwhelm spectators by transformations and
variations with music played. The cubes represent hardness and transformation of public
systems of urban. This work focuses on the movements of light flowing and disappearing
construct images of city. This light exists only inside of the circulating system of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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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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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 Jae-k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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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규는 도시를 이루는 여러 요소 중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파편의 흔적을 사유의 대상으로

보고 수집하여 작품의 요소로 만들었다. 그 파편들(물질)은 작가가 직접 만든 영화적 기념비를 상징한

구조물에 의해 투영, 영상으로 끊임없이 돌고 도는 이미지(비물질)가 되었다. 그리고 이것들은 도시의

정체성을 이루는 요소로 인식되지 못할 수도 있는 잔해, 잉여로 해석된다. 도시 문명의 얼굴이 되는

거대한 상징 자본들로 이루어진 도시에는 많은 잔해들이 존재하고 있음은 분명한 일이다. 여기서

작가가 가진 ‘시선과 인식’의 문제와 ‘본다는 것’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끊임없이 지속해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쓰이고 버려진 것들(사탕봉지 조각, 나무에서 떨어진 마른 잎, 홀씨 등), 때로는 더 분해되어

실체를 가늠할 수 없게 된 잔해까지 모두 나름의 스토리를 연상시킨다. 이 물질은 주체형태들(sub-

ject-forms)로 존재했었으나, 작품에서는 파편으로 치열하게 살아남은 그 잔해들로 인식된다. 작가는

끊임없이 돌아가는 영상 속 이미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결국 <잔해를 위한 哀歌(애가)>는 잔해를 도시구조 속 물질과 비물질이 공간을 반추하는 단서로

기능하게 하고 흘러간 과거, 은폐된 현재, 사라질 미래까지 시간의 내러티브를 구현하면서 애도하고

있다. 이는 하비가 지적하는대로 오늘날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공간의 ‘압축’ 현상이 만연되어

어디서건 한 장소가 하나의 장소로 끝나지 않음을 말해준다. 

잔해를위한 哀歌(애가)

비디오, 혼합재료
가변크기
2016  

Elegy for the Remains

Video media installaton
Dimension variabl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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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tist captures elements of abandoned pieces of city. And with those materials,
the artist projected into cinematic monument made repetitive images. In this process, the
materials become immaterial in the film. These materials are translated to elements of the left
overs. It is clear that there are many residues in cities of capitalism has built. The artist focuses
and continuously questions on radical problems of ‘vision and perception’ and ‘seeing’. 

Used and abandoned things such as candy wraps, dried leafs, spores and more,
sometimes destroyed into pieces that cannot be recognized their original forms. They
all remind some stories of their own. These materials exist as subject-forms, and recognized
as residues that have survived as pieces. The artist defined images with constantly repeating
film.   

In Elegy for the Remains , the left overs become leads to ruminate spaces of materials
and immaterial in city system, and materialize the times of past, covered present, and
disappearing future. This explains what Harvey once pointed out that the compression of
time space in developed capitalism doesn’t end in one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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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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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eong-k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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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그라운드

다큐멘터리
10′
2016  

Underground

Documentary
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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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들의 섬-인터뷰

5채널 비디오
약 20'
2016  

The Island of Shadow-Interview

5 Channel Video
Approx 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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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들의 섬>(2014)

김정근 감독은 사건의 나열과 진실의 병렬식 열주(列柱)를 축조하려는 아카이브 열병에 시달

리고 있거나 관객에게 일의적인 감정유도방식을 강요하는 구조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는 정직하고

담담하게 노동현장을 찾아간다. 그리하여 영화 초반부에 유영하듯 흘러가던 카메라 워킹은 어느새

화려하진 않지만 화면을 가득 채우는 정감어린 클로즈업(affect-image)으로 변모하게 된다.

담론을 생성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현상이지만 담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감독은 부산 영도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 조선소 ‘한진중공업’에서 각기 다른 역사를 경험한 30-50대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얼굴에 집중하는 인터뷰 방식을 사용하였다. 2010년 12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대량 정리해고를

시행하려는 사측의 부당한 절차에 저항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농성이 시작되었다. 그들이 경험하고 증언

하는 이야기를 경청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보아야만 한다.

거대 자본과 주류 역사 속에서 소외된 이들을 병들게 했던 사회현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감독은

가장 작은 곳(장소)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왜냐하면 ‘얼굴(面)’은 가장 작은 곳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씩 지니고 있는, 각자의 진실과 진심이 드러나는 가장 솔직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림자들의 섬>은 연대의 힘을 증언하는 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속의 목소리는 증언의

목소리이며 노동자들의 따뜻한 눈빛과 뜨거운 눈물 속에서 관객은 강렬한 일렁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소수의 권력이 착취하려고 한 개인의 존엄함, 아무리 노력해도 노동을 통해서는 얻지 못하는 자본의

역설에 통감하며 노동자들은 다시 새로운 연대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제 서로가 서로의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열심히 ‘웃으며 끝까지 함께 투쟁’할 동력이 생성되었고 그리하여 그들의 역사는 함부로

낙관하지 않을 힘에 의해 계속해서 기록되고 또 나아갈 것이다. 

<언더그라운드>(2016)

미분화된 음으로 인해 정확한 정서를 환기시키지 못하는 분위기. 그 속에서 타악기들의 미세한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영화는 시작된다. 이 작품은 지상이 아닌 지면 아래에서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들은 가시성의 세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라 이름 붙여진 존재들이다. 그들은 쉴 새

없이 무언가를 깎고, 닦고, 쓸면서 정비한다. 감독은 가시성의 세계에서 비가시적인 존재로 구분지어진

‘기계 속의 사람들’을 주목한다. 그렇다면 작품 초반부에 등장하는 표지판 속의 ‘일단정지’, ‘위험’,

그리고 ‘접근엄금’ 이라는 표식들은 지상 위의 존재들에게 아래로부터 전달되는 경고문일지도 모르

겠다. 감독은 비가시적인 존재들이 거주하는 비-인간(들)의 지점을 사유한다.

조은비(영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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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Island of Shadows the director Jungkeun Kim doesn’t force the spectators into
listed incidents to deliver emotions but visit industrial sites in person. The camera walking
moves smoothly at the beginning of the movie becomes close up images of comfortable
environments.

Producing discussion is by the phenomenons of society, but the artist uses the method
of interviewing workers aged 30-50 who experienced different histories of the shipbuilding
company ‘Hanjin’ located in Youngdo, Busan. In December 2010, there were a protest
started  against the company decided to layoff a huge number of workers by the financial
difficulty. The film focuses on each workers’ faces and voices because it is the only way to
witness the issues created by the capitalized city. The artist starts from the smallest spot to
talk, the face is the smallest part of human that delivers and expresses the truth, the true 
emotion. 

The Island of Shadows is a work of witnessing the power of an organization, so the
voices in film are the voices of witness. From the tears and face expressions of the workers,
the spectators will feel the great power. The atmosphere that cannot be awakened by the
differentiated note, in that fine movements of percussions start and the movie starts. 

This film work Underground is not about people working on the ground but
underground. They are the people named as temporary worker. They repair, polish and make
something with no break. The artist focuses on the invisible existence ‘people in machine’
from the visible world. Then, it is possible the signs ‘stop’, ‘warning’, ‘do not enter’ at the
beginning of the film are the warning toward existences on the ground from the
underground. The artist thinks over the placements of invisibles, the inhuman. 

Jo Eun Bee(Film Critic)

그림자들의 섬

다큐멘터리
98′
2014  

The Island of Shadows

Documentary
9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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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자 팀 
키타가와 타카요시×감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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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Chajja
Kitagawa Takayoshi×Kam Yun-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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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자'팀은 일본 작가 키타가와 타카요시와 한국 작가 감윤경이 만나 시작한 협업 아트콜렉티

브이다. ‘찾자’는 모두가 예술가가 되는 예술적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다. 이 팀은 참여자들이 이번 플

랫폼을 통해 아티스트, 동네 주민, 다양한 전문가의 경계를 넘어 서로 다른 입장, 시선과 감성을 만나

고 일상 속에서 만드는 예술의 의미가 확장되기를 추구한다. 이번 전시에 찾자팀은 시민들의 프로젝

트 참여를 통해 예술적 접근으로 다가선 도시 부산의 일상을 마주하고 있다. 

전시장은 시민들이 편히 쉬면서 즐길 수 있는 열린 카페의 형식을 보이고 있다. 영상을 보고, 부

산 어디에 살고 있는 할머니와 채팅을 하고, 케이크 도안 위에 자신의 생각을 담아 그림을 그리고 게

시판에 부착하기도 한다. 곳곳에 설치한 구조물에는 망원경이 설치되었고 구멍을 통해 보여지는 이미

지, 영상들은 부산시민, 할머니들과 연관된 사진, 소리 등이다. 이렇게 찾자 팀은 관객들이 일상의 공

간으로 연출된 전시장에서 예술을 즐기면서 부산의 모습에 대해 탐구하도록 구성하였다. 

<차차차 프리즘-부산 할머니ver.>은 거리에서 만난 부산 할머니들의 색을 담아 부산시민의 정

체성에 대해 탐구하는 과정을 담은 작업이다. 이 작업은 부산 거리로 나간 찾자팀은 유독 화려한 색의

의상을 좋아하는 부산 할머니들의 개성을 카메라에 담았다. 나비가 본능적으로 꽃의 색에 이끌리듯,

찾자팀이 감각적으로 포착한 색들은 나비를 유혹하기 위한 꽃의 화려함을 닮아 있다. 트렌드한 패션

에 관심이 없는 듯한 할머니들이 더 화려한 색으로 자기만의 개성을 만들어 낸다. 찾자팀은 감각적인

할머니들의 색을, 1000장의 사진을 고속슬라이드 쇼로, 키타가와 타카요시 프로젝트<미케루샤심도

조>의 표현방식을 차용하여 보여준다. <찾자! 챗!(Chat)!> 은 스마트폰 사용 등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생활 방식이 달라진 요즘을 살아내고 있는 부산 노인들과의 소통방법을 고안해냈다. 부산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할머니와 전시장 소파테이블에 놓여진 태블릿pc로 관객들은 채팅을 한다. 할머니는 살고

있는 동네의 꽃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으며 관객과 일상의 언어로 대화를 시도하였다. 이 작업으로 소

통의 장은 미술관 내에서의 미술관 밖 부산 할머니의 집으로 장소가 확장되었다.

이번 작품은 도시사회가 개발의 속도를 늦추고 정체성을 찾아야하는 것만큼 궁극적으로 부산,

일상의 장소에서의 사람들의 계급 간, 세대 간의 소통 의미를 중요시해야 함을 알려준다. 시시각각 빠

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움직임 속에서도 도시의 사람들은 일상으로 스며든 예술을 만나 무뎌진 감각을

일깨우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찾자! 챗

영상
가변크기
2016   

Chajja! Chat

Media installation
Dimensions variabl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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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am Chajja is an art collective group that was created by a Japanese artist
Kitagaya Takayoshi with Korean artist Yun-kyung Kam. The team is gathered under the
intention of ‘anyone can be artist’. It pursues the expansion of the meaning of art made in
daily life by meeting various people from towns and interact, understand each others’
positions through this platform. This exhibition, the team faces the daily life of Busan in artistic
approaches by participations of citizens. 

The museum space becomes a rest area for citizens to enjoy in many ways. They watch
film, chat with an elderly lady who lives in Busan, draw their ideas on a cake sketch and post
them on a bulletin board. There are several telescopes placed to see images and films of
citizen, the elderly lady of Busan. Through the process, the team leads the viewers to explore
and enjoy Busan with produced daily space. 

ChaChaCha Prism-Busan Halmunie (an elderly woman) Ver. is a work that embodies
the colors of Busan Halmunie and researches the identity of Busan citizen. In this work, the
team captures elderly ladies with colorful outfits on streets of Busan. These ladies look like
they don’t follow the trend much, but create their own uniquenesses with glamorous colors.
These colors are presented as high speed slide show of one thousand pictures which the
method borrowed from the project Discover, Photograph, Place of Kitagaya Takayoshi.
‘Chajja! Chat!’ was devised from these two young artists who tried to find the communication
method with the elderly Busan people who were living in the changed lifestyle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such as the use of a smartphone. The spectators have chat with
an elderly lady who lives in some place in Busan through a tablet that is placed on a tea table
in the museum space. The lady sends pictures of flower from her town, and communicates
with the spectators in daily language. Through the work, the place of communication has
expanded from the inside of the museum to the outside, the house of the lady. 

This suggests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s between generations in daily spaces
in Busan along with finding the identity of the city and loosen the development of urban
society. The citizens meet and experience the art faded into daily life in progressively changing
cities.



감윤경 Kam Yun-kyung

A PIECE OF CAKE

싱글채널비디오
5'
2015-2016   

A PIECE OF CAKE

Single channel video
5'
2015-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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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IECE OF CAKE> Serise

드로잉영상설치, 혼합재료사진촬영-디지털프린트
가변크기
2015-2016   

<A PIECE OF CAKE> Serise

Drawing video installation, mixed media, 
photograph-digital print
Dimensions variable
2015-2016 

감윤경 작가는 일상과 예술의 경계에 관심을 가진다. 작가의 프로젝트<달콤한 케이크>는 시민

참여형 아트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를 기획한 감윤경 작가는 케이크 만드는 것을 매개로 도시의

시민들을 만났다. 프로젝트는 놀이와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케이크를 꾸미고 그 케이크 조각을 나눠

먹으면서 차 한잔하는 여유와 재미를 추구하는 과정을 가진다. 이는 일상 속에서 제안하는 예술적

접근으로 그 모든 과정은 시민과 예술이 만나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작가는 일상과

예술의 경계는 무엇인지 사회에서  예술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계속하여

여러 도시를 다니며 진행하고 있다. <달콤한 무지개>시리즈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된다. 영상

설치작품으로 원기둥 모양의 모형 케이크 위에 지역 아이들의 염원을 담은 소박한 그림들이 다양하게

비춰진다. 또 다른 비디오 영상은 부산 사하구 무지개 공단의 노동자들과 지역민들과의 프로젝트

과정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보여준다.

The artist Kam Yun-kyung is interested on the boundary of the ordinary life and the
art. Kam wants to discuss with people about the position of the art in the ordinary life while
sharing the cake that she decorated and completed with them. As a result of this, <A PIECE
OF CAKE> has made through the collaborative public art project at Busan Hong-ti Art
Center in 2015. The featuring video in this exhibition is the documentary work that the
artist included the story of Busan citizens that she met through the project <A PIECE OF
CAKE>. The Busan citizens, or participants of the project, engage with fun while decorating
and sharing the cake based on the game and the conversation that the artist prepared. This
is the artistic approach that is suggested in the ordinary life, all of the process becomes
the place of communication where the people and the art merge. The artist still meets
people through various collaborative experiments while keeps questioning about what is
the role of the good artist or the art cu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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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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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Yun-sun



자본주의는 공간을 지배하고 부의 축적과 그것의 보호가 최대의 정치적 이슈이며 도시민들은 그것을

동경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과정 속에서 도시는 필연적으로 폭력과 관계한다. 파괴된 도시 공간

속에서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린 사람들을 우리는 그 동안 너무도 많이 목격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옥상과 같은 삶과 죽음이 한 끗 차이인 극단적인 장소로 내몰려 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대포와 같은

흉기에 맞서 거리에서 투쟁해 왔는지 우리는 도시, 그 비극적인 공간을 경험해왔다. <도시 그 욕망의 계보학

‘Dienamic-K’>는 이러한 네러티브를 담고 있다. 그리고 혁명가 레닌처럼 질문을 던진다.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할것인가’. 지금 세계 곳곳에서 도시화 즉 자본주의의 병폐에 대한 저항이 운동처럼 일어나고

있다. 즉 우리 일상의 문제가 정치적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우리 도시민들이 도시의 주체

로써 도시 문제를 극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회복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반성과 사유의 시간을 이 예술 작업을

통해 함께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작가노트-

Capitalism dominates the space and the accumulation of the wealth and its protection is the

biggest political issue and the citizens are yearning for it. However, paradoxically in this process,

the city inevitably gets related with violence. We have seen so many scenes of people who forced

out on the street within the destroyed urban space. We have seen how people were fought on

the street while confronting a weapon like a water cannon in the city, or a tragic space. <The City,

Genealogy of That Desire ‘Die-namic-K’> shows this kind of narrative and throws a question like

Lenin, a revolutionist. ‘What to do’ and ‘who will do.’ In many of parts of the world, the resistance

against the maladies of capitalism or the urbanization is occurring like the movement. In other

words, this artwork would provide the chance to consider the time of reflection and contemplation

on how we, the citizens as the subjectivity of the city could overcome these urban matters and

recover to the humanistic life in the reality where our daily matters become spread as the political

movement. 

–From the artist’s note-

도시,그욕망의계보학 ‘Die-namic-K’

비디오, 혼합재료
가변크기
2016   

The City, Genealogy of the Desire 
‘Die-namic-K’

Video media installaton
Dimension variabl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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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선의 <도시, 그 욕망의 계보학 ‘Die-namic-K’>는 다른 단위들의 이야기가 모여 스펙

터클한 하나의 대형 작업으로 구현되었다. 최근 정윤선은 현장설치와 폐기가 용이한 오브제

(종이박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이것으로 작품은 현장에서의

생성의미를 보여주며 더 이상 영속성을 갖는 작품을 배출하는 장이 아님을 확인시켜주었다. 

더군다나 이 작품의 주요 테마를 이루는 영상작업들은 2016년 말 대한민국, 부산의 격동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문맥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였다. 이로써 반제도적인 제스처로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는 동시에 미술관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작가는 설치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거대한 작품을 이루어냈다. ‘Die-namic-K’ 부산시의

슬로건인 ‘다이나믹(Dynamic) 부산’을 풍자하듯 ‘죽음’을 뜻하는 ‘Die-namic’이라는 글자가 크게

배치되어 있다. 작업 곳곳에 보이는 2미터가 훨씬 넘는 익명의 검은 양복 군상은 어두운 음모,

권력, 기득권층을 의미하고 있다. 이들은 군상으로, 개인의 독자적인 압도적으로 우리를 감시하며

전시장을 메운다. 그 사이 미디어로 보이는 작품은 2016년 가장 뜨거웠던 촛불시위의 현장을 담고

있다. 영상 속 부산 서면에서 일었던 집회현장은 전시기간 내 생생하게 존재하였고 전시가 끝날

때쯤에는 대통령탄핵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사회현상이 일어났다. 

해운대 엘시티 비리사건을 담은 미디어설치작업에서는 그녀가 2006년 부산비엔날레에서

퍼포먼스에서 보였던 포크레인 장난감이 다시 등장한다. 모래더미와 함께 설치된 포크레인 장난

감은 도시개발 및 정비를 부추기는 기업주의적 도시정부의 등장과 함께 한다. 이는 자본증식을

위한 정책을 주무르는 권력자들의 소꿉장난처럼 쉽게 여겨지는 듯 보인다.

거대한 구조물을 중심으로 사이사이 위치한 사건들은 결국 도시사회의 구조가 되고 대한

민국이 되는 것이다. 도시는 인간은 시위하고, 비판하고, 감시하는 거대한 올가미에 빠져 있음과

탈출하려는 의지들로 얽혀있다. 뜨거웠던 광장정치의 열기와 충격을 주었던 사회비리 사건들은

이제 우리에겐 과거가 되어 현실에서 청산할 과제로 남았다. 사회는 이렇게 변화하고 과거가

되어 역사로 남는 것이다. 

전시장 내에서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며 존재했던 작품은 작가에 의해 사라져버렸다. 작가

정윤선에게 작품이라는 개념은 완성된 물성의 개념이 아니라 창조적인 작업부터 폐기까지 그

전체의 과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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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ity, Genealogy of the Desire ‘Die-namic-K’>, the artist gathers different
levels of stories and makes a spectacular installation. Recently, the artist uses disposable
paper boxes and creates installation works directly in displaying spaces. This performative
processes of installation designate that the art works are not necessarily permanent. The
film works show main theme of the installation reflect the context of the society changing
dramatically in Korea since late 2016. By this work, the artist exhibits in the museum space
but rejects the museum system. 

The huge figures of men with suits over two meter tall represent the dark power
of conspiracy of establishments and are installed everywhere. This large group of figures
overpowers the spectators. In the middle of the installation, a film shows the scene of protest
in 2016 and ends with the historic moment of re-voting the president of Korea. 

Anther media installation work contains the corruption scandal of LCT and installed toy
forklift that the artist was using in the performance work in Busan biennial 2006. This is a
metaphor of city centered government considers changing policies for established power as
toy playing. 

Each elements are composed in this huge installation become the structures of urban
society of Korea, and the wills of people demonstrate, criticize, and watch to escape from
the system. 

In the museum space, the art work is disappeared by the artist now. To the artist, the
art work is not just a complete object, but it is the process itself of creating and destro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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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영자씨_시나리오

비디오
23' 28"
2013   

Our Lady Vengeance_Scenario

Video
23' 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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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아는 사람들

비디오
12' 32"

2012   

Landmarkers

Video
12' 3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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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영자씨>는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촬영장소인 부산 진구 개금2동에서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작업이 시작되었다. 주민들의 영화에 대한 기억은 유명한 영화의 기승전결이나

배우보다 그 영화의 촬영장소가 바로 ‘우리 동네’, ‘우리 집’ 앞이었다는 어떤 자부심 같은 것들을 생성

해냈다. 작가는 동네 주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장면을 토대로 『친절한 영자씨』라는 새로운 시나리오

작업을 전개하였다. 여러 계절에 걸쳐 같은 장면을 촬영하고, 기억에 의한 구술을 다시 쌓아 올리는

형식으로 영상을 이루었다. 

도시의 원 주거지에서 사는 사람들은 도시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던 대상이자 뿌리이다. 특히

동일 ‘장소’의 ‘공존’의 의미는 도시가 가지는 여러 가지 결핍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

진다. 도시 질서를 이루기에는 대립되는 다양한 충돌을 인정하고 이들이 공존해야 한다. 또한 장소가

지닌 역사성과 기억은 보이는 것 이상의 가치 있는 도시의 정신이 될 수 있다. <친절한 영자씨>는 도시

주민들이 거주장소에서 찍었던 영화를 패러디하면서 그들이 직접 보았던 영화촬영 현장에 대한 기억

에만 의존해 영화를 재구성하였다. 이로써 주민들이 기존영화를 실재하는 삶(real)으로 치환, 대상화

하고 재의미화를 이루어내는 과정이 담겨지게 되었다. 

작가는 박찬욱 감독의 <친절한 금자씨>가 가지는 스토리와 제공된 이미지들이 지역주민들에

의해 재촬영되는 과정을 주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새로운 맥락의 스토리와 등장인물들은

차용되고 재배열, 재구성되었고 작가는 이 과정을 탐구하였다. 관객은 그렇게 탄생된 작품 <친절한

영자씨>로 공동체에 대한 기존의 시선을 즐거운 에피소드로 보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맥락의 공동체

탄생을 바라보게 된다. 영상에서 주민들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공동체로

인식하며 영화라는 허구의 몸짓과 언어와 지신들의 기억을 공유하고 재생산되는 과정을 즐긴다. 각자의

역할과 행위를 발산하면서 형성되는 관계망이 <친절한 영자씨>로 탄생된 것이다.

작품 <땅을 아는 사람들>에서는 부동산 중계인, 수맥전문가, 도시농부, 땅부자, 향토사학자들이

등장하여 각자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경제적, 문화적 지위와 관심사의 차이를 불문하고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모이게 된 사람들이 각자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땅’의 의미는 사람들에 의해 형성, 변화

하는 개념이 된다. 

친절한 영자씨

비디오
12' 44"
2013   

Our Lady Vengeance

Video
12' 4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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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k Our Lady Vengeance has begun from the interview of the residents of
Jin-gu Gaegeum 2-dong area in Busan, where once had been the shooting place for the
movie ‘Sympathy for Lady Vengeance’. For them, the memory about the movie was not on
how great the movie or the actor was but on some kind of confidence that the movie was
shoot in ‘our village’, or in front of ‘our house’. Based on the scenes that are in the residents’
memories, the artist has created the new scenario of 『Our Lady Vengeance』and filmed the
same scenes over the seasons therefore has completed the type of video that keeps piling
up the dictations based on their memories.

The local citizens are the identity of the city. The meanings of ‘location’ and ‘coexistence’
that city becomes the remedy to lacking problems. They need to admit that the various
impacts are caused by building the cities, ordering and living together. The historicity and
memory of a location may prove the value of the city. Our Lady Vengeance is a reproduced
parody film of existing movie by local people with their own interpretation of the original film
based on the experiences of the movie set. It is the process of objectification of reality from
movie.

Based on the scenes those are in the residents’ memories, the artist has created the
new scenario of Our Lady Vengeance and filmed the same scenes over the seasons therefore
has completed the type of video that keeps piling up the dictations based on their memories.
The viewers experience the existing view toward community as a joyful episode  and witness
the birth of group with new context. The local people, the viewers recognize the relation of
people as a group achieving one project, and enjoy the process of reproducing and share
their memories of fictional language of the movie. The formed network by acting rebirth as
Our Lady Vengeance.

Another film work of the artist People know land tells the opinions of each specialists
of real estate agent, water diviner, city farmer, land owner, native historian. Despite the
difference of individual circumstances of cultural and financial backgrounds, they gathered
with one purpose of the ‘land’ and show each point of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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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pectrum 2012, Leeum, Samsung Museum of Art, Seoul, Korea   
and more

Residencies
2016-2017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Paris, France (Supported by Samsung Foundation of Culture)  
2015-2016   Le Pavillon Neuflize OBC Research Lab, Palais de Tokyo, Paris, France
2012-2013   SeMA NANJI Residency, Seoul, Korea (Run by Seoul Museum of Art)
2011-2012   Künstlerhaus Bethanien, Berlin, Germany (Supported by Arts Council Korea) 
2011              Space Studio Residency at Arlington House, London, UK 
2010-2011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Paris, France 

Awards
2015   Young Artist of the Year Award,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orea
2010   Finalist, Future Map Prize, 176/Zabludowicz Collection &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London, UK
2010   The British Institution Award, Royal Academy of Arts, UK

and more

Kim Ayoung



기획전, 단체전(그룹전)

2016  아트 레지던시 페스티벌 인 전북, 익산 예술의 전당, 익산, 한국                                           

입주작가 결과보고전-크로스 앤 커넥트, 오픈스페이스 배, 부산, 한국

2015  Baltimore LED Art Board, 1713 Amuskai Rd, Baltimore, MD

MICA Thesis Show, Fox 3 Gallery, MICA, Baltimore, MD

2014   Maybe For Sure, Leidy & Riggs Gallery, MICA, Baltimore, MD

M.F.A First Year Juried Show, Leidy & Riggs Gallery, MICA, Baltimore, MD

레지던시

2016   오픈스페이스 배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 부산, 한국

기타

2013   스톤앤워터 전시 지원 작가 선정, 경기, 한국

Group Exhibitions
2016   RE The 2nd Art Residency Festival in Jeonbuk, Iksan, Korea

Open to You-Cross & Connect, Openspace Bae, Busan, Korea
2015   Baltimore LED Art Billboard Featured Artist, 1713 Amuskai, Baltimore, MD

MICA Graduate Show, Fox 3 Gallery, MICA, Baltimore, MD
2014   Maybe For Sure, Leidy & Riggs Gallery, MICA, Baltimore, MD

M.F.A First Year Juried Show, Leidy & Riggs Gallery, MICA, Baltimore, MD

Residencies
2016   Openspace Bae International Artist-in-Residence program, Busan, Korea

ETC
2013   Selected Exhibition supported by Stone & Water with Art Council Korea, Korea

기획전, 단체전(그룹전)

2014   런던한국문화원상영

2013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전 및 울뉴미디어 페스티벌

2009   폴란드국립미술관 미디어아트비엔날레

2008   아르헨티나국립미술관 상영

2007   독일 오스나브릭 유러피언미디어아트페스티벌 및 함부르크 국제단편영화제 참가 등의 국제적 활동

수상

2011   부산청년미술상

2006   일본전국예술대학영상제 “바카자“그랑프리 

서울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 상상마당상

변재규

Group Exhibitions
2014   His film is invited London’ Korean Cultural Centre UK
2013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2009   MEDIA ART BIENNALE National museum in WROCŁAW, Poland
2008   Museo Nacional de Bellas Artes, MNBA, Argentina
2007  European media art festival, Hambur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n Germany

Awards
2011  Busan Young Artist Award
2006  the best award of work in BACA-JA 

KT&G award in Experimental Film Video Festival in Seoul

Byun Jae-kyu

학력

2009   영국 글라스고 예술대학 석사 졸업

2006   호주 RMIT 대학교 미디어아트 (순수미술) 과 학사 졸업

개인전

2015   "호수 긁는 사람들", 스페이스 원, 서울

2014   "우리에서 우리", 신도문화공간, 서울

2013   "친절한 영자씨", 인사미술공간, 서울

2011   "흥신소, 꿀풀", 서울 

기획전, 단체전(그룹전)

2016   "누구의 것도 아닌 공간", 아마도 예술공간, 서울

2015   "창조하는자, 공감하는 자, 아라리오뮤지엄_탑동바이크샵, 제주- "소리공동체", 아르코 미술관, 서울 

"인트로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애뉴얼날레", 아마도 예술공간, 서울2014 미술을 위한 캐비넷, 아르코 미술관, 서울

2014   "81-33-44", choi&lager프로젝트 살롱, 파리

"Caesura", 글라스고 인터네셔널, 글라스고 

2013   "서울성곽", 동대문문화공원, 서울시, 서울 

2012   "군산리포트", 아트스페이스풀, 서울 

2011   "Global cities and Citystories", CasaAsia, 바르셀로나

"Our viewpoints", akibatamabi21 (3331 arts chiyoda), 도쿄

"익숙한 도시 낯선풍경", 신세계 갤러리_센텀, 부산  

"거시기", 광주쿤스트할레, 광주 

"발굴의 금지", 아트스페이스 풀, 서울

외 다수 

백현주

Education
2009   MFA Glasgow School of Art, Glasgow, UK
2006   BFA RMIT University, Melbourne, Australia

Solo Exhibitions
2015   "Lake Scratchers", Space One, Seoul 
2014   "we; within us", Sindo space, Seoul 
2013   "Our Lady Vengeance", Insa art space, Seoul 
2011   "The Agency", Ggul pool, Seoul 

Group Exhibitions
2016   "nobody’s space", Amado Art Space, Seoul
2015   "Creative and empathist", Arario Museum_topdongbikeshop, Jeju

"Sound of Community", Arko Museum, Seoul
"INTRO",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_Seoul
"Annual-nale", Amado art/lab, Seoul2014 cabinet of exhibition, Arko Museum, Seoul

2014   "82-33-44", Choi&Lager Project salon, Paris
"Caesura", Reid Gallery, Glasgow  (Glasgow International commision)

2013   "Inner and outer Seoul_project" , Dongdaemun History & Culture Park by City of Seoul, Seoul
2012   "Gunsan Report", Art space pool, Seoul
2011   "Global cities and Citystories", CasaAsia, Barcelona

"Our viewpoints", akibatamabi21 (3331 arts chiyoda), Tokyo
"Familiar city unfamiliar place", Shinsegae Gellery centum, Busan 
"DINGSDABUMSDA WHATCHAMACALLIT", Gwangju Kunsthalle, Gwangju
"No excavation", Art space Pool, Seoul  
and more

Heaven Baek



개인전

2016   “그 순간”, 뽕뽕브릿지

201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공간 힘

“법과 정의의 가능성”, 공간화랑

2014   “( )의 깃발”, B홀

2013   “라이브 페인팅”, 부산대 아트센터

2012   “생명연습”, 오픈 스페이스 배

2010   “황색신문”, 대안공간 반디

기획전, 단체전(그룹전)

2016   “그들은 너무도 사랑했다, 추적자”, 통의동 보안여관

“발설과 행간”, 부산 시립미술관 용두산

2015   “이불한장 프로젝트”, 공간 힘, 해방 공간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아무도 모른다”, 인사미술공간  

2014   “하정웅 청년 작가 초대전 빛”, 광주시립미술관 

“옥상의 정치”, 전국 5곳 _ 부산 공간

2013   “일상의 정치”, 대전 창작 센터

2012   제 9회 부산 국제 비디오 페스티발  

“local to loca”, 대만 관뚜 미술관

“폐허 프로젝트”, 경남 도립미술관

2011   “가짜 전시”, 175갤러리 

2010   7회 부산 국제 비디오 페스티발, 반디 

2009   “악동들_ 지금 여기”, 경기도미술관

31회 중앙 미술 대전, 예술의 전당

서평주

Solo Exhibitions
2016   “Augenblick”, bbongbbongbridge
2015   “The Hibiscus flowers bloomed”, spaceheem

“Laws and the possibility of justice”, gonggan gallery
2014   “Flags of the ( )”, B hall, Pusan
2013   “live p(f)aint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Art center 
2012   “Life Practice”, openspace bae
2010   “Yellow press”,   Alternative space bandee

Group Exhibitions
2016   “Chaser; they seriously loved”, Space Bosan

“Divulge and Spacing”, yongdusan , musan art  museum
2015   “one blanket project ”, space haebang Seoul international newmedia festival, gong, seoul

“No one knows”, insa artcenter
2014   “Lite 2014”, gwangju art museum

“Politics of the roof”, space heem with five regions in korea
2013   “Politics of everyday”, Daejeon Creative Center 
2012    9th   Busan International Video Festival , Busan Museum of art

“Ruins project”, Gyeongnam Museum of Art
2011   “Fake Exhibition” 175 Gallery, seoul
2009   “Bad boys_Now, here”, Gyeonggi Museum

31th Joongang finearts prize, seoul art center

Seo Pyoung-joo

개인전

2011   “서울, 침묵의 풍경 II“ Seoul, A Landscape of silence, 성곡미술관

2008   “서울, 침묵의 풍경“ 청계 창작스튜디오갤러리 

“The Gleams and Glimmers of Seoul”, 175 갤러리 

2006   “서울을 보다” 가나아트 수상전, 인사아트센타 

2004   “길에서 본 풍경”. 일주아트하우스 

안세권

Solo Exhibitions
2016   “Augenblick”, bbongbbongbridge
2015   “The Hibiscus flowers bloomed”, spaceheem

“Laws and the possibility of justice”, gonggan gallery
2014   “Flags of the ( )”, B hall, Pusan
2013   “live p(f)aint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Art center 
2012   “Life Practice”, openspace bae
2010   “Yellow press”,   Alternative space bandee

Ahn Se-kweon

레지던시

2016   가스웍스 레지던시, 런던 

2015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고양

2014   마에바시 시립 미술관 레지던스 초정작가, 마에바시 

2013   SIM (아이슬란드 시각 예술 협회), 레지던시, 레이크야빅

AYAF (Arko Young Artist Frontier) 선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 

2012   승선레지던시, 부산문화재단, 부산 

2011   앙가 레지던시, 바르셀로나, 스페인 

꿀풀 스튜디오 작가, 서울

2010   금천예술공장 입주작가, 서울 

기타

2013   신도리코 작가 지원 선정, 서울 

2012   해외 레지던시 지원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

Residencies
2016   Gasworks residency, London
2015   MMCA Goyang residency, Goyang
2014   Arts Maebashi artist in Residency, Maebashi 
2013   SIM (The Association of Icelandic Visual Artists) residency, Reykjavik

AYAF (Arko Young Artist Frontier) selected artist, art council Korea, Seoul 
2012   Artist on board stipend, Busan Art and culture foundation, Busan 
2011   Hangar Artistas Residentes, Barcelona 

Ggool pool studio artist, Seoul 
2010   Seoul Art Space - Geumchun, residency artist, Seoul 
2009   Ssamzie nongbu Artist Residency, Hong Chun

ETC
2013   Sindoh Artist support Award, Seoul
2012   Stipend awarded for international artist in residency, Art council of Korea, Seoul



기획전, 단체전(그룹전)

2016   한국현대사진전,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스트라스부르그, 프랑스

2015   집의 귀환,  국민대 박물관. 

베니스비엔날래 국제 건축전, 오감도 귀국전, 아르코미술관

2014   비디오빈티지, 로마국립현대미술관, 로마, 이탈리아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한국관(Giardini di Castello, Venezia)

달의변주곡 (백남준아트센타/용인)

아파트 인생 (서울역사박물관/서울)

한국, 필란드 미디어아트전 “건너편의시선”, 문신미술관, 서울 

Day and Night in Seoul,  K11미술관, 상해, 중국 

강북의 달, 북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3   미술관속사진페스티벌 - 사진과 도시 (경남도립미술관)

비디오 빈티지 1963~83, 미래는 지금이다! 국립현대미술관 

Re Photography 24인전, 블루스퀘어 NeMo갤러리

무브온 아시아의비디오아트, ZKM 미디어아트센타

Photoscape 세상을 향한 눈, 인터알리아 아트컴퍼니

2012   서울사진축제, “천개의 마을, 천개의기억” 서울시립미술관 

“끝나지 않은 여행”, 미술원15주년 기념전, 카이스갤러리

“질주와 침묵”, CMB567&안세권전, 블루스퀘어 nemo갤러리 

“서울에서 살으렵니다”, 한미사진미술관 

전지적 작가시점, 잔다리 갤러리

오래된 미래2, 건축의 한계선, 문화역 서울 284

2011   “코리안 랩소디”, 역사와 기억의 몽타주, 삼성 미술관 리움, 서울 

Group Exhibitions
2016   Korean Contemporary Photography Exhibition,  Korea France relations 130th anniversary, Strasbourg, France
2015   Return of the House,  Kookmin University Museum

Venice biennale International architecture exhibition, Ogamdo Homecoming Exhibition, Arko Art Center
2014   Video Vintage, National Gallery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Rome, Italia

Venice biennale International architecture exhibition, Korean pavilion (Giardini di Castello, Venezia)
Variation of the Moon, Namjune Paik Art Center, Yongin
Apartment Life, Seoul Museum of History, Seoul
Korea, Finland, Media Art Exhibition “View from across”, Moonshin Museum, Seoul
Day and Night in Seoul, K11 Museum, Shanghai, China
The Moon of Gangbook, Buk Seoul Museum of Art, Seoul

2013   Photography in Museum Festival - Photography and City, Gyeongnam Art Museum
Video Vintage 1963-83, The future is Now!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Re Photography 24 Artist Exhibition, Blue Square NeMo Gallery
Move on Asia Video Art, ZKM Media Art Center

2012   Seoul Photography Festival ,  “The thousand towns, the thousand memories” Seoul Museum of Art
“The ongoing trip”, 15th anniversary exhibition,  Cais Gallery
“Speed and Silence”,  CMB567 & Ahn Se-kwon, Blue Square NeMo Gallery
“I will live in Seoul”,  The Museum of Photography Seoul
Omniscient viewpoint, Zandari Gallery
The Old Future2, The Limit line of Architecture, Culture Station Seoul 284

2011  “Korean Rhapsody”,  Montage of the history and memory,  Leeum Samsung Museum of Art, Seoul

개인전

2016   “가지치기; 같이 지치기”, 부산 프랑스문화원 아트스페이스, 부산

2014   “기록의 진실성 ”, Gallery Fine, 부산

기획전, 단체전(그룹전)

2016   “지역신진작가지원 멘토링展”, 신세계갤러리. 센텀시티

“이종교배:지역으로부터 정치”, 오픈스페이스 배 부산, 

아트포럼 리, 부천, 아트창고, 제주

“On Going Project”, 킴스아트필드미술관. 부산

2015   아티스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참여작가展 “Diplopia” 오픈스페이스 배. 부산

“For the Report”, 부산진구청 백양홀. 부산

2014   부산시립미술관 인턴 수료전 “Less is More”, 

부산시립미술관 금련산 갤러리 부산 “갊을 품은 삶”, 미부아트센터. 부산

“Light | Site | Text | Concept | Green | Blind”, 부산시민공원 미로전시실, 부산

Art Connection Exhibition, ART in NATURE, 부산

“시각의 항해”, 갤러리 팔레 드 서울, 서울

레지던시

2016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입주작가, 부산

기타 [상영]

2016   “29.97 Media Art Screening”, 영화의전당 인디플러스, 부산

EXBK 2016 부산-“교토 영상교류전”, 15feet Under, 부산

임봉호

Solo Exhibitions
2016   “Pruning; As tiring”, ART SPACE - Alliance Française, Busan
2014   “Truth of the Recording”, Gallery Fine, Busan

Group Exhibitions
2016   “Mentoring”, Shinsegae Gallery Centum City, Busan

“Interbreeding: From local politics”, Open space Bae, Busan
Art forum Rhee, Bucheon, Art Storage, Jeju
“On Going Project”,  Kim’s Art Field Museum, Busan

2015   Artist Incubating Program Exhibition “Diplopia”, Open space Bae, Busan
“For the Report”, Baeg-yang Hall in Busanjin-gu Office, Busan

2014   “Less is More”, Busan Museum of Art Geumnyeonsan Gallery, Busan
“Et Le Travail Devient Vie”, MIBOO Art Center, Busan
“Light | Site | Text | Concept | Green | Blind”, MiroGallery in Busan Citizen Park, Busan
“Art Connection Exhibition”, ART in NATURE, Busan
“VISION’S VOYAGE”, Gallery Palais de Seoul, Seoul

Residencies
2016   Historic Downtown Creation Space Totatoga, Busan

ETC [Screening]
2016   “29.97 Media Art Screening”, Busan Cinema Center Indie Plus, Busan

EX-BK 2016 Busan-“Kyoto Video Party”, 15feet Under, Busan

Lim Bong-ho



학력

2012-2014   런던 골드스미스대학 순수예술 대학원 졸업 

2011-2012   런던 골드스미스대학 인문 사회과학 디플로마 졸업

1999-2002   부산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대학원 졸업

1995-1999   부산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조소과 졸업

개인전

2016   “커먼토피아”, 공간 힘, 부산, 한국

2015   스튜디오 # 203 프로젝트 – “흐름 속의 단기 기억, 트레져 힐 아티스트 빌리지”, 타이페이, 대만

“위험 커뮤니케이션”, 킴스 아트필드 미술관, 부산, 한국

“정 컬렉션”, 아트룸 오카피, 베를린, 독일

2014   “다른 나라에서”, 오픈스페이스배, 부산, 한국 

나의 도시-파트 2 “헤테로토피아”, 바이너 스트릿 갤러리, 런던, 영국 

2009   “그 시절 –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크래프트 스토리, 부산, 한국 

2008   의식의 진화 –“또 다른 경계의 혼돈의 패턴”, 프랑스문화원, 부산, 한국 

2007   세상의 경계에서 외치다 –“나는 행복해요”, 공간 갤러리, 부산, 한국 

2006   포트폴리오, 프랑스문화원, 부산, 한국

2005   “계란한판”, 대안공간 반디, 부산, 한국

2003   “나는 천성을 되새김질한다”, 아트인오리, 부산, 한국

탁트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 베를린, 독일

기획전, 단체전(그룹전)

2016   “자원의 행위”, 익산 예술의 전당, 익산, 한국

“물의 해방”, 익산 창작 스튜디오, 익산, 한국

오픈스페이스 배 이관전 “/odysseia” + 2015년 교환작가 귀국 아카이브 전 

“Weaving the world”, 오픈스페이스배, 부산, 한국

2015   아티스트 토크 엣 이티앳티, “하가이”, 타이페이, 타이완

루프탑 토크, “타이페이 아티스트 빌리지”, 타이페이, 타이완

아트 부산 –“아트 악센트 2015”, 벡스코, 부산, 한국

“인터스페이스”, 킴스아트필드 미술관, 부산, 한국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공간 예술 타피어, 베를린, 독일

2014   어포더블 아트페어 –“가을 컬렉션 2014”, 벡터 시 파크, 런던, 영국

“너는 여기에 프로젝트”, 킹스게이트 갤러리, 런던, 영국

스튜던트 어워드 전시 2014, 콜리어 브리스토우 갤러리, 런던, 영국

외 기획전, 그룹전, 이벤트,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100회 이상의 전시회 참가.  

레지던시

2016   익산 창작 스튜디오, 익사, 한국

2015   타이페이 아티스트 빌리지, 타이페이, 대만

탁트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 베를린, 독일

2013   라 프라구아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 벨라카잘, 스페인

까막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 마네이 쉬르 센느, 프랑스

기타 [전속계약]

2007~2012 카프리스 혼 갤러리, 베를린, 독일  

Solo Exhibitions

Sep. 2012 ~ Sep. 2014   MFA fine art,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UK

Sep. 2011 – Jun. 2012   Graduate Diploma in Humanities & Social Sciences,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UK

Mar. 1999 – Feb. 2002   MA in college of art, Dong-a University, Busan, South Korea 

Mar. 1995 – Feb. 1999   BA in Sculpture of art, Dong-a University, Busan, South Korea.

Solo Exhibitions

2016   “Common-topia”, Space Heem, Busan, South Korea

2015   The Studio #203 project –“short term memory in the flow”, Treasure Hill Artist village, Taipei, Taiwan

“Risk Communication”, KIMS ART FIELD MUSEUM, Busan, South Korea

“Jung Collection”, Kunstraum Okapi, Berlin, Germany

2014   “In the other countries”, Openspace Bae,Bunsan, South Korea

My City part 2 – “Heterotopia“, Vyner Street Gallery, London, UK

2009   “The Period – The war is still going on“, Craftstory, Busan, South Korea

2008   The evolution of consciousness -“#1 the pattern of chaos ‘another a border line’, France council”, Busan, South Korea

2007   Crying at the boundary of the world - “I am happy”, Kong Kan gallery, Busan, South Korea

2006   Portfolio - invited solo exhibition, France council, Busan, South Korea

2005   “A basket of eggs”, Space ban-dee, Busan, South Korea

2003   “Na – I nature ruminate”, Art in ori museum, Busan, South Korea

Group Exhibitions

2016   “The Act of Resources”, Iksan Arts Center, Iksan, South Korea

“Liberation of Water 2”, Iksan Creation Center, Iksan, South Korea

“Odysseia” + “Weaving the World”, Openspace Bae, Busan, South Korea

2015   Artist Talk at ET@T, “HAGAI”, Taipei, Taiwan

Rooftop talks, “Taipei Artist Village”, Taipei, Taiwan

ART BUSAN - “ART ACCENT 2015”, BEXCO, Busan, South Korea

“Interspace”, KIMS ART FIELD MUSEUM, Busan, South Korea

“What the eyes don't see”, Kunstraum Tapir, Berlin, Germany

2014   Affordable Art Fair –“Autumn Collection 2014”,Batter Sea Park, London, UK

“You are here’ Project”, Kingsgate Gallery, London, UK

Student Award &Exhibition 2014/ Collyer Bristow Gallery, London, UK

Above this, Yunsun Jung has had more than 100 times of exhibitions; invited group- shows, events, projects, etc. 

Residencies

2016   Iksan Creation Center, Iksan, South Korea

2015   Taipei Artist Village, Taipei, Taiwan

Takt Residency Program, Berlin, Germany

2013   La fragua residency program, Belalcazar, Spain

CAMAC residency program, Marnay-sur-Seine, France

정윤선 Jung Yun-sun



학력

1992   Prof. Arno Jansen 밑에서 마이스터 학위를 취득

1990   독일 쾰른대학교 자유예술대학 사진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 

1984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3년 중퇴 

개인전

2016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아우슈비츠평화박물관, 시라카와, 일본

2014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리츠메이칸국제평화박물관, 교토, 일본

2013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가노 무언관, 나가노/ 사키마미술관, 오키나와/ 세션하우스, 도쿄/ 

마루키미술관, 사이따마/ 미나미소마 도서관, 미나미소마, 일본

2012   “빼앗긴들에도봄은오는가”, 평화박물관, 서울, 한국

2010   “경기전”, 가나자와 21세기미술관-시민갤러리, 가나자와, 일본

2008   “불안, 불-안”, 아트선재센터, 서울, 한국

2004   “서쪽바다”, 한미사진미술관, 서울, 한국

2001   “혜생원”, 십일구갤러리, 서울, 한국

1999   “땅의 소리”, 금산갤러리, 서울, 한국

1994   “빛으로 받은 유산”, 샘터화랑, 서울, 한국

1993   “모놀로그”, 갤러리아미술관, 서울, 한국

1992   “마이스터 학위 청구전”, 쾰른, 독일

1991   “사람/거리/광장” ,파브릭 헤더 갤러리, 클레펠트, 독일

1989   “포토포럼 슈발츠번트”, 빌레펠트, 독일

1988   “모나트 데어 포토그라피”, 클레브랜드, 독일

1984   “정주하사진전”, 출판문화회관, 서울, 한국

기획전, 단체전(그룹전)

2016   “부산 참견록”, 프랑스 국제 교류센타, 파리, 프랑스

“욕망의 메트로폴리스”,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한국

2015   “한국과 오키나와 사진 교류전”, 사키마미술관, 오키나와, 일본

2012   “근원”, 고은사진미술관, 부산, 한국

“프랑스 아를르 사진축제 초대전”, 파르크 데 아틀리에, 아를르, 프랑스

“하얀 미래-핵을 생각하다”, 고은사진미술관, 부산, 한국

“플레이그라운드-아르코미술관 주제 기획전”, 아르코미술관, 서울, 한국

2010   “상해국제사진전시회”, 상해, 중국

2009   “포토 케 비엔날레”, 케브랑리미술관, 파리, 프랑스

2008   “한국현대사진 60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백두대간 대미 지리산”, 전북도립미술관, 전주, 한국

2007   “영월사람들의 초상”, 영월, 한국

2006   “대구사진비엔날레”, 대구, 한국

2004   “엄뫼-모악전”, 전북도립미술관 개관전, 전주, 한국

“동강국제사진제-한국현대사진의 조망”, 영월, 한국

“바다 내게로 오다”, 라메르갤러리, 서울, 한국

2003   “자연의 시간, 인간의 시간”,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한국

“도감전Ⅲ”, 스페이스사진,서울, 한국

2002   “도감전Ⅱ”, 스페이스사진,서울, 한국

“도감전Ⅰ”, 스페이스사진,서울, 한국

“동강국제사진제-한국현대사진의조망”,영월, 한국

“사람 바람”, 사이따마 근대미술관, 사이따마, 일본

“상무정신, 프로젝트3-집행유예, 광주비엔날레”, 광주, 한국

“식물성의 사유”, 라메르갤러리, 서울, 한국

“풍경으로부터의 사진, 사진으로부터의 풍경”, 미술회관, 서울, 한국

2000   “해양미술제 2000-바다의 촉감”, 세종갤러리, 서울, 한국

“한국의 현대 사진가들-새로운 세대”, 윌리엄스 타워 갤러리, 휴스턴, 미국

1998   “두 개의 눈, 두 개의 창”, 서신갤러리, 전주, 한국

“흡수와 소외”, 현대 사진 미술관, 시카고, 미국

1995   “우리시대의 사진가전”, 갤러리아트빔, 서울, 한국

1994   “라 마티에르, 롬브르, 라 픽션”, 프랑스 국립도서관, 파리, 프랑스

“한국 현대 사진의 흐름”, 예술의전당, 서울, 한국

1993   “사진과 이미지”, 선재미술관, 서울, 한국

“관점과 중재”, 예술의전당, 서울, 한국

1990   “우리”, 쾰른 기술학교 갤러리, 쾰른, 독일

1989   “쿨투어 모나트”, 하이델베르크 갤러리, 하이델베르크, 독일

1988   “인터나시오날레 포토 스제네 쾰른 1988”, 쾰른 전문대학교 예술대학 갤러리, 쾰른, 독일

정주하

Solo Exhibitions
1992   Meisterschueler beim Prof. Arno Jansen, an der Koeln Fachhochschule, Freiekunst, Photography, Koeln, Germany
1990   Koeln Fachhochschule, Freiekunst, Photography, Koeln, Germany
1984   Chung Ang University, Dept. Photography, Korea

Solo Exhibitions
2016   Does spring come to stolen fields, Auschwitz Pease Museum, Sirakawa, Japan
2014   Does spring come to stolen fields, Kyoto Museum for World Pease, Ritsumeikan University, Kyoto, Japan
2013   Does spring come to stolen fields, Minamisoma Library, Minamisoma/ Maruki    Museum, Saitama/ 

Session House, Tokyo/ Sakima Art Museum, Okinawa/ Nagano Mugonkan, Nagano, Japan
2012   Does spring come to stolen fields, Peace Museum/ Space99, Seoul, Korea
2010   Kyong Gi-Jeon, Kanasawa 21centure Museum-Citizen Gallery, Kanasawa, Japan
2008   Bulan, Bul-An / A Pleasant Day, Artsonje Center, Seoul, Korea
2004   The West Sea, The Museum of Photography Seoul, Seoul, Korea
2001   Hye Seng Won, Gallery Sibilgu, Seoul, Korea
1998   Sound of the Earth, Keumsan Galley, Seoul, Korea
1994   Legacy from Light, Wellside Gallery, Seoul, Korea
1993   Monologue, Galleria Art Hall, Seoul, Korea
1992   Meisterschüler Prüfung,F.H.S Koeln, Koeln, Germany
1991   Menschen/ Strassen/ Plaetze, Gallerie Fabrik Heeder, Krefeld, Germany 
1989   Fotoforum Schwarzbund, Bielefeld, Germany
1988   Monat der Fotografie, Kleve, Germany
1984   Chung Chu Ha Photo Exhibition, Publication Center Gallery, Seoul, Korea

Group Exhibitions
2016   Busan Observation, Galerie de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Paris, France

Metropolis of Desire/Visible and Invisible, Busan Museum of Art, Busan, Korea
2015    Korea-Okinawa Photo Exhibition, Sakima Art Museum, Okinawa, Japan
2012    The Origin, GoEun Museum of Photography, Busan, Korea

Discovery Award of Les Rencontres d'Arles 2012 edition, Parc des Ateliers in Arles, Arles, France 
White Future/ Thinking of Nuclear, GoEun Museum of Photography, Busan, Korea
Playground/ Arko Art center's 2012 Thematic Exhibitions, Arko Art Center, Seoul, Korea

2010   ShangHai 2010 Art Exibition-Documentary Photographers in the New Century, SangHai, China
2009   Photo Quai-Deuxième Biennale des Images du Monde, Musée du Quai Branly, Paris, France
2008   Contemporary Korean Photography 1948~2008,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Jirisan, Jeon Buk Province Art Museum, JeonJu, Korea
2007    The Portrait from Yeonwol, DongGang Museum of Photography, YeongWol, Korea
2006    DokSom Dok Do, Jeonbuk Province Art Museum, JeonJu, Korea

Humanity of Angle,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Korea
DaeGu Photo Biennale, DaeGu, Korea

2004    Eummoe Moak, Jeon Buk Province Art Museum, JeonJu, Korea 
Perspective of Korean Contemporary Photography-Dong Gang Photo Festival, YeongWol, Korea

2003   Time of Nature, Time of Human, Dae Jeon Museum of Art, Dae Jeon, Korea
TypologyⅢ, Space Sa Jin, Seoul, Korea

2002    TypologyⅡ, Space Sa Jin, Seoul, Korea
TypologyⅠ, Space Sa Jin, Seoul, Korea
Perspective of Korean Contemporary Photography-DongGang Photo Festival, Yeong Wol, Korea
Saram Baram, The Museum of Modern Art, Saitama, Japan
GwangJu Biennale-Project3, Stay of Execution, Sangmudae, GwangJu, Korea 
Speculation of Vegetabillity, La Mer Gallery, Seoul, Korea

2000    Art for Ocean 2000-Touch the Ocean, Se Jong Center Gallery, Seoul, Korea
Contemporary Photographers from Korea-The New Generation, Williams Tower Gallery, Houston, U.S.A

1998    Two eyes, Two Windows, Seo Shin Gallery, JeonJu, Korea
Alienation and Assimilation, The Museum of Contemporary Photography, Chicago, U.S.A 

1995    Photographers in our Age, Gallery Art Beam, Seoul, Korea
1994   La Matirere, L'ombre, La Fiction, Bibliotheque Nationale de France, Paris, France

The Stream of Korean Modern Pictures, Seoul Arts Center, Korea
1993   Photography and Image, SonJe Museum, Seoul, Korea

Observation - Intervention, Seoul Arts Center, Korea
1990    Wir in Koeln, F.H.S Koeln, Koeln, Germany 
1989    Kulturmonat, Heidelberg Gallery, Heidelberg, Germany
1988    Internationale Photo Szene, F.H.S Koeln, Koeln, Germany

Awards
1987   Kodak European Photographic Award

Chung Chu-ha



개인전

2016   “Serial Possibility-planet”, higure17-15cas, 도쿄, 일본

2015   “Serial Possibility-planet”, 에비뉴엘아트홀, 서울 /  이배 갤러리, 부산

“Serial Possibility-planet” 코사스페이스, 서울

2014   “GLASS BOX ARTSTAR Ver.5 정혜련”, 봉산문화회관, 대구 

“연쇄적 가능성”, 소울아트스페이스, 부산

2013   정혜련 개인전, 관뚜미술관, 타이페이, 대만

정혜련 개인전, 부산대학교 아트센터, 부산

2012   김종영미술관 올해의 젊은 조각가 수상전

“Abstract Time”, 김종영미술관, 서울  / 갤러리 이배 , 부산 / 갤러리 로얄, 서울

2011   “Memory of fantasy”, OCI미술관, 서울

2010   정혜련 개인전, 고운미술관, 창원

2009   “나의 아름다운 아라베스크”, 대안공간 반디, 부산

2007   WonderfulWorld,Seo갤러리, 서울

정혜련 개인전, KAF, 부산

2006   “Thehouse of hero”,공간화랑, 부산

“Thehouse of hero”, 세종갤러리, 서울

“Thehouse of hero”, 김재선갤러리, 부산

2005   “내일의 작가” 정혜련 개인전, 성곡미술관, 서울

2004   대안공간 반디 기획공모 당선 전 “나쁜 동화-정혜련 개인전”, 대안공간 반디, 부산

2002   정혜련 개인전 , 부산대학교미술관, 부산

기획전, 단체전(그룹전)

2016   “Kenpoku Art 2016”, 후쿠로다 폭포, 이바라키, 일본 

2014   “달 그림자” 창원조각비엔날레, 마산 중앙부두, 마산        

“APmap”,아모레퍼시픽 오산, 오산

2013   “파사드 부산 2013”,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2010   2010부산 비엔날레 본 전시 “Living Evolution”,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2007   국제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인천종합예술회관, 인천

외 다수 

레지던시

2014   창작공간 소울, 부산

2013   대만 관뚜미술관, 대만

2008   오픈스페이스배, 기장

수상

2014   “유리상자-아트스타” 전시공모 작가선정,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해외레지던시부문 작가선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

2012   올해의 젊은 조각가 수상, 김종영 미술관, 서울

SEMA 신진작가 선정,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부산문화재단 지원작가 선정, 부산문화재단, 부산

2011   송암문화재단 신진작가 선정, OCI미술관, 서울

2008   하정웅청년작가상 수상,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2007   봉생청년문화상 수상, 봉생재단, 부산

Seo갤러리 영아티스트 선정, Seo갤러리, 서울

2005   제16회 부산청년미술상 수상, 공간화랑, 부산 

2004   성곡미술관 내일의 작가 선정, 성곡미술관, 서울

기타 [심포지엄]

2005   Door to door 3 - (사)비영리전시공간협의회(대안공간네트워크)국내심포지엄

정혜련

Solo Exhibitions
2016   “Serial Possibility-planet”, higure17-15cas, Tokyo, Japan
2015    “Serial Possibility-planet”, Lotte Avenuel Arthall, Seoul, Korea, Lee and Bae Gallery, Busan, Korea

“Serial Possibility-planet”, Kosa art space, Seoul, Korea
2014   “GLASS BOX ARTSTAR Ver.5”, Bongsan Cultural center, Daegu, Korea

“Serial Possibility-planet”, soul art space, Busan, Korea
2013    Solo Exhibi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Art center, Busan, Korea

Solo Exhibition, Kuandu Museum of Arts, Taipei, Taiwan
2012   Solo Exhibition, gallery royal, gallery lee &bae, KIMCHONGYUNG museum 
2011   “Memory of fantasy”, OCI Museum of Art, Seoul, Korea 
2010   Arabesque, Gallery Gowoon, Changwon, Korea 
2009   Arabesque, Space Bandee, Busan, Korea 
2007   Wonderful world, Seo Gallery, Seoul, Korea

Kim's Art Field Museum, Busan, Korea
2006   “The house of hero”, Kongkan Gallery, Busan, Korea 

“The house of hero”, Seojong Gallery, Seoul, Korea 
“The house of hero”, Kimjeasun Gallery, Busan, Korea 

2005   “Artists of Tomorrow”, Sungkok Art Museum, Seoul, Korea
2004   “A Bad Tale”, Space Bandee, Busan, Korea 
2002   Solo Exhibition, Museum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Group Exhibitions
2016   Kenpoku art 2016, fukuroda fall, ibaraki, japan
2014   Changwon Sculpture Biennale, Changwon

Teahwa River Eco international Art Festival , Teahwa River, Ulsan
“APmap”, AMORE PACIFIC Museum of Art, Osan

2013   “Facade Busan 2013”, Busan Museum of Art, Busan
Emotional sympathy 2013, Clayarch Gimhae museum, Gimhae

2010   Busan biennale –”living evolution”, Busan Metropolitan Art Museum, Busan
2007   Internation INCHEON Women Artist BIENNALE Incheon Culture ＆ART Center, Incheon 

and etc 

Residencies
2014   Soul art space, Busan, Korea
2013   Kuandu museum of fine arts, Taipei, Taiwan 
2008   Open space bae, Busan, Korea

Awards
2014   BOX ARTSTAR Competition, Bongsan Culturalcenter, Daegu, Korea
2012   Winning a prize in KIMCHONGYUNG museum, KIMCHONGYUNG museum, Seoul, Korea

Grant from SeMA, Seoul Museum of Art for New Artist, Korea
2011   Young Artist Competition, OCI Museum of Art, Seoul, Korea)
2008   Ha Jung-woong Award, Gwangju Metropolitan Art Museum, Gwangju, Korea 
2007   The fifth Youth Art Award, Bongseng Cultural Foundation, Busan, Korea

Seo Youth Artist, Seo Gallery, Seoul, Korea
2005   The Sixteenth Youth Art Award, Kongkan Gallery, Busan, Korea
2004   Artists of Tomorrow Award, Sungkok Art Museum, Seoul, Korea

Winning a Prize in Space Bandee. Space Bandee, Busan, Korea

Jung Hye-ryun



개인전

2016   “디지로그-감정의 에스페란토”, 갤러리 시:작, 서울

Collecting Contemporary Colors, 갤러리 에스페란토, 서울 

2004   “웰컴-감정의 에스페란토”, 아트스페이스 미음, 서울

기획전, 단체전(그룹전)

2013   “세계의 스타”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2008-2010   “거울아, 거울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6   광주비엔날레_제3섹터, ‘열린아트마켓’. “아티스트 응접실”, 광주 시립민속박물관, 광주

“Dialogue to Space”, 갤러리 도스, 서울

“공간-드로잉”전, 충무아트홀, 서울

2005   “포트폴리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Happiness”, 한전프라자 갤러리, 서울

“예감-일상의 향기” 선화랑.선아트센터, 서울

“Party”, 성곡미술관, 서울

“놀이공원에서 놀기”전, 롯데월드 화랑, 서울

2004   “Funny Sculture! Funny Painting!”, 갤러리 세줄, 서울

2001   일루젼, Wimbledon Library Gallery, 런던

Bank Gallery Show, Bank Gallery, 런던

조세피나 리 (aka 이은화)

Solo Exhibitions
2016    “Digilog-Emotional Esperanto”, Gallery SiJac, Seoul 

Collecting Contemporary Colors, Gallery Esperanto, Seoul
2004   “Wellcomm-Emotional Esperanto”, Art Space Mi:eum, Seoul

Group Exhibitions
2013    “World of Star”, Seoul Arts Center, Seoul
2008-2010   “Mirror, Mirror”,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2006    Gwangju Biennale_the 3th Sector, ‘Open Art Market’. “Artist's Livingroom”, Gwangju Folk Museum, Gwangju

“Dialogue to Space”, Gallery Dos, Seoul
“Space-Drawing”, Chungmu Arts Center, Seoul

2005    “Portfolio” Seoul Museum of Art, Seoul
“Happiness”, Kepco Art Center Gallery, Seoul
“Scent of Daily Life” Sun Gallery, Seoul
“Party”, Sungkok Art Museum, Seoul

2004    “Funny Sculture! Funny Painting!”, Gallery Sejul, Seoul
2001    Illusion, Wimbledon Library Gallery, London

Bank Gallery Show, BHF Bank Gallery, London

Josephina Lee (aka Lee Eun-hwa)

개인전

2016   경기 노마딕 아트 페스타, 두물머리 일대, 양평

부산 비엔날레, P1963, 부산

아트 부산, 벡스코, 부산

2015   상시 모던 컬쳐 & 아트 페스티발, 산시성 미술관, 시안, 중국 

무빙 아트 프로젝트, 시안 미술관, 시안, 중국

에이알 타운즈, 삼정동 소각장, 부천

공간의 탐닉, 삼정동 소각장, 부천

2014   아시아 인디펜던트 아트, 김해 문화의 전당, 김해

코리아 투마로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서울 

지리산 프로젝트, 성심원, 산청

무빙 트리에날레 메이드인 부산, 여객 터미널, 부산

관계 탐색, 성산아트홀, 창원

멘토링, 신세계 갤러리 샌텀시티, 부산

부흥상회, 오픈스페이스 배, 부산

조형섭

Solo Exhibitions
2016   Gyeonggi Nomadic Art Festa. Doomul, Yang-Pyeong

Busan Biennale, P1963, Busan
Art Busan, Bexco,Busan

2015  Shaanxi modern culture & Art festival, Shaanxi art museum, China
Moving art project in Xi’an art museum, China
AR Towns, Samjeongdong incinerator factory, bucheon
Indulge in space, Samjeongdong incinerator factory, bucheon

2014  AIA, Gimhae art&sports center, gimhae 
Tomorrow, DDP, Seoul
Jirisan project, Seongsimwon, Sancheong
Moving triennale made in busan, Ferri terminal, busan
Explorers, Seonnsan arthall, changwon
Mentoring, Shisaegye gallery, busan
Reconstruction Store, openspace bae, busan

Cho Hyeong-seob



개인전

2016   "THE RESIDENCE WITHOUT GROUND FLOOR”,Ikebukuro Area,도쿄, 일본

2012   “Takayoshi Kitagawa exhibition Floor Landscape: Opening, Connecting, Closing”, 

Asahi Art Square, 도쿄, 일본

기획전, 단체전(그룹전)

2016   “공장지역의 하루를 보다.”, Sheepstudio, 도쿄, 일본

“하루를 찾자”, ㈜아름다운 사람, 서울, 한국

"Absent of Election Exhibition"(Director)/Float and Domatotoko/도쿄/일본

#OPENSTUDIO /금천예술공장/.서울/ 한국

HAAP(Hinodecho Art Alley Project)/요코하마/일본

2015   Constellations― Practices for Unseen Connections Discoveries /도쿄현대미술관/ 도쿄/일본

Ichihara art 2015 Spring and Autum/Ichihara satomi former school/치바 / 일본 

Tower mansion triennnale 2015/ 오사카/ 일본 

COME/서울시립미술관 난지창작센터 /서울 /한국

LandryArt/작은미술관 소록도/서울/한국

2014   Mikke Visiter Center 요코하마 전시 /ZOU-NO-HANA TERRACE/카나가와 / 일본 

Hakone Meets Art: Tamatebako in the Forest/ 조코쿠노모리 미술관 (하코네 조각 미술관) /카나가와 / 일본 

Arafudo Art annual2014/후쿠시마/ 일본 

창원조각비엔날레 2014/한국

2013   "NOW JAPAN; tentoonstelling met 37 hedendaagse Japanse kunstenaars"Kunsthal KAdE , 

Amersfoort,Netherlands

2012   "Storyteller – Units of Recognition",Aomori Contemporary Art Centre,Aomori/일본

2011   Koganecho Bazaar2011/Kanagawa/일본

2010   Aichi Triennial 2010/Aichi/일본

Rokko meets art 2010/Hyogo/일본

10 Anniversary of Sendai Mediatheque“HOW BARRIER IS”,Sendai Mediatheque,일본

2009   Niigata Water and Land Art Festival 2009/니가타/일본

BOKUTO MACHI MISE 2009/도쿄/일본

2008   Koganecho Bazaar 2008/카나가와/일본

Tamagawa art line Project 2008/ 도쿄 /일본

Horoshima Art Project 2008/히로시마/일본

2007   Hiroshima art project 2007/히로시마 /일본

2006   Toride art project 2006 /이바라키 일본

2003   Echigo-Tsumari Art Triennial 2003/니가타 /일본 

2000   Toride art project2000 /이바라키 일본

키타가와 타카요시

Solo Exhibitions
2016   "THE RESIDENCE WITHOUT GROUND FLOOR”,Ikebukuro Area,Tokyo, Japan 
2012   “Takayoshi Kitagawa exhibition Floor Landscape: Opening, Connecting, Closing”, Asahi Art Square, Tokyo, Japan

Group Exhibitions
2016   みっける!下町工場エリアのある日!!, Sheepstudio, Tokyo, Japan

“SEEK ONE DAY!”, Ltd Beautiful People, Seoul, Korea
"Absent of Election Exhibition"(Director)/Float and Domatotoko/Tokyo/Japan
#OPENSTUDIO /Guemcheon Art Space/Seoul/ Korea
HAAP(Hinodecho Art Alley Project)/Yokohama/Japan

2015   Constellations― Practices for Unseen Connections Discoveries /Museum of Contemporary Art Tokyo / Tokyo/Japan
Ichihara art 2015 Spring and Autum/Ichihara satomi former school/Chiba / Japan 
Tower mansion triennnale 2015/ Osaka/ Japan
COME/SeMA Nanji Residenvy Hall/Seoul/Korea
LandryArt/small museum Sorckdo isiland /Seoul/Korea

2014    Mikke Visiter Center Yokohama Exhibition/ZOU-NO- HANA TERRACE/Kanagawa/Japan
Hakone Meets Art: Tamatebako in the Forest/Hakone Open Air Museum/Kanagawa/Japan
Arafudo Art annual2014/Fukushima/Japan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4/Korea

2013   "NOW JAPAN; tentoonstelling met 37 hedendaagse Japanse kunstenaars"Kunsthal KAdE , Amersfoort,Netherlands
2012   ”Storyteller – Units of Recognition", Aomori Contemporary Art Centre, Aomori
2011   Koganecho Bazaar2011/Kanagawa/Japan/2011
2010   Aichi Triennial 2010/Aichi/Japan

Rokko meets art 2010/Hyogo/Japan
10 Anniversary of Sendai Mediatheque“HOW BARRIER IS”,Sendai Mediatheque,Miyagi,Japan

2009   Niigata Water and Land Art Festival 2009/Niigata/Japan
BOKUTO MACHI MISE 2009/Tokyo/Japan

2008   Koganecho Bazaar 2008/Kanagawa/Japan
Tamagawa art line Project 2008/ Tokyo/Japan
Horoshima Art Project 2008/Hiroshim/Japan

2007   Hiroshima art project 2007/Hiroshima/Japan
2006   Toride art project 2006 /ibaraki/Japan/
2003   Echigo-Tsumari Art Triennial 2003/Niigata/Japan
2000   Toride art project2000 /Ibaraki/Japan 

Kitagawa Takayoshi

개인전

2015   “우리의 케이크입니다.”, 문화복덕방, 감만창의문화촌, 부산, 한국  

“A PIECE OF CAKE_달콤한 무지개”, 홍티아트센터, 부산, 한국 

기획전, 단체전(그룹전)

2016   “공장지역의 하루를 보다.”, Sheepstudio, 도쿄, 일본 

“하루를 찾자”, ㈜아름다운 사람, 서울, 한국2015

2015   “케이크 한 조각彫刻”, Friends Of The Earth, 멜버른, 호주

레지던시

2015   홍티아트센터, 부산, 한국

감윤경

Solo Exhibitions
2015   “It’s our cake.”, Gamman Community Creative Space, Busan, Korea 

“Sweet Rainbow”, Hong-Ti Art Centre, Busan, Korea

Group Exhibitions
2016   “A day in Factory village” SheepStudio, Tokyo, Japan 

“SEEK ONE DAY! “, Ltd Beautiful People, Seoul, Korea                                            
2015   “Caked Sculpture”,  Collaboration with Friends Of The Earth, Melbourne, Australia 

Residencies
2015   Hongti Art Center, Busan, Korea           

Kam Yun-kung



필모그래피

2016   “그림자들의 섬”

“언더그라운드” Underground

2014  “그림자들의 섬” The Island of Shadows

2012  “버스를 타라” Get on the Bus

수상

2015   제6회 부산평화영화제 ‘꿈꾸는 평화상’ 수상

2014   제40회 서울독립영화제 ‘대상’ 수상

2012   제12회 인디다큐페스티발 ‘올해의 다큐멘터리’ 수상

기타 [펀드] 

2015   부산영상위원회 사전제작지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사전제작지원

2013   광주인권영화제 사전제작지원

부산영상위원회 사전제작지원

스크리닝

<버스를 타라>

2013   제2회 목포인권영화제 폐막작 상영

2012   제12회 인디다큐페스티발 경쟁부문 상영

제17회 서울인권영화제 개막작 상영

제3회 대구사회복지영화제 개막작 상영 등

제17회 인디포럼 경쟁부문 상영

제4회 DMZ국제다큐멘터리 “현장 속의 카메라” 상영

제38회 서울독립영화제 경쟁부문 상영

<그림자들의 섬>

2015   제6회 부산평화영화제 경쟁부문 상영

2014   제14회 인디다큐페스티발 개막작 상영

제40회 서울독립영화제 경쟁부문 상영

2013   제18회 광주인권영화제 폐막작 상영

김정근

Filmography
2016   “The Island of Shadows”

“Underground”
2014   “The Island of Shadows”
2012   “Get on the Bus”

Awards
2015   6th Busan Peace Film Festival  ‘Dreaming Peace Prize’ Winner
2014   40th Seoul Independent Film Festival  ‘1st  Place’ Winner
2012   12th Independent Documentary Film & Video Festival  ‘This Year’s Documentary Prize’ Winner

ETC
2015   Busan Film Commission  Supporting Prearranged Production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Supporting Prearranged Production
2013   Gwangjoo Human Rights Film Festival  Supporting Prearranged Production

Busan Film Commission  Supporting Prearranged Production        

Screening
“Get on the Bus”
2013   2nd Mokpo Human Rights Film Festival Closing Film 
2012   12th Independent Documentary Film & Video Festival  Main Competition Film

17th 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 Opening Film 
3rd Daegu Social Welfare Film Festival Opening Film 
17th Independent Film & Video Makers Main Competition Film
4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Camera on Field”
38th Seoul Independent Film Festival Main Competition Film

“The Island of Shadows”
2015   6th Busan Peace Film Festival Main Competition Film
2014   14th Independent Documentary Film & Video Festival  Opening Film

40th Seoul Independent Film Festival  Main Competition Film
2013  18th Gwangjoo Human Rights Film Festival Closing Film

Kim Jeong-keun

개인전

2016   고양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비온후출판사, 부산                                                                                  

2011   플리즈 릴리즈 미,킴스아트필드미술관

2006   점철된 몸의 언어- 대안 공간 반디

기획전, 단체전(그룹전)

2016   홈그라운드, 청주시립미술관

핵노잼, 스페이스닻

2015   하정웅 청년작가초대전 빛 2015, 광주 시립미술관

채집, 보따리170

망각에 저항하기, 안산 문화 예술의 전당

2014   부산건축 팝업북전, 신세계갤러리

잠수함속의 토끼,민중미술 2014

마이스페이스, 갱에피어텔, 함브르크

달방-금정구 부곡동 142

2013   Les Deux Seront Un

사유의 공간- 가나아트, 부산

2012   카타스트로폴로지- 아르코미술관, 서울

부산비엔날레-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2011   A4 크레인-공간초록, 부산

박자현

Solo Exhibitions
2016   solo exhibition “Where have all the cats gone” publication and exhibition_Beonwho publishing company
2011   solo exhibition “please release me” - kafmuseum, busan 
2006   solo exhibition “language of dotted body” -space bandee

Group Exhibitions
2016   homeground, cheongju museum of modern art 

Hacknojaem, Space dot
2015   light2015, gwangju art museum 

collect, bottarry170
resist to oblivion, anshan art center

2014   rabbit in the submarine, public art 2014
my space, Gängeviertel, hamburg
moonroom-bugokdong 142, busan

2013   a space of thinking- gana art center, busan
Les Deux Seront Un

2012   catastrophology - arkoartcenter, seoul
busan biennale-  busan museum of modern art, busan 

2011   A4 Crane- spacechorok

Park Ja–hyun



개인전

2016   1+1 & Cross (갤러리 폼/부산)                                                                                 

2013   대극장 영상미술전 - 세상의 빈틈 (부산시민회관 대극장/부산)

2010   내가 니를 어찌 키웠는데 (대안공간반디/부산)

2008   REWIND (채스아트센터/부산)

2007   레이디경향 12월호 (오픈스페이스배/부산)

2006   이광기개인전 (엄태익갤러리/부산)

기획전, 단체전(그룹전)

2016   다시, 빛을 말하다 (BNK아트갤러리/부산)

29.97 _ 갤러리 폼 기획전 (갤러리 폼 /부산)

세계문자심포지아 2016_ 문자와 경계 (낙원장 / 서울)

응답하라 반디 2016 (오픈스페이스 배/부산)

부산시립미술관기획_발설과 행간 (용두산미술전시관/부산)    

음식남녀 (광주신세계갤러리 / 광주)

2015   S.M.A.F (GILLMAN BARRACKS / 싱가폴)

텍스트콜라주 (경남도립미술관/창원)

Life is a comedy (신세계 갤러리/ 광주, 부산) 

2014   개인으로 부터의 정치- AIA (김해문화의전당/김해)

ill-being _이광기, 이선경 2인전展 (킴스아트필드미술관/부산)

무빙트리엔날레 메이드인부산(중구노인복지회관/부산)

Visual Literacy - 텍스트의 배반 (스페이스K/대구)

미술관 속 사진페스티벌-사진과 도시 (경남도립미술관/창원)

2013   근대성의 새발견 - 모단 떼끄놀로지는 작동중 (문화역서울284/서울)

모방의 미학 - 현대미술, 원본에 도전하다 (이화여대박물관 근현대전시관/서울)

Move On Asia: 아시아의 비디오 아트 2002-2012 (ZKM미디어아트센터/독일)

2012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 V- 미디어아트전 (김해문화의전당/김해)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 (예울마루/여수)

Move On Asia 2012 (대안공간 루프/서울)

Twisted (성곡미술관/서울)

山水, 디지털을 만나다 (경남도립미술관/창원)

아시아 미술 속의 어머니 (이화여대박물관 근현대전시관/서울)

2011   안녕 없는 생활들, 모험들 (부산시립미술관/부산)

빛2011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광주시립미술관/광주)

다시보기 해피윈도우 (SK서린사옥/서울)

반디의 여명-반디구출작전Ⅱ (대안공간 반디/부산)

신문,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차가운 시선 (충정각/서울)

2010   Kuandu Biennale 2010 - Memories and Beyond (콴두국립미술관/대만)

아트@디브러리 (국립중앙도서관/서울)

Local to local 2010 : 동아시아 커넥션 (백제병원/부산)

작가-중심네트워크:디센터드(DECENTERED) (부산시립미술관/부산, 광주시립미술관/광주)

2009   LIGHT ON (조현화랑/서울)

작가-중심 네트워크 : 디센터드(DECENTERED) (아르코미술관/서울)

아트 인 부산 2009 : 인터시티 (부산시립미술관/부산)

제9회 송은미술대상전 (인사아트센터/서울)      

요코하마 프랑스 비디오컬렉션 (레드블릭미술관/요코하마)

중앙미술대전 역대 선정 작가 특별전 <이륙(離陸). Aim High> (한가람미술관/서울)

Move On Asia 2009 '비디오아트의 종말' (대안공간 루프/서울)

수상

2011   하정웅청년작가상 (광주시립미술관)

2009   제 9회 송은미술대상전 우수상 (송은문화재단)

2008   제30회 중앙미술대전 대상 (중앙일보사)

이광기

Solo Exhibitions

2016   1+1 & Cross / Gallery Form, Busan, Korea                                                               

2013   Big Theater Picture Art Exhibition - Gap in the World / Grand Theater of Busan Citizen Hall, Busan, Korea

2010   ... way I go for you / Non-profit organization Space Bandee, Busan, Korea

2008   REWIND / Chaesart Center, Busan, Korea

NewRemake / Doosan We've the Zenith Art Gallery, Busan, Korea

2007   LadyGyunghyang 12 / Openspace Bae, Busan, Korea

2006   Lee Kwang Kee Solo Exhibitions / Eum Tae-ik gallery, Busan, Korea

Group Exhibitions

2016   Again, say the light (BNK Artgallery, Busan)

29.97 _ Gallery Form Selected Exhibitions (Gallery Form, Busan)

World Script Symposia 2016  _ HAENGNANG (Nakwonjang, Seoul)

Answer Bandee 2016 (Openspace Bae, Busan)

Divulge and Spacing_ Special Exhibition : Busan Museum of Art (Yondusan gallery on Yongdusan Park, Busan)

Eat Drink Man Woman (Gwangju Shinsegae Gallery, Gwangju)

2015   Gwangju media art Festival(Universiade Park, Gwangju)

S.M.A.F (GILLMAN BARRACKS, Singapore)

Text collage (Gyeongnam Art Museum, Changwon)

Life is a comedy (Shinsegae Gallery, Gwangju/Busan)

2014   ill-being (Kim's Art Field Museum, Busan)

Moving Triennale _made in Busan(Busan)

Visual Literacy (Space K, Daegu)

Photography and Urban Space (Gyeongnam Art Museum, Changwon)

2013   Rediscovery of Modenity (Culture Station Seoul 284, Seoul)

Move On Asia:Video Art of Asia 2002-2012 (ZKM Media Art Center)

2012   Current of Contemporary Korean Art V-A media Art Exhibition (Gimhae Arts and Sports Center, Gimhae)

Move On Asia 2012 (Alternative Space Loop, Seoul)

2011   Life, No Peace, Only Adventure (Busan Museum of Art, Busan)

The 11th Ha Jung-woong young Artists Invitation Exhibition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2010   Artist-Centerd Network : DECENTERED (Busan Museum of Art, Busan)

art@dibrar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eoul)

LIGHT ON ( Johyun Gallery, Busan)

2010 Artist-Centerd Network : DECENTERED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2009   LIGHT ON  (Johyungallery, Seoul)

2009 Artist-Centerd Network : DECENTERED (Arko Art Center, Seoul)

Inter-City (Busan Museum of Art, Busan)

The 9th SongEun Fine Arts Prize (Insa Art Center, Seoul)

Yokohama-France Video Collection (Redblic Museum of Art, Yokohama)

Past exhibitions selected artists in JoonAng Fine Arts Prize Aim High (Hangaram Art Museoum, Seoul)

Shinsegae Centum City Open Exhibition ‘Now We’ ( Shinsegae Gallery Centum City, Busan)

Move On Asia 2009  'The End of Video Art' (Alternative space LOOP, Seoul)

Awards

2011   Ha Jung-woong young Artist awards (Gwangju Museum of Art)

2009   The 9th SongEun Fine Arts Prize-Excellence (Song-Eun Arts & Cultural Foundation  )

2008   The 30th JungAng Fine Arts Prize-The 1st prize (JungAng Daily)

Lee Kwang-kee



개인전

2016   개인전 (경남도립미술관 , 창원)

2015   개인전 (맥화랑 , 부산)

2014   개인전 (부산역/갤러리 이삭, 부산)

2013   개인전(영도문화회관, 부산)

2012   개인전(와룡갤러리, 사천)

2010   개인전(이스트윈도우 카페갤러리, 일본 동경)

2008   개인전(츠쿠바대학회관 별관갤러리, 일본 츠쿠바)

2005   개인전（아르테 갤러리、일본 마르가메）

2004   개인전(츠쿠바대학회관 별관갤러리, 일본 츠쿠바)

2002   개인전(해운대 씨프라자 1층, 부산)

기획전, 단체전(그룹전)

2016   2인전(부산은행갤러리, 부산)

제1회 29.97 media artwork screening(영화의 전당, 부산)

제2회 29.97 media artwork screening(영화의 전당, 부산)

2015   2인전(티엘갤러리, 부산)

부평아트스페이스 개관전 (부평아트스페이스, 부산)

제4회 BFAA 국제아트페어(백스코, 부산)

P.O.D. 2015 Possible of Design (부산대학교 아트센터, 부산)

2014   무빙트리엔날레 ((구)중구노인복지회관, 부산)

부산대 아트센터 기획-POD전 (NC백화점 아트센터, 부산)

light*site*text*green*blind전 (시민공원 미로전시실, 부산)

부산-홍콩, 친구를 만나다 (영화의 전당, 부산)

ARTSHOW BUSAN 2014 (백스코, 부산)

2012 2인전(이듬갤러리, 부산)

허병찬

Solo Exhibitions
2016   solo exhibition (Gyeongnam Art Museum , Changwon)
2015   solo exhibition Gallery Mac , Busan)
2014   solo exhibition(Busan Station/Gallery Issac, Busan)
2013   solo exhibition(YeongDo Culcure/Arts center, Busan)
2012   solo exhibition(Waryong Gallery, Sacheon)
2010   solo exhibition(East Window Cafe Gallery, Japan Tokyo)
2008   solo exhibition(Tsukuba University Hall Gallery, Japan Tsukuba)
2005   solo exhibition（Arte Gallery、Japan Marugame）
2004   solo exhibition(Tsukuba University Hall Gallery, Japan Tsukuba)
2002   solo exhibition(Haeunde Sea Plaza 1F, Busan)

Group Exhibitions
2016 Two-person Exhibition(BNK Gallery, Busan)

1st  29.97 media artwork screening(Busan Cinema Center, Busan)
2nd  29.97 media artwork screening(usan Cinema Center, Busan)

2015 
Two-person Exhibition(TL Gallery, Busan)
Bupeoung Art Space Open Exibition(upeoung Art Space , Busan)
4th BFAA International Art Fair(Bexco, Busan)
P.O.D. 2015 Possible of Design (Busan University Art Center, Busan)

2014   Muving Triennale (JungGu Senior Welfare Center, Busan)
POD Exhibition (Busan University Art Center, Busan)
light*site*text*green*blind Exhibition (Civic Park MIRO Gallery, Busan)
Busan-Hong Kong, 친구를만나다 (Busan Cinema Center,, Busan)
ARTSHOW BUSAN 2014 (Bexco, Busan),  etc.

2012  Two-person Exhibition(Idm Gallery, Busan)

Heo Byung-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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