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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켓 독자 여러분께

편집후기를 쓰는 지금 저는 전에도 주저하며 두 번이나 떠난 적이 있는 한국이란 나라를 또 한 번 망설이며 떠나려 짐을 
꾸리고 그 동안 모인 엄청난 양의 살림살이들을 팔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이란 나라와 관계된 저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보다 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초록빛 산과 높은 흰 건물들을 바라보며 지금 먹는 이 김치찌개가 
마지막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철저히 경험해 보았다고 생각한 장소로 다시 돌아오기에 세계는 제게 너무도 넓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이란 나라가 제 DNA에  너무도 깊이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는 
거의 무서울 정도로 깊숙한 전라도의 어느 골짜기로 들어가던 고속버스 창밖을 눈을 커다랗게 뜨고 바라보던 그때의 저와 
많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언젠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고 항상 한국이란 멋진 나라를 마음속에 품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은 아내와의 결혼 생활의 대부분을 보낸 곳이기도 하고 아이 
둘을 낳아 기르던 곳이기도 합니다. 30대 시절을 고스란히 보낸 곳 이기도하고 제 인생의 어떤 시기보다도 더 큰 성장을 
이룬 10년을 보낸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일이라 생각하며 꾸준히 브라켓과의 인연을 이어가리라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브라켓만의 색채와 아름다움을 알리려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호의 기사들은 신기하게도 한국을 떠나게 된 저의 상황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장소, 이동, 변화, 
그리고 생존 등에 관련된 작품들에 관한 기사들이 그렇습니다. 작품들은 모두 제가 한국을 떠나는 것과 관련해 느끼는 
감정처럼 가슴 아프고 아름답습니다. 이번 호를 위해 예전에 브라켓에 기고했던 작가 몇 분께 다시 글을 의뢰했고 그 
분들의 글을 읽으며 큰 자긍심과 위로를 느꼈습니다. 

이번 호에서 Terry Faulkner는 잊혀지지 않는 색채로 가득하면서도 텅 빈 듯 묘한 느낌을 주는 권현경 작가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John Shrader는 얼굴이 없으면서도 복잡한 어떤 대상을 그리는 구민지 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해 탐구하였습니다. 브라켓에 다시 돌아온 Sybille Cavasin과 Meryl Booth는 사진작가 정성태와 그의 주제인 
우크라이나의 한민족에 관해, 그리고 우미란 작가의 다양한 작업 방식에 관해 각기 적었습니다. 평론가 서희주는 아키코 
나카야마의 아름답고 힘찬 회화 작품들을 독자들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의 도시 풍경을 묘사하는 
사진작가 David Martin의 다면적인 사진들에 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번 호의 작품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사람들이 갖는 복잡다단한 다양한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조금 더 집중하라고, 순간을 즐기라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보다 친해지라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들을 
즐기라고 말해주는 것만 같습니다.

항상 그랬듯 이번 호 또한 즐겁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트 알티저
애디터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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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b]racket readers, 

I write this as I am packing my bags, selling off the ridiculous amounts of my accumulated 
possessions, and reluctantly leaving a country I have reluctantly left twice before. This time 
there is more certainty of what my future with Korea will be. Before I assumed I was eating 
my last legitimate bowl of kimchi jjigae and seeing the green, rolling mountains and tall white 
buildings for the final time. The world was too big for me to ever make it back to a place 
that I had so thoroughly experienced. But this time I am well aware of the profound effect 
this country has had on my DNA. I am not the same person that stared wide-eyed from an 
express bus as we drove deeper into the intimidatingly rural hills of Jeolla province.

This time I know I’ll be back and I’ll know I’ll always carry this fascinating place with me. It’s 
part of who I am now. It’s where my wife and I have spent the majority of our married life, 
where we had both of our kids, where I spent all of my 30s, and where I’ve evolved more 
than in any decade of my life. I’ll stay connected through my work with [b]racket and try 
to expand its reach in order to bring its beauty and color to more people, while selfishly 
keeping it in my life. 

The art in this issue is strikingly appropriate for my transition with the themes of place, 
movement, change and survival dominating much of the work. The work on display here 
is as beautiful and poignant as the emotions I am feeling about my move. I reached out to 
some old [b]racket writers to help me put this issue together and found a great deal of pride 
and comfort in reading their words. 

In this issue Terry Faulkner wrestles with the hauntingly colorful and eerily empty paintings by 
Kwon Hyun Kyung. John Shrader examines Koo Min Ji’s faceless and complicated subjects 
in her paintings. Returning [b]racket writers Sybille Cavasin and Meryl Booth explore Jung 
Sung Tae’s photography and study of ethnic Koreans in Ukraine  and the many sides and 
mediums of the artist Woo Mi Ran respectively. Seo Hee Joo introduces us to the beautifully 
dynamic paintings of Akiko Nakayama. Finally, I look through the multifaceted layers of David 
Martin’s photographs of Korea’s urban landscape.

These works show the complexities and layers of the people and places where we live. They 
call on us to pay attention, enjoy the moment, get to know the people and places around us, 
and relish changes that come with the passing of time. 

As always, enjoy this issue. 

Editor’s Letter



아키코 나카야마
글. 서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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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코는 흥미로운 작업 과정을 제시하는 작가이다. 그녀는 자신의 작업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미디어로 전시하거나 퍼포먼스로 실연(實演)
한다. 그녀의 작품은 회화나 조각처럼 완성된 작품으로 감상하기 보다는 
그녀의 작업 과정을 지켜봐야만 오롯이 감상 될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의 
작업 이념을 ‘덧없음에 대한 예찬(Celebrating the ephemerality)’
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것을 ‘음과 양의 춤 (Dance of Yin and Yang)’
이라고도 표현한다. ‘덧없음에 대한 예찬’과 ‘음과 양의 춤’은 서로 연관 
없는 것처럼 생각된다. 음과 양은 동양 철학적 사고로 우주의 만물을 
음과 양의 극으로 나누고 상호 작용하는 원리와 조화에 대한 것이다. 
아키코가 자신의 작품 세계를 ‘음과 양의 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음과 
양의 어울림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음과 양의 춤’이 
어떻게 ‘덧없음에 대한 예찬’이라는 것 일까? 이 질문의 답은 그녀의 
작품에 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을 ‘살아있는 회화(Alive painting)’
라는 말한다. 이 표현은 그녀의 작품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다. 다양한 
성질을 가진 재료, 특히 액체 물감이 서로 반응하거나 진동, 바람, 음파 
등의 요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연의 결과가 그녀의 작품이 된다. 
따라서 작품의 제작 과정은 유동적이고 그 이미지도 유동적이다. 

아키코의 작품을 만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터키 전통 예술, 
에브루(Ebru)와 마블링(Marbling) 기법을 떠올린다. 에브루는 점성이 
있는 특수 용액 위에 염료를 흩뿌린 뒤 무늬를 만들어 종이를 덮어 찍는 
방법으로 작품이 완성된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성질을 이용하여 
특수 기름 위에 수성 물감으로 무늬를 만들고 여러 패턴과 파동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고 독특한 그림을 완성한다는 점에서 아키코의 
작업과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마블링 기법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아키코의 작업은 물감의 성질과 파동만 이용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양한 요인을 활용한다. 타공 철판, 종이, 유리, 물감, 
쇳가루, 자석, 진동, 음파, 화학적 성질 등을 이용한다. 그리고 작품이 

Akiko Nakayama is an artist who presents us a unique 
process of making a work of art. She makes videos of the 
process and shows them in her exhibition. Also, she does 
performances. Her artwork doesn’t seem to be a complete 
work like a painting or a sculpture. It is understood better 
as a process. She describes the concept of her artwork as 
‘Celebrating the Ephemerality’, and ‘Dance of Yin and Yang’. 
They don’t seem to be related to each other. The concept 
of ‘yin and yang’ is about two opposites complementing 
each other and making the whole. It is the universal truth 
taught in Eastern philosophy. She seems to tell us that her 
artwork involves balancing yin and yang. Also, through her 
artwork, the viewers find out that dance of yin and yang 
is about celebrating the ephemerality. She expresses her 
artwork as ‘a living painting’, which explains her work very 
well. Various features of her art medium, such as watercolor 
paints that react with each other and chance effects caused 
from vibration, wind, and sound waves, work as ingredients 
of her artwork. Therefore, the image of her artwork seems to 
evolve continuously in dynamic movement.

Her artwork reminds us of ‘Ebru’, a traditional art of Turkey 
and an art technique called marbling. Ebru is made with 
sticky solvents and paints, on which you put paper and 
get an image as a chance effect. It is similar to her work 
in a way that she makes natural and unique patterns like 
smooth marble by using the feature that oil-based solvents 
and watercolor paints don’t mix. Moreover, she uses other 

written by Seo Hee Joo

↖

←

Video captured image of 'Alive painting'

Full HD video, 2017-18

→

Alive painting spiral hall, Tokyo,

30min performance, 2016

Photo: Haruka Akagi



종이 위의 흔적으로만 남지 않는다. 작품이 제작되는 과정을 퍼포먼스 
방식의 실연(實演)을 통해서 공개한다. 감상자는 작품의 제작 과정과 
결과를 모두 감상하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이 작업에 음악이나 연극적 
퍼포먼스도 함께 한다는 것이다. 터키의 현대 음악가 셀렌 굴룬(Selen 
Gülün)이나 보스턴 교향악단(Boston Symphony Orchestra) 단원 
등과 함께한 공연 퍼포먼스는 미술과 음악이 조화를 이룬다. 그녀는 
연주에 맞추어 ‘살아있는 회화’를 실연하거나 그녀의 작품에 맞추어 
연극적 퍼포먼스가 공연되기도 한다. 그녀의 작품은 무대 위의 배경이나 
장식적 역할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성질의 재료가 만나 ‘살아있는 회화’ 
되고 서로 다른 예술 장르가 만나 실험적인 퍼포먼스가 된다. 이것은 
회화를 넘어서 새로운 예술의 영역의 창출이다.

아키코의 작품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우연성이다. 작업 
과정에서 재료의 성질을 이용하지만 그 결과는 우연성이 작동한다. 
이것은 우연성, 무의식 등을 강조하는 추상표현주의의 자동기술법
(Automatism)과 유사하다. 둘째, 그녀의 작품은 일시성이 강조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료가 상호 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결과는 
일시적이다. 이 일시적인 현상은 영상에 담기고 사진으로 남는다. 
셋째, 그녀의 작품은 시각적 감각에 호소한다. 작품에 펼쳐지는 색채의 
향연은 미묘하고 아름답다. 이 미적 경험은 특별하다. 그녀의 작품 
특성은 ‘덧없음에 대한 예찬’이라는 작업 이념과 만난다. 다시 말하자면 
서로 어울리지 않는 재료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음과 양이며 이 재료가 
서로의 작용으로 아름다운 색채의 향연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춤이다. 
‘음과 양의 춤’은 그녀의 작품에 펼쳐진 재료가 만들어내는 우연의 
과정인 것이다. 그리고 순간적이고 일시적이다. 이것은 바로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의 흐름이지만 매순간 그녀의 손에 의해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 눈 앞에 등장했다가 사라지기를 몇 번씩 
반복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미적 경험이 계속된다. 그 황홀한 
색의 경험은 순간적이지만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그녀의 작품은 
‘덧없음에 대한 예찬’으로 빛난다. 

현재, 한국에서 작품활동을 하는 아키코는 한국의 음양오행에 관심을 
가지고 동식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형태, 한국의 색채 등을 
탐구하고 있다. 다양한 나라를 경험했고 그 나라들의 문화와 색을 
그녀의 작품에 남겼듯이 한국의 경험이 새로운 작품의 토대가 될 
것이다. 한국에서의 짧은 경험이 그녀의 작품 세계에 오래 남아있기를 
기대한다.

mediums and techniques, such as punching holes, glass, 
paper, steel plates, iron powder, magnetic materials, sound 
waves, and chemicals. Using those materials, she creates 
something beyond just marks of paints. She shows the 
audience the whole process of making her work by doing a 
performance, which creates the result. Also, she adds music 
to her performance, pursuing the harmony between art and 
music like her performance with Turkish musician Selen 
Gulun and the Boston Symphony Orchestra. The music 
contributes to making a living painting with its dramatic 
features. With the concept of a living painting, she creates a 
new, experimental genre of art beyond just the role of stage 
art by combining other mediums and genres. 

We notice several features in her artwork. First of all, she 
tries to get chance effects. She uses the features of her 
mediums well, but gets the result accidentally like abstract 
expressionists tried to use automatism in the unconscious 
mind. Secondly, she pursues temporality. She uses chance 
effects caused from various materials reacting to one 
another as time goes by. The temporal reaction is recorded 
and made into her video work and photography. Thirdly, 
with a feast of colors, her work stimulates the viewers’ visual 
sense and makes them have a special aesthetic experience, 
celebrating the ephemerality. Her work is about the harmony 
between yin and yang in the sense that she uses various 
different mediums that interact with one another to create a 
beautiful feast of colors as a chance effect, which explains 
why she describes her work as a ‘Dance of Yin and Yang’. 
Her splendid work appears and disappears in front of the 
viewers’ eyes momentarily and fleetingly. The viewers get 
different aesthetical experiences as time passes. What they 
experience is temporal, but memorable. It is truly about 
celebrating the ephemerality. 

Working on her artwork in Korea, she studies the Korean 
philosophy, the yin-yang and five elements of the universe, 
and patterns and colors of certain animals and plants that 
have symbolic meanings and Korean beauty. She has lots 
of experiences in various cultures and leaves the traces of 
them in her artwork. Certainly, her experience in Korea will 
be the foundation of her new work. I hope her experience in 
Korea has a positive influence on her ar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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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ll Life, 

Filter Paper, glass, Wastewater of Alive Painting,  

15×150cm each, 2018



한국은 아름다운 건축물이나 세심한 도시 계획으로 유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도시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일몰이 하얀 아파트 외벽을 복숭아 빛으로 물들이는 광경, 비 오는 날 
오래된 마을 어귀의 구불구불한 골목길에서 하는 산책 등은 어떻게 
전세계가 한국을 모델로 삼지 않는지 궁금해 하도록 만든다. 데이비드 
마틴은 특유의 예리한 눈, 카메라, 그리고 한국의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그의 예술적 감각으로 사진 속에 
한국 현대 도시 풍경의 정수를 담아낸다. 

마틴은 건축 디자인에 있어 보다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 캐나다를 거쳐 
한국에 도착하였다. 당시에 사진은 그에게 직업이었지 예술적 활동은 
아니었다. 그의 일은 다니던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의 방향을 
모니터하고 기록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었다. 그가 
찍은 사진들은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것들에 대해 적절히 기록하고 
있었지만 내면의 예술가적 기질 때문인지 그에게 그러한 풍경들은 
그다지 흥미롭지 않았고 멋진 디자인 요소나 예술적 가치를 내포한 
것이라 여겨지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남는 시간을 이용, 어떻게 
도시계획을 성장과 쇠퇴에 관해 보다 흥미롭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자신의 사진 작품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Korea isn’t internationally known for its exquisite architecture 
or thoughtful urban planning, but that doesn’t mean that its 
cities lack charm. Watch the sunset turn the white monolithic 
apartments a pleasant peachy hue or take a rainy day stroll 
through the twisting alleyways in an old neighborhood 
and you’ll wonder why the whole world doesn’t adopt the 
Korean model. David Martin’s photographs catch moments 
that capture the heart and soul of Korea's modern urban 
landscape with his keen eye, camera, a bit of artistic 
freedom sprinkled with the most important ingredient in 
Korean cities: its people.

Martin arrived in Korea via Canada to get more international 
experience working in architectural design. Then, 
photography was just part of the job, not yet an artistic 
pursuit. His work took him to construction sites that required 
photography to monitor and record the evolution of the 
projects his firm worked on. The photos Martin took worked 
in telling the story he needed to tell, but the artist in him 
didn’t find them to be interesting or contain great design or 
artistic value. So, in his spare time, he started exploring how 
to frame the urban landscape into a photo that would be 
more compelling in telling the story of growth or decay.

데이비드 마틴
위트 알티저

↗

Playtime, Seoul,

Photographic collage,

29×39cm, 2018

→

Blue sunset, Daegu,

Photographic collage,

39×54cm, 2018

←

Lights, Daegu,

Photographic collage,

34×47c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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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 Altizer



최근 그의 사진은 빠르게 돌아가는 한국의 시간과 사람들의 움직임 둘 
다를 적절히 포착하고 있다. 작품 ‘Day and Night Collide’에서 마틴은 
바쁜 대구의 교차로를 포착하여 밤의 풍경과 낮의 풍경을 세로로 된 띠 
모양으로 합성, 배열해 놓았다. 밤을 밝히는 헤드라이트의 강한 빛이 
낮 동안 지나가는 차들의 이미지 위로 겹쳐진다. 엘디스 호텔의 단면이 
한국의 시내 중심가의 네온 불빛을 반사시키며 밤의 축제를 준비하는 듯 
보인다면 호텔의 다른 단면은 한낮의 빛을 내뿜으며 보다 정돈된 느낌을 
자랑한다. 

마찬가지로 작품 ‘Just Passing Through’는 두 가지의 계절이 
나타나는 시골길을 내려다 본 풍경이다. 작품의 프레임은 눈 내린 추운 
날의 도로와 보다 따뜻한 날의 같은 도로를 거의 정확히 갈라놓고 있다. 
한 쪽에서는 내리는 눈 속에서 우산을 받쳐 든 사람들을 묘사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눈이 없는 도로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다. 이 풍경 속 계절들에는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의 추이가 
없다. 겨울은 봄, 여름, 가을과 함께 병치된다. 마틴의 모든 다른 
프로젝트의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사람들,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공간은 여전히 공간으로 남는다. 

마틴은 그의 프로젝트의 의도에 대해 시간의 개념과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는 방법, 서로 다른 순간에 도시 공간을 이용하는 것 등에 
집중했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지나쳐버리는 
것과 달리 마틴은 사진작가들이 종종 그러하듯 그의 주변 환경을 
면밀히 흡수하여 보행자들이 놓치는 세세한 부분들을 작품에 담아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차갑고 생동감 없는 건물들 사이에서, 혹은 얼른 
다른 장소로 이동하느라 흐릿하게 잊어버리고 마는 장소들 속에서 
무너져버리는 얼굴 없는 인간성을 간과한다면 마틴은 예술적 잠재력을 
갖는 다양한 색채와 형태 속에서 삶의 박동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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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passing through, Daegu, 

Photographic collage

34×47cm, 2018

←

Day & Night collide, Daegu,

Photographic collage,

39 cm×154cm, 2018

These days his photographs cleverly capture the movement 
of both people and time in Korea; both of which tend to 
move at lightning speed. In “Day & NIght Collide,” Martin 
captures a busy Daegu intersection and combines sections 
of a daytime and nighttime photograph by inserting columns 
from a daytime photograph among columns of that same 
intersection at night. Cars with headlights beaming smear 
across the image at night passing by cars that sit at the 
same intersection during the day. One side of the Eldis Hotel 
looks ready for nighttime festivities reflecting the neon lights 
of Korea’s downtowns, while the other side looks a bit more 
buttoned up and professional in the light of day.     

Likewise in “Just Passing Through,” the photograph looks 
down a country road in two seasons. The frame is split 
almost evenly between the road on a cold snowy day and 
that same road on a warmer day. In this image people are 
braving the weather on one side, huddled under umbrellas, 
while on the other side a subject is riding a bike down the 
snow-free side of the road. In this scene there is no physical 
space or time passing between seasons. Winter stands 
juxtaposed with spring or summer or fall. Here, like in all of 
Martin’s images in this project, underneath the people and 
despite the passage of time, the space remains the space. 

That is Martin’s intention with this project: to focus on “the 
concept of time and the way people perceive and use the 
urban space at different moments.” While most people are 
just passing through without much thought, Martin isn’t. He’s 
absorbing his surroundings the way photographers often do, 
seeing the details that the everyday pedestrian fails to see. 
While many may see faceless humanity cramped between 
cold and lifeless buildings or forgetful, blurred space 
passing by our periphery as we rush to get to the next place, 
Martin sees life pulsing among the many shapes and variety 
of colors that hold artistic potential.  



변색된 벽지, 곰팡이 핀 벽, 비좁은 방에 놓인 여러 개의 침대, 그 틈 속에 옹송그리며 모여 앉은 
식구들. 사진 작가, 정성태의 연작, ‘Life of Deportation and Settlement’에 묘사된 분위기는 
일견 차가운 느낌을 준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들은 웃고 있고 서로 감싸 안고 있으며 그렇게 
강한 희망의 빛을 내뿜는다. 

각각의 가족 사진은 사진 속 우크라이나 가족들과의 짧은 인터뷰의 일부를 내포하고 있다. 
“오직 그녀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집을 방문하는 것이 그녀의 꿈입니다.” 라고 Kiev의 가족들과 
함께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Janna Kim에 대해 작가는 말한다. Janna Kim의 친척들은 
1930년에서 1937년 사이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추방된 수많은 한국인들과 같은 
희생자들이었다. 그녀는 집에 대해 마치 익숙치 않은 영토로의 강제 이송을 견뎌야 했던 잔혹한 
가족사를 거꾸로 되짚기라도 하듯 이야기한다. 분명한 정체성도 없이 그녀의 가족들, 이러한 
반감에 영향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듯 과거에 관한 꿈, 의구심 등에 쫓기며 살아간다.

정 성 태
씨빌 캐버신



17

Tarnished wallpaper, rotting walls, multiple beds in a single 
room, and families huddled together tightly in the middle 
of it all. The environments depicted in Jung Sung Tae’s 
photographic series Life of Deportation and Settlement 
initially confront with a sense of coldness. Then the people 
smiling, strong and holding each other close build a glimmer 
of hope.

Each family portrait is accompanied by a short statement 
collected from the artist’s interviews with these families in 
Ukraine. “It is her dream to visit the home that exists only 
in her memory,” Jung says of Janna Kim, pictured with her 
family in Kiev. Kim’s relatives were victims along with tens 
of thousands of people in the deportation of Koreans from 
the Soviet Union from 1930-1937. Kim speaks of ‘home’ as 
if attempting to retrace her family history and make sense 
of the hardships and struggles they endured when being 
forced into unfamiliar territory. Without a clear, genuine 
identity to claim as their own, Kim’s family and many others 
affected by these adversities are haunted by dreams, and 
wonderings, of the past.
 
In the 1930s Korea was a protectorate of Japan, and 
because Japan was hostile towards the Soviet Union all 
Koreans who lived in the Russia’s far east were forcefully 
pushed out. Nearly 170,000 people were deported to 
Ukraine and Kazakhstan, many of which would not make 
it. Survivors were left with no choice but to use anything 
and everything they could to pull through in their refuge 
countries-sustaining the lives of their families through 
farming opportunities, shelter and donations shared 
by locals. Yet many people were separated from their 
communities and left alone to fend for themselves. 

Jung’s photographs both capture and explore the current 
lives and situations of multiple ethnic Korean families 
(also known as Koryo-saram) who are the living proof of 
survivors, but who still bear the emotional scars of these 
tragic events. Jung’s large-scale works are each displayed 
on several vertically arranged panels: possibly symbolizing 
a life in pieces, missed connections, or portraits that are 

Sybille Cavasin

↑

Koryo-saram Lee Edward(top), Ko Alla(bottom),  

Archival pigment print on Korean paper, 

112.5×150cm, 2016

←

Koryo-saram Kim Janna, 

Archival pigment print on Korean paper, 

112.5×150cm, 2016



1930년대의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는 나라였고 일본은 소비에트 
연방에 적대감을 가졌기 때문에 러시아 동쪽 변방에 사는 모든 
한국인들이 추방되기에 이르렀다. 거의 170,000명에 달하는 
한국인들이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으로 추방되었지만 대다수는 이주에 
성공하지도 못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도 없이 추방되어 
온 나라의 소작민의 삶을 살게 되었고 지역민들의 구호품이나 기관에 
의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지역 사회에서 떨어져 
나와 스스로를 격리시켰다.

정성태 작가는 이렇게 다중 국적이 된 한국인, 즉 비극의 역사의 산 
증인이며 아직도 그로 인한 상처를 고스란히 갖고 있는 고려인들의 
현재의 삶과 상황을 화면에 담아 우리에게 보여준다. 파편화된 삶, 
이산가족이 되어버린 동포들, 어떤 움직임이 감지되는 상태에 있는 듯 
하면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초상을 나타내려 각각의 사진을 수직으로 
된 판넬에 맞추어 배열하였다. 한 캡션에는 “그는 한국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다.”라고, 또 다른 캡션에는 “그들의 꿈은 한국어를 배워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다.”라고 적혀 있다. 관람객에게 주어지는 인식은 
되찾을 거라는 희망도 없이 무언가 귀한 것을 잃고 말았다는 것, 아직도 
어른거리는 전쟁의 파급 효과, 그 잔인한 현실에 대한 강조인 것이다. 

작가의 연작은 우리 대다수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알리고 
있다. 즉,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을 자유, 어딘가 내 집이라 부를 수 있는, 
자유로이 떠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 정체성도 없이 그저 건물만 
존재하는 상태가 아닌 집에서 성장하며 미래를 키울 수 있는 곳, 실현 
가능한 꿈을 가질 수 있는 곳,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그러한 집에 대해 
말이다. 그의 이미지들은 고통과 되찾을 길 없는 상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강함과 회복력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고려인들은 
상상조차 불가능한 도전들을 견디며 살아남았다. 그들에게 강요되었던 
타지에서의 예측 불허의 미래는 이제 다가오는 것들에 대한 초석이 
된 것이다. 불확실함과 과거에 대한 불가사의 등에 사로잡혔던 이들 
가족들은 이제 그들의 선조들이 가졌던 것과 같은 회복력으로 그들만의 
미래를 향해 걸어 들어가고 있다.        

set in a state of motion but are not yet complete. “He had 
a longing for Korea,” one caption reads. “Their dream was 
to learn Korean and visit Korea one day,” reads another. 
The perspective that is offered to spectators is that what 
was taken has now been lost without any hope of retrieval, 
emphasizing the harsh reality of the lingering effects of war.  

Jung’s series reveals what many of us may take for granted: 
our ability to move from one place to another; to call a 
place home, to leave that home, and then return again, to 
grow and build a future without dwelling on the building 
blocks of our lost identity, to have dreams that can be made 
possible. These images tell the story of pain and irretrievable 
losses but also a story of strength and resilience. But 
by no insignificant measure the Koryo-saram survived 
unimaginable challenges. What was once forced upon 
them as an unforeseeable future in a foreign land, is now 
the foundation for what is to come. The families, gripped by 
uncertainties and mysteries of their pasts, are stepping into 
their future with the same resiliency of their predecessors. 
As the world moves forward and futures are built, new 
dreams and possibilities will be built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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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gtae Jung, Koryo-saram, Video installation, 

Projected on Korean paper, variable size, 2016-17

←

Exhibition, Life of deportation and settlement, 

Installation view, 



인간관계는 어렵다. 동화책의 단순한 시나리오나 동요에 있어서도 
관계란 참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들은 어쩔 수 없는 
나약함으로, 사고의 폭이 좁은 탓으로, 혹은 그들을 돌봐야 마땅한 
어른들의 욕심으로 인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늙은 변종들, 
거대한 공포의 세계가 열리는 것올 보라. 동화책, ‘빨간 망토’의 아가씨는 
살아남지 못하고 아이들은 창공에서 떨어진다. 이야기들은 친근한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공포스럽다. 그것들은 두려움과 고통에 대해 
말하면서도 재차 반복되면서 어떤 따뜻한 느낌을 내포하게 된다. 구민지 
작가는 바로 이러한 불편한 느낌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그녀의 전시, ‘갇힌 것들’에서 우리는 인간의 형상이 그려진 것을 볼 수 
있다. 어린 시절의 동화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처럼 이러한 형상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은 무언가 불길한 것을 드러낸다. 이들은 천으로 
드리워지거나 몸을 구속하는, 그러나 끈이 없는 그런 장치를 입은 
것처럼 당겨져 있다. 다른 작품들에서는 몸은 자유로우나 머리가 천으로 
묶여져 마치 단두대로 끌려가는 것만 같아 보이는 형상이 묘사되어 

구 민 지
존 슈레이더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자세에 두려움 같은 것은 없다. 그들은 갇혀 
있으나 서로를 의지하여 방향을 찾고 서로의 존재감으로 인해 평화를 
얻는 듯하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서로에 대한 유대감으로 인해 잔인한 
현실을 잊고 자족하게 된다. 그들은 비쩍 말라 사지가 뒤틀려 있지만 
오래된 이야기와 같이 작가가 미화하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라는 
불완전하고 근시안적인 존재에 대한 조작의 불가능에 관한 이야기인지, 
그대로의 서로를 볼 수 있는 어떤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로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인도하는 일의 어려움에 대해 말하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그러나 그러한 세계를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 혹은 그들은 우리를 알아챌 수 있을까? 추하게 
뒤틀려 절대 사랑스럽게 보일 수 없을 거라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똑같은 양의 두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려움은 그렇게 
오히려 숨 막히는 질식이 안전하게 느끼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Human relationships are messy things. Even in the simplified 
scenarios of fairy tales and nursery rhymes, relationships are 
complicated. Children are endangered due to the inability, 
short sightedness or greed of the very people who should 
be looking after them. Look deeper into the older variants 
and a whole world of horror opens up. Little Red Riding 
Hood does not survive and babies fall out of canopies. The 
stories are familiar and yet disturbing. They speak of fears 
and pain, but somehow hold a warmth in their tellings and 
retellings. It’s this uneasy world that Koo Min Ji taps into. 

In Koo’s exhibit, “Trapped Things” we see human forms 
drawn onto boards. Just like fairy tales are vaguely familiar 
to our own world, careful examination of these figures reveal 
something that feels sinister. The characters are draped 
in fabric, pulled together like a straitjacket, but without the 

John Shrader

straps. In others, the body is free, but the head is tied up in 
cloth, like a poor soul being lead to an execution. But the 
poses do not hold fear. They are trapped, but seem to know 
their place with each other, finding comfort in the presence 
of others. Or perhaps they are complacent in their bondage, 
preferring ignorance over harsh truths. Visible limbs are 
twisted and gaunt, but like with the old stories, it is hard to 
tell if this is through the stylizations of the author, or if these 
are critiques on the inability to truly manipulate our limited, 
myopic existence and bring ourselves and loved ones into 
a world of enlightenment seeing each other as we truly are. 
But not knowing that world, would we recognize loved ones, 
or they us? There is a legitimate fear of being seen and 
judged as ugly, deformed, unlovable; and also an equal fear 
of seeing others we love in the same way. Fears that may 
make the suffocation feel like security. 

↑ 

←

갇힌 것들, crilic on canvas/wood,

가변설치, 2017



플라톤의 동굴 알레고리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 비슷한 것을 본다.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에 갇혀 그 이상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구민지 작가의 작품은 이러한 상황을 자초하는 듯 나타낸다. 
누가 이들의 눈을 가리는지는 몰라도 실은 그들 모두가 스스로 안대를 
풀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안대를 풀어버리는 것은 플라톤의 실험처럼 
더욱 더 거칠고 위험한 세계를 목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쯤 가려진 세계 너머를, 리넨 천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게 하는 상처, 
그 너머를 보라. 하나의 몸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다른 몸은 또 어디서 
끝나는지 그 묘사가 불분명하다. 때가 되면 아이가 그들의 부모와 
같아지듯 각 세대의 두려움과 불안함은 그 다음 세대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간다. 빌리 조엘의 말처럼 불가지론을 시작한 것은 우리가 
아니다. 그러나 작가는 우리가 이에 대항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녀의 최근 전시회, ‘존재하는 것들’은 아마도 이것이 세상이 지속되어 
온 방식이라 말하고 있는 듯하다. 인간은 복잡하고 이러한 작업들은 
그들이 그래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선언인 
것이다. 아마도 ‘내버려둬’라는 낮은 속삭임 속에 지혜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

갇힌 것들, Acrilic on formboard,

가변설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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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lato’s allegory of the cave, we see something similar. 
People are trapped by what they know and are unable to 
see beyond. But Koo’s work presents this circumstance 
as perhaps self-inflicted. Even though we don’t know who 
blinded these people, all of them could pull the wool from 
their eyes. But suggesting they shed their blinders likely 
would, as with Plato’s thought experiment, lead to a harsh, 
even dangerous reception. 

Look beyond the hooded nature, beyond the appearance of 
wounds bleeding through the linen. The delineation of where 
one figure begins and the other ends is often uncertain. 
Just as the child becomes their parent in time, the fears and 
insecurities of each generation easily blend into the next. 
To paraphrase Billy Joel, we didn’t start the nescience. But 
Koo doesn’t tell us whether we should fight this. Her latest 
exhibit, “Things That Exist” hints that perhaps this is just how 
it is. Human beings are messy, and these works are not a 
judgement of whether they should or should not be, but a 
declaration of being. Perhaps there is wisdom in the muffled 
words, “let it be”.

↙

존재하는 것들, Acrilic on wood,

가변설치, 2018

↓ 

Falling, Acrilic on canvas,

90.9×72.7cm, 2017



권현경 작가에게 특유의 비법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눈속임일 것이다. 
세세하게 묘사된 그녀의 풍경화는 일견 신중하게 선택된 필터를 사용해 
찍은 사진처럼 보일 수도 있다. 흐릿한 이미지와 부드러운 선들은 
자세히 보기 전까지는 그녀가 색을 미묘하게 변화시켜 색채 사이의 
윤곽을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없도록 자연스럽게 번지게 하는 스푸마토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 그녀가 구사하는 색채들과 
톤은 너무도 절묘하게 섞여 있어서 거의 서로 녹아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녀의 그림 속 기묘한 현실은 우리가 인공적 환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비록 작가는 그림을 취미로 시작하였지만 그림에 집착할수록 그녀는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대학교 1학년 때 그녀는 
망설이다 전공을 미술로 바꾸었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를 계속한 
뒤 유화를 집중적으로 작업하는 작가가 되었다. 2017년 홍익대 
아트센터에서 개최한 공모전에 수상을 하는 등 그녀의 노력은 결실을 
맺게 된다. 

그녀에게 그림은 단지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의 
탈출구이다. 그것은 그녀에게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잊게 
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매체가 되어준다.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찾아오는 공허함, 우울감, 그리고 기쁨 등의 
감정들이 그녀에겐 작품의 주제이다. 그러나 그녀의 작품에서 가장 
지배적인 정서는 바로 고독감이다. 그녀는 이러한 정서를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서 찾는다. 그녀의 그림에는 어떤 대상도 없다. 그것은 그저 
풍경이며 드넓은 어떤 공간이다. 이러한 장면들이 그녀에게는 낙원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Hyunkyung Kwon’s great trick is deception. Her intricately 
detailed landscape paintings initially look like photos 
showing life through carefully chosen filters. The scenes 
are hazy and the lines soft but It isn’t until closer inspection 
that one sees the use of sfumato, where her colors and 
tones are so masterfully blended that they almost melt into 
one another. But then the strange reality sets in that there 
is no life among the man-made structures where we would 
ordinarily see people.

Although drawing began as a hobby for Kwon, the more 
obsessed she became, the more she realized her potential. 
As a freshman in college, she reluctantly changed her major 
to art. She continued to study it in graduate school and then 
eventually made oil-based painting her m tier. In 2017, her 
efforts were rewarded when she received an award from the 
National University Art Competition at Hongik University Art 
Center Gallery in Seoul. 

Painting isn’t just a pursuit, but also an escape for Kwon. 
It allows her to forget about the stress she finds in 
relationships and gives her the space she needs to express 
her ideas. Emotions such as emptiness, melancholy, or even 
joy that come unabated in everyday life are clear subjects of 
her work. Solitude however, dominates all of her art. Kwon 
craves this in a country where there is almost none. There 
are no subjects in her paintings, just landscapes and an 
abundance of space. Seemingly these little snapshots of 
paradise exist for the artist. 

권 현 경
테리 오 포크너

←

Midday, Oil on canvas, 

90.9×72.7c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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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y O. Faulkner

↗

Midday, Oil on canvas, 

112.1×162.2cm, 2018

→

Midday, Oil on canvas, 

112.1×193.9cm, 2018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해 공포를 느끼겠지만 그녀는 
고독에 대항하며 드넓은, 텅 빈 공간을 추구한다. 판단을 흐리게 하는 
타인의 부재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좋은 
작업 방식인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맑은 하늘을 최초로 경험했던 
때가 공허함과 우울함으로 점철되었던 고등학교 시절이었다고 
이야기한다. 작은 방 안에서, 비좁은 공간에 앉아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바라보곤 했다고. 우울한 교실이 아니라 그렇게 내다보곤 했던 바깥이 
자신에겐 가장 이상적인 공간이었다고 말이다.

반이상향을 추구하는 만화 같은 정서 속에는 오직 사람들이 남겨놓을 
법한 것들의 표식만이 존재할 뿐이다. 각각의 작품 속에서 하늘은 
캔버스를 지배하는 요소가 되어 관객의 눈과 생각들을 현실로부터 
괴리시켜준다. 작가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잠시나마 세상과의 단절을 
추구하는 것은 아닐까. 소셜미디어와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물질에 
관한 욕망으로부터 잠시라도 떨어져있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까. 권현경 
작가의 작품은 우리가 침묵과 고요함, 그리고 우리를 오히려 정상으로 
이끄는 어떤 요소들을 갈망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해 준다. 

                

While most would be haunted with the idea of living alone, 
Kwon revels in solitude and in the empty, open spaces. 
Finding her own way without others around to cloud her 
judgment is exactly how she works best. “The first time I 
remembered the clear, clear images of the sky was in my 
high school days, when I felt a lot of emptiness and gloom. 
In a small room, sitting in a dense place...looking out of the 
window with no clouds in the sky. The outside was the ideal 
place for me, not the sullen purlieu of the classroom.”

In the spirit of a dystopian cartoon, there are only signs of 
what people may have left behind. In each piece, the sky 
dominates the canvas, in an effort to draw your eyes and 
thoughts away from the reality of your surroundings. Much 
like the artist, perhaps we too crave a bit of respite from a 
world where social media and unrealistic material desires 
flood our consciousnesses. Kwon’s art reveals a part of us 
that longs for silence and tranquility and perhaps that very 
quality is what keeps us sane.  

←

Midday, Oil on canvas, 

162.2×130.3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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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dday, Oil on canvas, 

162.2×130.3cm, 2016

→

Midday, Oil on canvas, 

100×100cm, 2017



우미란 작가(흑백사진 속 작가)가 자신의 작품들로 둘러싸인 채 
작업실에 앉아 있다. 편안한 차림과 자세와는 달리 그녀의 표정은 
진지하다. 그러나 이 흑백 사진 속에서 그녀의 회화 작품에 나타나는 
강인함이 감지되지는 않는 듯하다. 그녀의 작품의 가장 주된 요소는 
색채이다. 어떤 작품들은 부드럽고 친근하지만 다른 작품들은 혼돈과 
불안으로 가득한 것만 같다. 그러나 두 종류의 작업 모두 관람자를 
현실에서 끌어내어 작품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드는 힘이 있다. 

작업을 위한 소재나 주제의 선정에 있어 우미란 작가는 다양한 변화를 
즐기는 편이다. 그녀의 작업은 설치에서 사진, 그리고 회화 등 다양하다. 
이 모든 것들은 공통적으로 동적인 어떤 감각을 내포하고 있다. 키 큰 
자작나무들 사이에 둘러싸인 고요한 호수를 묘사하든(Foundation, 
p.27) 구겨진 이불 위에 누워 있는 나부(裸婦)를 그리든(Foundation, 
p.27), 그녀의 주제나 양식에 있어서의 변주는 협업을 좋아하는 그녀의 
성향에 기인한다. 현재 그녀는 협업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과 함께 하는 
시각 예술가 그룹, ‘NODOUBT’을 대표하며 작업하고 있다. 작업에 
대한 영감을 어떻게 얻게 되는지에 관해 그녀는 자신의 작업이 어떤 
지속적인 과정이며 그들 중 일부는 꿈에도 나타나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녀는 주제가 매번 변하는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Foundation’이라는 하나의 큰 테마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Woo Mi Ran(black and white photo of the artist) sits in a 
studio surrounded by her work. Mi Ran seems quite serious 
in comparison to her relaxed style and posture. The impact 
of her paintings isn’t yet visible in this black and white 
photograph. A key element to Woo Mi’s works, is the colors. 
While some of her work is soft and inviting, other paintings 
seem imbued with a sense of chaos and unease. In either 
case, one is pulled out of reality and into her world.
 
There is a lot of variation in Mi Ran’s choice of medium 
and subject matter. Her art varies from installations to 
photography to painting. All of these have a sense of motion 
in common. Whether depicted in a serene lake surrounded 
by tall birch trees (Foundation, p.27) or through a naked 
figure sprawled on rumpled sheets (Foundation, p.27).   
Mi Ran’s variation in subject matter and style can most 
likely be contributed to her fondness for collaboration. At 
present she represents a collective named ‘NODOUBT' 
where she proposes collaborations with any artist who 
might be interested. For her inspiration she explains that it 
is a continual process, some of which can even be found 
in her dreams. Mi Ran said that in her artwork, “the subject 
changes each time, but looking back, everything has one big 
theme: 'Foundation.'” 
 

우 미 란
머릴 부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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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ndation, Oil on canvas, 

193.9×259.1cm, 2015 

→

Foundation, Oil on canvas, 

130.3×130.3cm, 2014

Meryl Booth



‘Foundation’ 연작에 나타난 묵직한 붓질과 색채의 급습은 일종의 
운동감을 보여준다. 그녀가 사용하는 차가운 색의 조합에는 지루함을 
깨뜨리는 강한 빨간색이 사용되었다.(Foundation, p.28) 작가는 
이러한 빨간색의 사용이 저항의 표현이라 이야기한다. 이러한 삭막한 
대조는 그림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고 불안감을 드리우며 무엇보다도 
그림에 강한 생명력이 깃들게 한다. 또한 그녀의 흐릿한 시각은 
또렷한 교차선으로 대조된다. 숲을 표현한 그녀의 많은 작품들 속에는 
수직선들이 반복되어 있는데 이는 관람객들을 작품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Foundation, p.28)

In her series titled ‘Foundation’, heavy directional 
brushstrokes and swoops of color, allow for a sense of 
motion. She uses a cold palette interrupted by bursts of 
intense red (Foundation, p.28). Mi Ran says upon further 
reflection this use of red appears rebellious. This stark 
contrast is exciting and unnerving, bringing her paintings to 
life. Additionally she contrasts her blurred visions with sharp 
intersecting lines. In many of her forest scenes there is a 

↑

Foundation, Oil on canvas, 

162.2×130.3cm, 2014 

→

Foundation, Oil on canvas, 

91×91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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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R 아트센터에 설치되었던 그녀의 설치 작품, ‘Stretch Out 
One’s Legs’는 관람객과의 물리적 공감각을 더욱 유도하여 그녀가 
회화 작품에서보다 한 걸음 더 진보하였음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전시장의 벽을 메탈지로 덮었다고 자신의 설치 작품에 대해 설명한다. 
메탈지는 빛을 투사하였을 때 마치 거울과도 같은 효과를 낸다. 그녀가 
설치 작품에서 창출하고자 하는 시각적 효과는 회화 작품에서도 
보였던 초현실주의적인 분위기를 드리우는 것이다. 마치 벽에 걸린 
오브제처럼 그녀는 빛이 어떻게 물성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녀는 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ASMR)를 통해 청각적으로도 느껴질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이는 시각적, 청각적 자극체로부터 우리의 몸이 
반응하게 되는 육체적 감각을 설명하는 것으로 육체를 통해 전달되는 
비자발적이고 물리적인 반응을 일컫는 말이다. 그녀는 이러한 ASMR을 
사용하여 전시장 곳곳에서 동시에 반향을 일으키도록 만들었다. 그녀는 
관람객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초현실적인 어떤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고자 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감각을 극대화하여 그들이 
보다 내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이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KEDA’(p.27)라는 프로젝트에 관해 
이야기하며 어떤 최초의 불안에 대해 설명한다. 그녀는 이 작품을 통해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느끼게 되는 불편한 시선들에 대해 집중한다. 
그녀는 사진 속 익명의 인물들의 시선 위로 붉은색을 드리우고 목탄으로 
배경을 완성한다.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이 의도치 않게 불편함을 
선사하는 시선을 끌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각각의 작업은 바로 
‘자신’에서 출발한다. 이렇듯 그녀가 언급한 작품의 동기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왜 그녀가 애초에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작품에서 작가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한 시선을 말하는 것이다.                      
    

repetition of vertical lines, which pulls the viewer into the 
center of the piece as in (Foundation, p.28). 
 
Mi Ran’s installation piece ‘Stretch Out One's Legs' ((ASMR 
exhibition center) page ##) has gone a step further than 
her paintings by creating physical motion within the 
viewer. Mi Ran explains her installation piece, saying that 
she covered the wall of the exhibition space with metallic 
paper. This functioned as a mirror when she projected light 
onto the space. Her aim, visually, was to repeat the surreal 
atmosphere also found in her paintings. She speaks about 
how this light becomes materialized in the environment like 
an object on the wall. Going a step further, Mi Ran adds 
auditory motion through 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 (ASMR). A term coined to explain the physical 
sensation one might feel from certain auditory or visual 
stimuli. This translates into an involuntary physical tingling 
sensation through the body. Mi Ran utilized this ASMR in 
her exhibition, echoed from all corners and sensed all at 
once. Mi Ran said she created a space where viewers could 
experience surreal circumstances outside of their daily 
routine. She forces them to focus inwardly by overloading 
the senses.

Mi Ran also elaborates on the initial unease by talking about 
her favorite project, titled KEDA(p.27). She says she focuses 
here on the uncomfortable gaze of everyday life. She uses 
red to smear out the anonymous gazes of the subjects 
photographed and sketches charcoal scenery onto the 
background. Mi Ran speaks about herself saying that she, 
as well as the ordinary person, unintentionally attracts this 
gaze, which often makes us uncomfortable. Mi Ran says 
each piece starts with ‘I’. Referring back to the motifs of her 
art and performances one might understand why Woo Mi 
Ran sits with a very serious expression. Attracting a gaze 
which can be uncomfortable when shifted from artwork to 
artist. 

↑

기본에 대한 불편함, Performance, 

Painting & charcoal on banner,

400×150cm, 2015 



미술대학과 인연이 없었던 내가 미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그래도 
대학생 시절이었다. 월간지를 정기 구독하고, 전시를 찾아다니고, 전공 
이수를 하고 남은 학점을 예술대학에서 채운 내가 관심을 가진 일은 다름 
아닌 도슨트였다. 때마침 그로부터 얼마 뒤에 극장판 <미스터 빈>을 
봤다. 영화에서 실수투성이 미술관 직원 미스터 빈이 전시장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하루 일을 마치는 주인공을 보며 내가 도슨트라는 
직종을 더 선망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어떻게 하겠냐마는. 
결국 영화 주인공은 제임스 휘슬러의 그림 <화가의 어머니>를 훼손하는 
사고를 치르고 만다. 그리고 난 공부를 더 하게 되었고, 딴 일을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되고 말았다. 지금도 내 주변에는 
도슨트 일을 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 일은 당장 내가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도슨트 직은 미술 전시 기관 속에서 그 어떤 기능 정의가 매겨지더라도, 
학예연구사나 큐레이터에 비해 중심부보다 주변부에 가깝게 위치한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잦은 이직률, 업무의 단조로움이라는 2차 
노동시장의 특성을 모두 갖춘 도슨트 직을 산업사회학이나 경영학 
인사조직론을 통해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다. 
만약 내가 이 문제를 관찰한다면, 도슨트 직보다 위계상 상부에 있는 
전문직조차 노동 조건이 도긴개긴임에도 차별화하려는 인식에 주목하고 
싶다. 말이 옆으로 빗나갔는데, 도슨트 직은 일의 난이도에 비하여 
상당히 고달픈 업무다. 무엇보다도 작품을 만지거나 그 앞에서 장난치는 
아이들을 막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 조소 작업만을 보면, 누구나 
만져보고 싶은 충동이 드는 작품이 좋은 조각이라는 말이 있지 않나. 내 
경우로는 최근에 최만린 선생의 개인전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다. ‘아, 
어떻게 이렇게 곡선을 주었을까?’ 식의 감탄은 결국 브론즈 조각에 슬쩍 
손을 대보는 걸로 이어졌다. 만약 옆에 도슨트나 누가 있었다면 내가 
그랬을까?

대봉동에 스페이스 [b]라는 전시장이 있다. 이곳은 원래 건축인테리어 
스튜디오로 쓰던 공간이다. 그런데 이 장소의 주인이 옆에 건물을 손봐 
자리를 비운 후에 빈 곳이 되었다. 여기가 지금의 미술 전시장이 된 
것이다. 좀 더 세세히 말하면, 바로 이 잡지를 꾸려가고 있는 정세용 
선생이 방천시장에서 기획 전시를 펼쳐나갔지만, 치솟는 점포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공간을 문 닫았다. 그때 그 건축사무실을 운영하던 
김태경 소장이 손을 내밀었다. 그는 자신이 떠나는 그 자리를 좁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전시공간으로 바꾸었고, 이곳은 스페이스 [b]의 간판을 
달게 되었다. 개관 이후 이 전시장은 좋은 작가들이 많이 지나갔으며, 
모르긴 몰라도 더 많은 작가들이 이곳에서의 전시를 선망하고 있을 
것이다. 스페이스 [b]는 인근에 위치한 브라켓 사무실과 이름난 카페들과 
더불어 동네의 명소가 되었다.

물론 다 완벽한 게 아니다. 이곳도 어쩔 수 없는 부족함이 있는데, 그 
만족스럽지 못함의 대부분은 도리어 매력적인 장점이 된다. 무엇보다 
여기가 도슨트나 큐레이터의 상주 공간이 마땅치 못하다는 점이 있다. 
이런 난점을 대하는 가장 흔한 형태는 전시장 문을 잠가놓고 윈도우 
갤러리 형식으로 ‘반’ 공개하는 식이다. 그런 곳은 예컨대 미디어아트에 
딸린 사운드도, 두꺼운 유화의 질감도, 작가의 노고와 함께 배인 물감 
냄새도 접하기 어렵다. 또 앞서 말한, 조각 작품에 손을 대고 싶은 자아와 
전시장 매너와의 대결도 없다. 거기에 비하여 스페이스 [b]는 오전과 
오후 동안 지키는 사람이 없어도 공간을 개방한다. 이쯤이면 스페이스 
[b]의 B를 방치(Bang-chi)의 머리글자라고 할 법도 하다. 이곳이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흥했으면 좋겠다. 이곳만의 고유한 성격을 
가질 수 있다면 좋은데, 그 방향이 이를테면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장소, 
실험적인 설치 작업을 보여주는 곳, 작품을 단 몇 점으로 제한하여 
미니멀리즘을 강조하는 갤러리, 그 어떤 것도 스웩할 것 같다. 다만 나는 
스페이스 방치의 원칙에서, 작가들이 본인들의 작품이 미술애호가든 
지나가든 동네주민이든 그 누구든 호기심을 갖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숨결과 손길이 닿은 이후의 상태를 가늠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일종의 공공미술 작품으로서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공간, 
그런 것 말이다.

스페이스 [b]
윤규홍 Yoon Kew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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