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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정석희<새를보내다, 편지를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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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모 개인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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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전 ‘29초 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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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미디어캔버스>는 시민이 향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와 영상, 

콘텐츠 등 전자적 빛으로 이루어진 예술작품을 지속적으로 전시하는 

미디어플랫폼으로, 의미 있는 예술행위를 통해 공공미술의 영역을 확장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공유 가능한 미디어스크린입니다. 

2019년 제2회 전시인 ‘기획공모 개인전’(展)은 역량있는 순수미술가 및 

미디어아티스트의 작품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개최하는 주제 개인전으로 작가의 

작품세계 전반을 살펴보는 공공미술 전시입니다.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신기운, 

정석희, 신제현, 정재경 작가가 선정되었습니다. 전시는 2부로 구성되었으며, 1부에 

참여한 신기운, 정석희 작가는 각각 미디어아트와 회화 · 드로잉 영역에서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한 작가로 일상과 시간, 삶과 존재를 주제로 생각을 일깨우게하는 

특별한 전시를 선보입니다.

 

대외협력 ‘29초 영화제’전(展)은 한국경제신문과 협력하여 추진한 전시로 29초 

분량으로 제작한 단편 영화로 디지털 시대에 맞춰 시민과의 예술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새로운 영상문법의 실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된 전시입니다. 자연환경, 

일상생활 등 다양한 작품과 톡톡튀는 아이디어들로 구성된 단편 영화들을 통해 

시민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 해줄 것입니다.

 

‘네이처 프로젝트’전(展)은 ‘자연’ 또는 ‘사계절’을 주제로 한 공모 프로젝트로 자연에 

대한 작가들의 예술적 세계관을 살펴보는 공공미술 전시입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총 6인이 선정되었으며, 분기별 2인의 작가작품을 선보입니다. 제 2회 전시에 참여한 

신재은, 이승연 작가의 작품들은 자연의 의미에 접근하는 독특한 시선을 제시하여 

새로운 미적경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시민영상'전(展)은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공모를 통해 개최되는 

전시로 1분 이내의 자유주제로 일상적인 삶을 찍은 동영상, UCC, 애니메이션, 

생활 영상수기 등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영상작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상시 공모로 접수 받은 이번 전시에는 최종 2명의 시민작가가 선정되었습니다.

[서울로미디어캔버스]

2019 2nd 기획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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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모 개인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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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GOOD NIGHT

신기운 SHIN Kiw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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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모 개인전 1부 

1. 잠수교 Jamsugyo Bridge
Single channel video, 2:00, 피아노 연주(피아니스트 고희안),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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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운 SHIN Kiwoun

인왕산 Inwang Mountain
Single channel video, 1:40, 

피아노 연주(피아니스트 고희안), 2019

3. 서울역 Seoul Station
Single channel video, 1:27, 피아노 연주(피아니스트 고희안), 20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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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모 개인전 1부 

5. 니다로스 성당 Nidaros Domkirke
Single channel video, 2:00, No sound, 2013

4. 한강 서측 Hangang, West
Single channel video, 1:35, 피아노 연주(피아니스트 고희안),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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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운 SHIN Kiwoun

7. 술라 등대섬 Sulafyr 
Single channel video, 2:00, No sound, 2013

6. 트롬쉬 Tromso
Single channel video, 2:00, No sound,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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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모 개인전 1부 

8. 알파로드 창문 Alpharoad Window
Single channel video, 2:00, No sound,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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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운 SHIN Kiwoun

10. 게스트 스튜디오2 Guest Studio2 
Single channel video, 2:00, No sound, 2013

포담공원 Fordam Park
Single channel video, 2:00, 
No sound, 20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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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글   CRITICS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GOOD NIGHT 

삶의 다양한 순간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인사를 건넨다. ‘안녕’으로 표현되는 가장 

기본적인 인사(말)에는 우리네 역사 속에서 

표출되어온 삶의 지난함이 드러나지만 

그것은 서로의 안부에 대한 궁금증으로 

환원되며 동시에 우리 삶의 근원적인 

반복성에 관한 확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마주하는 세계는 동일성과 반복성으로 

규칙지어 있음을 매우 단순한 안부 인사 

속에서도 재차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안부) 인사는 아침과 점심, 저녁과 밤이라는 

시간의 공통 분모를 취한다. 일상의 구성이 

이처럼 단순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시간의 

구획으로부터 우리는 스스로의 삶의 모습을 

틀 지우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패턴을 

생산한다.

   

신기운 작가의 2019년 시리즈작인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Good Night>는 

'서울로 미디어캔버스'를 위해 제작된 

(서울의) 풍경을 포착한 작품들이다. 이전 

작품에서부터 시간에 의해 소멸하는 대상에 

관하여 관심이 많았던 작가는 오히려 우리 

삶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요소로서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발견한다. 현실 세계 

속의 모든 사물은 시간의 법칙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러한 

원리를 매우 세밀하게 포착했던 작품이 

작가의 이전 작품들이었다면 금번의 작품은 

이와는 정반대로 모든 것을 생성시키는 우리 

삶의 규칙들을 점검한다. 영상이 상영되는 

미디어캔버스의 비율에 따라 가로로 긴 

화면비를 가진 작품의 이미지는 제시되는 

풍경의 모습을 매우 안정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적인 화면 구도는 영상 

기법과는 미묘한 리듬의 차이를 보이는데,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포착된 장소 

이미지를 압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타임랩스(Time-lapse) 기법은 실제 시간을 

빠른 속도로 재생시키켜 매우 안정적으로 

제시되는 풍경의 이미지에 생동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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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운 SHIN Kiwoun 

작품의 배경이 되는 총 4곳의 장소들, 즉 

서울역과 한강, 잠수교, 인왕산이라는 

지역은 서울의 대표적 경관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따라서 서울 시민들 혹은 서울에 

방문하는 이들이라면 그리 어렵지 않게 

떠올려 볼 수 있는 일상적 공간들이지만, 

이러한 공간들은 현대의 도시들의 보편적인 

모습으로 치환되기도 한다. 그러나 매우 

익숙한 듯한 풍경의 모습들은 압축적인 

시간을 통해 어딘지 모르게 이질적이고 

낯설게 제시된다. 이러한 특성은 영상의 

BGM을 통해 더욱 강조된다. 빠른 템포로 

제시되는 해당 장소의 시간적 이미지는 매우 

느린 흐름으로 흘러나오는 배경 음악을 통해 

다시금 이완되는 효과가 제공되며 이로부터 

관객들은 현실에 대한 거시적/미시적 

시각의 충돌을 경험하게 된다. 

 

찰리 채플린의 말처럼, 우리네 삶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러한 삶에 대한 관찰은 

일차적으로 삶이라는 대상으로부터의 

거리에 의해 구성되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긴급하게 지나가버리는 

시간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가쁜 호흡의 

긴장감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긴장감이 

가로로 긴 넓은 화면비와 음악적 구성에 

의해 해체되는 것이다. 작품의 제목이 

일상적인 인사말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래 작품 제목으로 사용된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Good Night”이라는 문구는 

1998년 개봉되어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트루먼쇼 The Truman 

Show>에서 주인공 트루먼이 마지막 

장면에서 관객들에게 건네는 인사말이다. 

작가는 우리의 일상 속 장면에서부터 

비일상적인 시간을 제시하며 우리 스스로의 

현실을 돌아보게 만든다. 마치 영화 속 

트루먼처럼 말이다. 

 

"오늘 못 볼지도 모르니 미리 인사하죠.  

굿 모닝,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 그리고  

굿 나잇”   

유원준 (매체미학)

굿 모닝,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 굿 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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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노트  ARTIST’S NOTE

남아있는,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기록물.

이것은 기존 갈아 없애는 작업의 

반대에 해당하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이전 작품들에서는 일부러 

갈아내거나 분해하는 일이 없다면, 

그 제품들은 생각해보면 작가 자신 

보다 오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주변의 환경들, 풍경들은 

우리가 하루의 아주 일부의 시간을 

보면서, 늘 지나치지만.

이것들은 매 순간 24시간 

매 분마다 존재하고 

있었고, 존재하고 있고, 존재할 것이다.

오히려 이것을 떠나고 사라지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결국 매일 아침부터 다음 새벽까지, 이것들, 

이 장소들은 가만히 존재하고 있고, 하루를 

만들어 주는 태양의 일주에 의해 다른 

표정과 다른 색상의 스펙트럼을 만들고 

있으면서, 살아있는 모습을 표출한다.

신기운 SHIN Kiwoun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Good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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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운 SHIN Kiwoun

개인전

2018 신기운 개인전, 야니스갤러리,   
 투르크, 핀란드
2018 존재했었다. 존재한다. 존재할   
 것이다., 스페이스바, 서울
2017 세상은 회색이다, 윌링엔딜링, 서울
2015 베이츠의 방, 디올드폴리스   
 스테이션, 런던, 영국
2015 리얼리티 테스트_나비는 없다,   
 유쾌한아이디어 성수동 공장, 서울
2013 굿모닝, 굿에프터눈, 굿이브닝, 굿나잇,  
 윌링엔딜링, 서울
2013 현실과 현실성의 사이, 바벨 갤러리,  
 트론하임, 노르웨이
2012 e,g, 신기운, 브링검 영 대학교 미술관,  
 유타, 미국
2011 이동/정지된-이동, 에스플라나드,   
 싱가폴 아트센터, 싱가폴 
2006 20세기 소년, Platform L ,   
 대안공간 루프, 서울
2005 하늘높이 아름답게,    
 한국금융연수원+Space Cell, 서울

 
단체기획전

2016 클럽 몬스터, 아시아 문화전당, 광주
2016 페스티벌284: 영웅본색,   
 서울역284, 서울
2015 2014 신소장작품전 2부 세마 미디어  
 살롱, 북서울미술관, 서울
2014 2014 부산비엔날레, 부산문화회관, 부산
2014 하이 프라이스, 스케치, 런던
2013 서울 스퀘어 아트페스티벌,   
 서울스퀘어, 서울
2013 라데몬 오픈스튜디오, 라데몬 아트   
 스튜디오, 트론하임, 노르웨이

2012 덧없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예찬 I,   
 갤러리 정미소, 서울
2012 Temporal Being & On Manner of   
 Forming, 에드윈 갤러리, 인도네시아
2012 뮤즈로 부터의 소리:영국의 6명의 작가들,  
 아트선재, 서울
2012 헌실 유지: 멀티미디어 재생의
 시데의 한국작가들, 콜로라도 대학   
 미술관, 콜로라도,미국
2012 위치, CIT 웬더스포드 퀴 갤러리,   
 코크, 아일렌드
2011 비디오+케스트, 아르코 미술관, 서울
2011 아트 광주11:더블 데모크라시,  
 김대중 컨밴션센터, 광주

 
레지던시 

2013 라데몬 아트레지던스 프로그렘,   
 트론하임, 노르웨이
2011 라우마스 레지던스 프로그렘, 라우마,  
 핀란드

2010 개스트하우스, 코크, 아일랜드
2005 국립 창동 스튜디오 3기 단기작가

 
수상

2012 SIA 미디어 아티스트 어워드_입상
2010 영국 블룸버그, 뉴컨탬퍼러리   
 2010_영아티스트 선정
2007 제29회 중앙미술대전_대상
2005 제3회 미디어작가상[다음세대재단]
2004 제1회 서울미술대상전_입선

참여작가 약력 C.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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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모 개인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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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WHAT I DO

정석희 JUNG Seok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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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모 개인전 1부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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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희 JUNG Seokhee

1. 새를 보내다, 편지를 쓰다
Let the Bird Fly Away, Letter Writing 
Single channel video, Re Edit, 01:51,   
sound, 2019

이 작업은 짧은 두 개의 작업을 연결하여 각각의 
작업의 의미와 내용이 어떻게 양립 할 수 있는지에 
관한 탐구다. 우연히 발견한 새의 죽음, 눈 내리는 
실내에서 편지 쓰기, 현실과 상상의 세계에서 
실사와 회화의 대비를 통해 삶과 죽음의 모호한 
경계를 살펴본다.

2. 눈이 오겠네
Looks Like It's Going to Snow  
Single channel video, Re Edit, 03:13,   
sound, 2018

기억 속에 자리하는 개인의 경험과 삶의 실존에 관한 
담담한 독백을 형상화 했다. 개인의 삶에서 부딪히는 
갈등과 관계의 대립을 극복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포용하며, 화해와 치유의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드러내고자한다. 

3. 숨결, Breathing 
Single channel video, Re Edit, 03:08,   
sound, 2017

‘숨결’은 내가 바라보는 세계와 인간의 서사-
역사, 종교, 문화 등-을 나의 내적 체험으로 고백 
해보려는 시도이다. 

4. 들불 Fire on Wild 
Single channel video, Re Edit, 02:40,   
sound, 2017

‘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 그 안에 몸담고 있는 
모든 생명과 자연을 품고 있는 현장이며, ‘불’은 하나의 
현상으로서 생명을 타오르게 하며,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고통과 아픔, 희망을 상징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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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에피소드 Episode 
Single channel video, Re Edit, 03:28, 2014

‘Episode’는 인간이 경험하고 느끼는 다양한 감정, 
상황들을 10개의 이야기로 구성한 영상드로잉 
작업이다. 낯설음, 경계, 확신하는 것에 대한 
정의, 절대고독, 자유로움의 추구 등 관념적이고 
주관적인 나의 해석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작업은 2014년의 큰 역사적 비극인 세월호 사건을 
맞아, 작업 안에서 현실과 관념의 세계가 만나 
부딪히며 충돌하고 끝날 수 없는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

6. 구럼비 Gureombi
Single channel video, 02:10, sound, 2014

제주도 강정마을의 구럼비 바위의 파괴와 그로인한 
생명과 환경의 문제, 해군기지 건설의 국가정책의 갈등과 
대립 이라는 첨예한 현실의 문제를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려는 나의 열망과 
의지를 함축 하고 있다. 작업 안에 등장하는 용천수의 
정령은 그런 갈등과 대립의 구조를 완화 시키고 풀어 
나가는 매개체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상징 된다.

7. 무명 Unnamed 
Single channel video, Re Edit, 01:49, 2013

작업 ‘무명’은 민화의 내용이 영상드로잉 기법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소박한 심성과 삶의 기쁨, 
그리고 애환이 위트와 해학으로 드러난다. 과거 
속화의 가장 중요한 주인은 이 땅의 평범한 
갑남을녀들이었으며, 이들도 모든 사람들 속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필부들로서 이 시대의 속화는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지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8. Happy Window
Single channel video, Re Edit, 03:18, 2012

세 개의 각기 다른 나의 작업들은 나의 의식과 경험에 
대한 기억을 반영 하고 있다. 
거기에는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인간상으로서의 한 
인간이 등장 하는데, 작업들은 많은 이미지의 순간순간 
변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현실과 비현실의 
공간과 상황들을 통해 어디론가 끊임없이 다다르려 
하지만 다다를 수 없는 인간의 실존적 한계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려는 인간의 부단한 의지를 펼쳐 
보인다.

기획공모 개인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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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모 개인전 1부 

9.

10.



21

정석희 JUNG Seokhee

9. 안과 밖 Within and Without
Single channel video, Re Edit, 02:03, 2012

한 개인의 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는 불분명한 
감정과 정서의 혼돈 등을 일상의 삶 속에 투영하고 
있으며, 노동, 정치, 고립과 자유 등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은유가 드로잉과 영상으로 담담하게 
그려진다. 인물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소소한 
사건들은 진행되고 있으며, 화면은 실제영상과 
드로잉의 이미지가 혼합, 병치되어 나타나고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유롭게 
흘러간다.

10. 가벼운 변화들 The Light Variations 
Single channel video, Re Edit, 01:27, 2011

세 가지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이 작업은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며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부터 어디론가 떠나는 
끝없는 여정이 있다. 초월적인 장소와 시간은 의식의 
흐름에 따라 가벼운 깃털처럼 유쾌하게 전개된다.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이야기의 구성은 유연한 사유와 감각, 
유동적인 흐름에 따라 작업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큰 서사의 틀 속에서 새로운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재창조한다.

11. 어디로 갈 것인가 Where Should I Go
Single channel video, Re Edit, 01:24, sound, 2009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주제는 한 개인이 가야할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방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나’와 
‘너’의 삶 에 대한 본질적 질문이기도 하다. 이 작업에서는 한 개인의 시간의 궤적을 통해 한국의 근대와 
현대의 역사적 인물들과 역사적 사건들이 짧게 투사된다. 그 인물들은 얼굴이 드러나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잊혀져가고 소멸해가는 익명적 존재이다. 그 익명성은 정의와 올바른 역사가 표류하는 시대의 우리 모두의 
불운한 자화상을 상징한다. 

11.



22

비평글   CRITICS

THIS IS WHAT I DO

‘좋은 그림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언젠가 

‘붓을 잘 놓은 그림’이라 답한 적이 있다. ‘넣을까 

말까? 얼마나? 어느 무렵 어디 즈음이면 비로소 

완성일까?’ 그림을 그리면, 아니 창작에 몰두하면 

누구나 마주치는 문제이다. 장면 한 컷, 꽃송이 

한 줌, 터치 하나하나가 온통 갈림길이다. 시작은 

있으되 맺음이 없는 이 말썽. 잘 쓰지도 않던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성어는 하필 이맘때 선명히 

떠오르는지, 그저 나아간다고 능사도 아니다. 붓 잘 

놓기가 그렇게 어렵다. 제어될 욕심이었다면 이미 

욕심이 아니니까.

 

정석희는 탐욕스럽다. 다루고 싶은 것도, 할 

이야기도 많다. 이야기의 옆면을 들추고 뒷면까지 

엿보려 든다. 깊이와 밀도를 간직하면서 전개는 

자유롭고 싶어 한다. 붓을 잘 놓고 싶은 건 물론이요, 

놓았던 붓을 다시 드는 것마저도 거리낌 없길 

꿈꾼다. 묵은 근심, 자신과 주변의 이야기, 인생의 

일반적 고민, 사회 이슈, 인류가 공유하는 가치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시야가 온누리를 훑는다. 

생각도 많고 욕심도 많다.

그런 면에서 그의 작업은 영리하다. 고르는 대신 

두루 매만지고, 맺는 대신 순환한다. 사진, 영상, 

오브제를 병치하고 목탄과 펜 드로잉, 오일, 

스크래치, 아크릴 페인팅을 바삐 넘나들며 손글씨, 

종이 오리기, 사진 위에 그리기를 가리지 않는다. 

회화는 영상화하며 다채널, 다시점, 다층위, 다양한 

편집 방식과 화면 비율을 획득한다.

드로잉 속 누군가가 욕실로 들어간다. 거울이며 

벽면 안으로 비바람 몰아치는 벌판이 실사로 

넘실대고, 문득 창 밖으론 외줄에 몸을 싣고 건물 

외벽을 누비는 노동자의 영상이 엿보인다. 정석희는 

드로잉, 회화, 영상을 적절히 결합해 ‘영상 회화’, 

‘영상 드로잉’의 형식을 정립했다. ‘삶을 스치는 

서사와 고민과 깨달음을 다룬다’ 정도의 얼버무림은 

절로 수긍할 만치 그 내용적 스펙트럼 또한 드넓다. 

서로 동떨어진 이야기 조각을 깁고 뒤얽음이 내용 

차원의 총체성 실현이라면, 드로잉, 회화, 영상 등 

각기 다른 꼴의 교잡 실험은, 해당 박자가 형식 

차원에 고스란히 전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내용과 형식의 경계란 애초 칼같지 않으나, 그의 

작업에서는 병치, 접목, 결합이, 내용과 형식을 

불문하고 보다 기탄없이 동시다발 통합적으로 

일어난다. 순수에의 미련, 이종 교배의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극복했음을, 혀가 아니라 작업으로 

내보인다.

형식의 격벽을 깨고 자유자재로 내용을 버무리던 

관성은, 마침내 전개 방식의 타성마저 허문다. 

그의 작업이 내보이는 장면 흐름은 서사 전달에 

기댄 전개(스토리 구성)라기보다는, 사건 기저의 

공통분모를 잡아채는 통찰력, 그에 파생하는 

인문학적 영감, 이를 한데 엮는 시각적 상상력에 

손을 싣는 전개, 말하자면 ‘이미지 구성’에 더 

가깝다. 이를 헤아리면 “굳이 지우고 덧그리느냐? 

차라리 여러 점 나눠 그리지…”와 같은 괜한 

안타까움을 예방할 수 있다. 해당 전개(이미지 

구성) 없이는 눈앞의 결과물, 처음 붓을 들 무렵엔 

짐작조차 가지 않았을 아득한 이 지점에 결코 

다다르지 못했을 테니까. 그림은 곧게 걷는 법이 

없다. 더구나 이미지 구성은 인과로 엮인 서사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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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지 못해, 내닫는 방향이 천방지축이다. 작품이 

스스로 크는 힘과, 작가의 상상력은 늘 씨름하며 

벡터의 합력 방향으로 지그재그 나아간다.

정석희의 작업 소개는 글쓴이를 막론하고 

대동소이하다. 인간 실존의 크고 작은 이슈를 

드로잉, 페인팅 그리고 영상이 결합한 형식으로 

다룬다는 것. 충분한 설명이다. 남은 건, 작업 속에서 

다루는 실존에 앞서 ‘이 작업 행위야말로, 실은 그의 

가장 주된 실존’임을 눈여겨보는 일이다.

현대미술은 특히나 작가와 작업을 따로 떼어 

바라보기 여의찮다. 사적 접근이나 작업의 완결성은 

둘째 문제이다. 마치 ‘둔각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의 

중심’처럼, 작업적 실체가 툭하면 작품 바깥에 

자리하는 탓이다. 작업 하려 사는 게 아니라, 작업 

하며 산다. 작업은 분신이 아니라 흔적이다. 통째로 

생각을 구운 게 아니라, 한갓 그 부스러기인 셈이다. 

작업은, 문득 “타임!”을 부르고 현실에서 멀거니 

떨어져 제삼자의 시각에서 유유히 조망하는 

‘번외편’이나 ‘메이킹 필름’ 아니라, 어지러이 뒤엉킨 

실존 타래의 열외 없는 한 가닥일 뿐이다. 작업물은 

한 편의 완결된 영화가 아니라 키 프레임이나 

섬네일과 같은 인덱스에 가까운 반면, 작가적 

삶이야말로 작업적 실체 그 자체이다.

그의 작업은, 이런 리듬을 흥얼거리는 시점에야 

오롯이 즐길 수 있다. 얼핏 봐도 부정할 수 없는 

밀도를 자랑하는 작업들이건만 선택, 후회, 고뇌, 

극복의 쳇바퀴로 대변될 캔버스 앞 투쟁과, 그보다 

앞서 겪어 냈을 현실 풍파와 고민에 비하면, 이 

옹골찬 작품들은 자짜리도 못 낚을 그물처럼 여전히 

성글 뿐이다. 에스키스의 산을 넘어 수십수백 번 

거듭 지우고 덧그려 봐야 달랑 한 점이나 남을까 

싶은 작업들. 그럼에도 오직 본인의 손으로 꿋꿋이 

매조지는 이유는 이러한 작가적 삶, 정석희의 

실존이야말로 그가 내보이려는 진체眞體이기 

때문이다. 진짜 작업은 ‘작가 정석희’이다.

작업은 ‘신작’ 딱지가 떨어져 나가기 전의 얼마간을 

주목받고 그만인, 일회적인 존재가 아니다. 세월을 

타고 유람하며, 작가조차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면모를 이 각도 저 맥락에서 내비쳐 늘 

재조명됨이 바람직하다. 마치 부모에게서 독립한 

생명체처럼. 이러한 면에서 정석희는 보다 

적극적으로 작업에 숨을 불어넣는다.  Happy 

Window(2012) 에선  The Gate(2004) ,  a 

Man in New York(1999) ,  Untitled(2010)  

각각의 일부가, 10년이 넘는 시차를 극복하고 

서로 만난다. 언젠가 쌓아둔 드로잉이 이번 영상 

회화 속 어느 책장이나 구석진 거울을 비집어 

들어앉고, 저번 영상 드로잉의 일부는 또 다른 영상 

회화와 손글씨와 다정히 다음 작업에 출연한다. 

이전 그림은 이번 재료, 이번 그림은 다음 재료가 

아니라, 선후와 대소를 막론한 다대 다 대응으로 

자유롭게 상호 참조하고 서로를 재조명한다. 그의 

작품들은 남녀칠세 서로 격조하지도 나이와 출신에 

연연하지도 않으니 그에게는 죽은 그림도, 과거의 

영상도 없다. 형식, 주제, 기법, 전개의 자유에 

만족하지 않고, 작업 경계의 자유에까지 서슴없는 

손길을 치민다. 연거푸 사는 작업. 전시 기획을 

필두로 미술계 전체가 짊어질 역할을, 작업 세계 

안에서 이미 상당 부분 해내는 형국이다.

김영기 (OCI미술관 선임큐레이터)

보이는 것보다 크다

정석희 JUNG Seok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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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노트  ARTIST’S NOTE

정석희 JUNG Seokhee

This is what I do

나는 드로잉, 회화, 영상작업을 통해 

인간의 실존적 문제들을 다뤄왔다.

소소한 일상적 언어와 풍경을 통해 인간의 

존재론에 대한 서사에서부터 현실과 

비현실, 갈등과 대립 등 인간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폭넓은 관점으로 작업에 담는다. 

수많은 형상을 ‘그리고’ ‘지우는’ 과정을 

통해 하나의 영상회화, 영상드로잉 으로 

만드는 독특한 방식을 취하며 두 개의 

다른 매체가 결합하여 어떻게 작용하며 그 

특성을 조화롭게 드러낼 수 있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한다. 인간을 주제로 인간의 

순수한 꿈과 일상, 인간과 사회, 역사 등의 

주제를 자유로운 상상력과 의식의 흐름을 

바탕으로 영상과 회화, 영상과 드로잉의 

관계를 실험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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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작가 약력 C. V. 정석희 JUNG Seokhee

개인전

2019 Self-Narratives, 하나금융그룹   
 통합데이터센터 미디어아트 갤러리,  
 인천, 
2017 들불,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6 시간의 깊이, OCI미술관, 서울  
2016 가지않은 이유, 오지않을 자유,   
 영은미술관, 경기도광주 
2012 ‘가벼운 변화들’, 아트센터 나비, 서울

 
단체기획전

2018 풍경에서 명상으로, 뮤지엄 산, 원주
2018 코리안 메모리얼, 평화문화진지, 서울
2018 잠들지 않는 남도-너븐숭이 유령,   
 성북예술가압장, 서울
2017 플랫폼아티스트,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7 단편선,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5 무심, 소마드로잉센터, 서울
2015 망각에 저항하기,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안산

2015 Artist Portfolio, 사비나 미술관, 서울 등  
 70여회
2014 밀도, 부피, 시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14 Po'ietique, 정석희, 김범수 2인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14 Intro,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14 The Only Time Is Now,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13 Digital Furniture, 아트센터 나비, 서울
2009 Platform in kimusa, 옛 기무사, 서울
2005 해외청년작가전 양식의 수수께끼,   
 예술의전당

2005 Counterpoise, White Box Gallery, 뉴욕
2003 100 Years 100 Dreams, Space World  
 Gallery, 뉴욕
2000 International Juried Show 2000, New  
 Jersey Visual Art Center, 썸밑, 미국

 
레지던시 

2017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인천
2016 영은미술관, 레지던시, 경기도
2014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레지던시, 서울
2011 소마드로잉센터 아카이브 6기 등록작가
2009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 등록작가

 
수상

2019 우이동 만남의 광장, 대상,   
 ‘들리나요  그대, 희망의 빛’ 
2018 도봉문화평화진지 코리안 메모리얼  
 공모전 수상, 
2015 카톨릭 미술공모 ‘서소문밖의 순교자’  
 우수상, 절두산성당, 
2005 ‘AHL Foundation Annual Contemporary  
 ArtCompetition’,
2004 <Grand Prize> ‘한용진 미술상’  
 Excellent Video Artist 뉴욕, 미국
2000 ‘International Juried Show 2000’,  
 New Jersey Visual Art Center,  
 Summit, 미국
2000 ‘The Beautiful 2000 International  
 Exhibition’, Period Gallery,  
 Omaha,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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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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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초 영화제

대외협력 ‘29초 영화제’전(展)은 

한국경제신문과 협력하여 추진한 

전시로 29초 분량으로 제작한 단편 

영화로 디지털 시대에 맞춰 시민과의 

예술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새로운 

영상문법의 실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된 전시입니다. 자연환경, 

일상생활 등 다양한 작품과 톡톡튀는 

아이디어들로 구성된 단편 영화들을 

통해 시민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 

해줄 것입니다.



28

대외협력 

내일 있을 돌잔치를 위해 돌잡이 연습을 하는 아빠와 
아기. 돌잡이 물건들로 아기를 유혹 하지만 아기는 
관심이 없다. 돈도 청진기도 재판봉도 아닌 아기가 
잡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김종찬  KIM Jongchan

김경래  KIM Gyeongrae

I wanna...
Video, Sound, 00:29, 2011

김치 Kimchi
Video, Sound, 00:40, 2011

도시 한복판에 있는 서울 판자촌.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김노인은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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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초 영화제

윤주훈  YUN Juhun

정민희  JEONG Minhui

엄마, 여행가자!
Mom, let's go on a trip!
Video, Sound, 00:35, 2018

인생 take2 Life Take2
Video, Sound, 00:29, 2018

엄마를 통해 여행 공모전 상금을 노린 종훈, 엄마의 
연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 불평이다.
하지만 편집을 하면서 엄마의 진심을 발견한다. 

모두들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열정으로 똘똘뭉친 
그녀들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용암리 은현면 6공주의 인생 제2막. 지금 슛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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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 

부은주  BU Eunju

기쁨 Joy
Video, Sound, 00:35, 2017

윤성일  YUN Seongil 

OPEN
Video, Sound, 00:29, 2014

누군가에게는 현재이자 누군가에게는 꿈일지 모를 
그 익숙하고도 낯선 이름을 한 아이의 순수한 기쁨을 
통해 담아낸 작품

이른 새벽 급하게 출근길에 나서는 회사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신문배달부와 마주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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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초 영화제

이상현  LEE Sanghyeon

조병희  CHO Byeonghui

너라는 기적 The miracle of you
Video, Sound, 00:30, 2018

아버지의 교훈 Father's lesson
Video, Sound, 00:29, 2017

청각장애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엄마, 아이를 시야에서 
놓치고 어쩔줄 모르지만 반도체 기술이 집약 된 스마트 
보청기가 엄마를 부르는 아이의 소리를 듣게 해 준다. 
반도체라는 기적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세상과 함께 할 
수 있다는것. 무엇보다 행복한 일이 아닐까?

작고 가벼워서 쓰기 쉬운 돈. 우리는 가끔 돈의 무게를 잊고 
살아간다. 돈의 무게를 모르는 딸을 위해, 아빠는 진정한 
돈의 무게를 깨닫게 해준다.



32

대외협력 

적지 않은 나이에 무용수라는 꿈을 가진 아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딸, 그런 딸에게 자신의 무용을 
직접 보여주며 딸에게 다가간다. 용기를 내어 
자신에게 다가와 춤을 보여준 아빠의 모습을 본 딸은 
아빠의 꿈을 응원하기로 한다.

최종갑  CHOI Jonggap 어머니는 항상 외롭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귀엽습니다. 어머니는 때로 서운합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늘 우리를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모르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황민주  HWANG Minju

62년생 무용수
A 62-year-old dancer
Video, Sound, 00:29, 2018

스마트 어머니 Smart mother
Video, Sound, 00: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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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초 영화제

황필원  HWANG Pilwon 아빠를 지켜주는 수호천사 같은 딸의 순수한 마음

김형국  KIM Hyeongguk 남편은 퇴직 당하고 부인 몰래 전단지 붙이는 일을 하고, 
아내는 남편 몰래 전단지 떼는 공공근로 일을 한다.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과 같이 서로를 배려하는 젊고 
가난한 부부의 이야기

딸의 순수함 The purity of daughter
Video, Sound, 00:29, 2019

크리스마스 선물 Christmas gift
Video, Sound, 00: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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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프로젝트

‘네이처 프로젝트’전(展)은 ‘자연’ 또는 

’사계절’을 주제로 한 공모 프로젝트로 

자연에 대한 작가들의 예술적 세계관을 

살펴보는 공공미술 전시입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총 6인이 선정되었으며, 

분기별 2인의 작가작품을 선보입니다. 

제 2회 전시에 참여한 신재은, 

이승연 작가의 작품들은 자연의 의미에 

접근하는 독특한 시선을 제시하여 

새로운 미적경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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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은

이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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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은  SHIN Jaeeun

HOP HOP #01
Digital animation, 01:48, 2018

네이처프로젝트

<가이아, 토끼가 뛰는 언덕>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GAIA-prologue> 인천아트플랫폼 윈도우갤러리, 
<(주)안젤라연구소> SeMA 창고 등 다수 개인전 개최
<나나랜드: 나답게 산다>, 사비나미술관, <art 369> 
아트플레이스, <24시> 공간 듬, <2018 플랫폼 아티스트> 
인천아트플랫폼 등 다수 그룹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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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자연의 상태인 확산과디 생산 고유성과 다양성을 위장한 획일성과 몰개성에 
관련된 작품이다. <copy - copied - copied>의 'HOP HOP #01'는 사회에 만연한 
‘'무비판적 트렌드’를 시니컬한 관점으로 바라보며 우회적으로 거론한다. 다산의 
상징이면서 우화에서 약삭빠른듯 어리석은 느낌의 캐릭터로 등장하는 토끼에 
빗대어 표현한 미디어 아트 전시로 우리가 현실에서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던 
획일화된 감성을 드러내려 한다.

신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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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프로젝트

‘Who Are You’ 수림아트갤러리, 서울 (예정), ‘선의 환상’ 
서울시립미술관 세마창고 갤러리, ‘안녕 창백한 푸른점’ 
연희동 수유너머 소네마리 갤러리 등 다수 개인전 개최
세종문화회관 야외 큐레이팅 ‘당신의 꼭두’ 설치작품, 태화강 
국제 설치 미술제 ‘잠시 신이었던 것들’, SeMa예술가 길드 
‘만랩’ 남서울 미술관 등 다수 그룹전 참여

이승연  LEE seungyoun

슈크란 사하라 
Shukran Sahara
Video, Sound, 05: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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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크란 사하라’는 지난 겨울 사하라 사막을 걸으며 떠오른 환상의 기록이다. 
사하라에서 베르베르인을 만났다. '고귀한 사람'이마지겐이라 불린 이들은 사막과 
함께 태어나고 사막과 함께 죽는다. 
이들은 말한다. '나는 사막이에요. 내 몸에 사막이 흘러요' 베르베르인의 
핏줄속을 걷듯 이들을 따라 사막을 걷는다. 사막에서 붉은 바다를 보고, 맹렬한 
모래바람을 맞고 사막의 숲을 보고 지구의 탄생과 소멸을 느낀다. 매일 사막을 걷자 
이마지겐처럼 내 몸에도 사막이 흐른다. 나는 사막을 걸은 게 아니었다. 그곳은 지구 
또는 우주. 나는 그 어딘가에 있다. 슈크란 사하라, 고마워요 사하라.

이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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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우

김지선, 추병진
시민영상 

'시민영상'전(展)은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공모를 통해 

개최되는 전시로 1분 이내의 

자유주제로 일상적인 삶을 찍은 동영상, 

UCC, 애니메이션, 생활 영상수기 등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영상작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상시 공모로 접수 

받은 이번 전시에는 최종 2명의 

시민작가가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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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영상 

늘 자식들은 엄마에게 받기만 하면서 산다.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는 인식 때문인지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생일조차 무심히 지나친다. 이 작품은 그런 반성 
속에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 영화를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싶었다. 그래서 과장된 연기보다는 
얼굴의 미묘한 표정과 감성을 어필 할 수 있는 연기를 
주문했다. 촬영은 다양한 앵글이나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이 
과정을 담담하게 카메라에 담아 엄마와 딸의 오가는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보고 싶었다.

나현우  NA hyeonwoo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념전 <바다는 가라앉지 않는다>의 
전시 작품과 관람객들의 모습을 기록하다. 

김지선, 추병진
KIM Jiseon, CHOO Byeongjink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Video, Sound, 01:30, 2019

안부 인사
Video, Sound, 01: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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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소개
서울로미디어캔버스 전시 감상을 도와줄 <서울로미디어캔버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세요.
미디어아트 및 영상 작품을 완벽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01.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법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 접속>    
 서울로미디어캔버스 검색>다운로드

02.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후 기능소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작품 감상과 함께
 직접 서울로미디어캔버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경험해보세요.

전시 사운드
전시 카테고리에서 각 작품들의 상세소개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사운드와 함께 작품을 관람하세요.

환경보호 캠페인(동물의 숲)
서울로미디어캔버스 동물의 숲. 동물 친구들에게 환경보호   
문자를 선물해주세요.

로맨틱캔버스

잊지못할 이벤트를 만들어 보세요. 기념일, 우정, 사랑을 전하는
로맨틱 캔버스를 통해 감동을 선물하세요.



오시는 길
중림, 만리동방면 진입(서울로 종점부에서 진입)

지하철

충정로역(2,5호선) 5번 출구에서 약 500m 이동

버스

손기정체육공원입구(02-102)
손기정체육공원입구(03-228)
간선 : 173, 261, 463, 604, N16
마을버스 : 용산04

서울역파출소

문화역 서울284

서울역 2

더퍼스트빌라
티엠타운 우리은행

서울로 7017

공
공

미
술

작
품

 윤
슬

편하게 올라오시는 방법
엘리베이터 1호기 이용
우리은행 중림동 지점 앞 만리동광장, 쉼터 방면

참고하세요

서울로 7017 홈페이지에서 상세확인 가능합니다.
서울로 5번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시면
우리은행 중림동 지점에 설치된 미디어캔버스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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