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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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에 

참여한 신제현, 정재경 작가는 각각 미디어아트와 영상 · 매체 영역에서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한 작가로 일상과 윤리, 과거와 현재를 주제로 이면의 모습을 

예술적인 움직임으로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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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기획공모 개인전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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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는 소리가 아래로 굴절 한다.
AT NIGHT, THE SOUND REFRACTS DOWN.

신제현 SHIN Je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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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모 개인전 2부 

1. MP.3 Dance 춘앵전 Chun-An-Jeon 春鶯囀 A-1
Single channel video, 4:0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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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현 SHIN Jehyun

MP.3 Dance 춘앵전
Chun-An-Jeon 春鶯囀 A-2
Single channel video, 2:16, 2019

3. MP.3 Dance 춘앵전 Chun-An-Jeon 春鶯囀 A-3
Single channel video, 2:16, 20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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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모 개인전 2부 

5. MP.3 Dance 춘앵전 Chun-An-Jeon 春鶯囀 A-5
Single channel video, 2:16, 2019

4. MP.3 Dance 춘앵전 Chun-An-Jeon 春鶯囀 A-4
Single channel video, 2: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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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현 SHIN Jehyun

7. MP.3 Dance 춘앵전 Chun-An-Jeon 春鶯囀 A-7
Single channel video, 2:16, 2019

MP.3 Dance 춘앵전
Chun-An-Jeon 春鶯囀 A-6
Single channel video, 2:16, 20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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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모 개인전 2부 

MP.3 Dance 춘앵전
Chun-An-Jeon 春鶯囀 
A-8
Single channel video,  
2:16, 2019

8.

9. MP.3 Dance 춘앵전 Chun-An-Jeon 春鶯囀 A-9
Single channel video, 2:4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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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현 SHIN Jehyun

10. MP.3 Dance 춘앵전 Chun-An-Jeon 春鶯囀 A-10
Single channel video, 7: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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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글   CRITICS

AT NIGHT, THE SOUND 
REFRACTS DOWN.

예술 운동가(Art Activist)로서   

신제현과 그의 작품들

최근 벌어진 예술 운동의 현상은 지난 수십년 

간 우리에게 익숙해진 예술의 비판적 성격과는 

사뭇 다르다. 예술 운동가들은 기존의 예술이 

그랬듯이 예술계나 일반적으로 정치◊사회적 

조건을 비판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는다. 나아가 

예술이라는 수단을 통해 그러한 조건들을 

현실에서 실제로 변화시키고 싶어한다. 예술 

운동가들은 경제개발도상지역의 생활환경을 

변화시키고, 생물학적 위기에의 우려를 제기하고, 

가난한 국가와 지역의 사람들을 위한 문화◊교육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불법 이주민들이 처한 

곤경에 관심을 끌고, 예술 기관 내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신제현은 국내에서 가장 적극적인 예술 운동가들 

중에서도 제일 선두에 서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는 

작게는 비누의 성분부터(Plunge Soap Project, 

2007) 때로는 법 전문가나 알만한 성범죄 관련 

법규까지(말할 수 없는, 2016)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지독하다 싶을 정도로 일일이 의심을 

품고, 제도와 법규 밖에 놓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다. 작품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의심과 그에 대한 

나름의 합리성을 표명하고 사회적 약자를 돕거나 

교육한다. 그는 제도 안에 있다 싶은 사람들을 

슬쩍 골려 주는 악동의 면모를 보이는 반면(Art 

Contest Project, 2010), 자신이 소송을 당하고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는 한이 있어도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한다.(Ssite, 

2015)

난민이 미술계에서 일명 ‘핫한’ 주제로 떠오르면서 

그것을 순수하게 소재로 취하는 작가들도 많이 

생겨났다. 2018 강원국제비엔날레를 위해 신작 

<Happy Meal>을 제작 중이던 신제현은 자신이 

자칫 사회적 약자를 대상화하는 것이 아닐까 매우 

조심스러워 했고 걱정하고 또 염려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 아닐까 걱정하는 사람은 대개는 그럴 

사람일 확률이 적다. 대상화하는 사람은 애초에 

자신이 대상화한다는 의심이나 자각이 없기에 

무심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신제현은 

작가적 결벽증이 있다. 언젠가 그가 심리테스트를 

받았는데 도덕성이 100%가 나와서 심리테스트를 

진행한 측에서 연구대상자로 연락이 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근대 이전의 ‘예술’은 현대적 의미로는 ‘예술’이 

아니라 ‘디자인’에 해당한다. 고대 중국, 이집트, 

잉카제국, 프랑스 혁명 이전 유럽 체제들의 예술을 

보면, 잘 디자인된 종교적 의식을 위한 도구들과 

생활용품들을 보게 된다. 현대적 의미의 예술과 

예술적 심미화는 프랑스 혁명정부가 구체제 

정부의 물건들에 대해 만든 결정에 기인한다. 

체제의 변화는 보통 인습타파를 수반하지만 

프랑스 혁명가들은 다른 길을 택했다. 구체제에 

속하는 종교적이고 신성시되는 물건들을 파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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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현 SHIN Jehyun 

대신, 그것들을 무용한 것으로 만들었다. 다른 

말로는, 심미화했다. 프랑스 혁명은 구체제의 

디자인(예술이라고 불리던 것)을 오늘날 우리가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무용하고 순수하게 

사색적인 것)으로 바꾸었다. 

예술적 맥락에서 현재를 심미화하는 것은 현재의 

무용함, 부조리, 작동할 수 없는 성격을 발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를 심미화하는 것은 현재를 

죽은 과거로 만든다는 뜻이다. 예술적 심미화는 

디자인적 심미화와는 다르다. 디자인의 목적은 

현상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예술은 

현상을 시체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대 

미술은 프랑스 혁명이 구체제의 디자인을 봤던 

시각과 동일하게 현대와 동시대를 본다.(이미 

더이상 쓸모 없으며 순수한 형태로 환원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신제현은 대상화의 우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그의 

작품 안에서 예술적으로 심미화함으로써 그들을 

약자로 만든 현재가 이미 죽은 상태임을 공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신작 <MP3-Dance-춘앵전>은 조선 순조 

때 창작된 춘앵무의 무보에서 시적인 부분을 

발췌하여 LGBT, 취업준비생, 난민,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이 그에 따라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준다. 춘앵무는 왕에게 

1:1로 보여주는 궁중무용임에도 불구하고 전승이 

자유롭고 무보의 해석이 다양하여 매번 전승될 

때마다 전승자의 해석에 의해 변형되었다고 

한다. 이번 작품은 2008년작 < MP3-Dance 

Project>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그 당시 도서관 책들에서 발췌한 신제현의 

매뉴얼을 듣고 춤을 췄던 사람들은 보통의 

대학생들이었다는 것이다. 집단이나 사회가 아닌 

개인으로서 그들의 움직임은 모두 개별적이었고 

이 점은 사회적 약자들이 보인 움직임과 다르지 

않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제현의 지속적 관심과 

작품을 통한 외침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누구나 어떤 순간에 약자가 될 수 있음을 

아니, 이미 누구나가 언제든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상처받을 수 있는 약자임을 시사한다. 또한 

약자의 고통은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이 될 수 

있음을, 어쩌면 이미 자신의 일임을 알리고자 하는 

착하고 고집스러운 열정의 형태이다. 시적이어서 

개개인의 열린 해석이 가능한 무보를 통해 다양한 

인간군상이 어울려 각기 개성이 묻어나는 춤을 

추며 어우러지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그 스텝과 

손짓과 몸짓들이 제도와 법, 사회적 기준이라는 

선명한 경계선을 흐리게 만들다가 궁극에는 

완전히 지워버리는 상상. 작가 신제현이 그리는 

유토피아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조우리(큐레이터)
참고자료: Boris Groys, <On Art Activism>, e-flux 

Journal #56 - June 2014

밤에는 소리가 
아래로 굴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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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노트  ARTIST’S NOTE

MP3-Dance Project는 2008년부터 진행한 프로젝트로 

도서관에서 다양한 책들 중에 글로 기록된 다양한 춤이나 

응급처치 방법과 같은 매뉴얼을 MP3 파일로 녹음해 

다양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그 움직임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보여줬다. 

MP3-Dance-춘앵전은 2018년 처음 구상한 버전으로 

50명의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 전통 무용인 춘앵무의 

시적인 무보(움직임의 악보)를 음성 지시어로 녹음한 MP3 

파일을 들려주고 사람들마다 각기 어떻게 다르게 무보를 

해석하고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작품이다. 5채널로 

총 9편에 달하는 2분 40초 길이의 영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타자로 분리되는 10개의 집단(LGBT+8명, 취업 준비 중인 

청년 8명, 난민 12명, 외국인 노동자 2명 등)의 사람들을 

5명씩 한조로 촬영해 9편의 영상을 만들고 이들의 

움직임을 보여줬다. 

보통 전통 무용이라 하면 매우 보수적이고 획일적일 

것이라 오해하는데 춘앵전은 전혀 그렇지 않다. 춘앵전은 

왕에게 1:1로 보여주는 궁중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승이 자유롭고 무보의 해석이 다양하여 매번 전승될 

때마다 전승자의 해석에 의해 변형되었다고 한다. 한 편의 

시와 같은 무보의 전승에서 생기는 변형을 ‘굴절’이라고 

하는데 이는 꼭 스승의 움직임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닌 

개념을 이어가 돼 안무가의 몸에 맞는 새로운 움직임을 

찾아가는 매우 혁신적인 개념이다.

이 시적인 악보를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듣고 자유롭게 

해석한 움직임을 영상 편집을 통해 보여주는데 이는 

전통과 역사가 가진 관용과 가변성이 현대사회에서 어떤 

의미로 필요한지를 보여줄 것이다. 같은 지시어에 같은 

움직임이 아닌 같은 지시어에 어떻게 다르게 보여줌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집단 속에 속한 개인의 다름을 ‘굴절’을 통해 

어떻게 전승되는지를 관객들은 공감하게 될 것이다.

신제현 SHIN Jehyun

At night, the sound 

refracts down.

밤에는 소리가 아래로 
굴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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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현 SHIN Jehyun

개인전

2019 Textscape, CR-Collective, 서울
2017 디오티마 디오라마,    
 카이스트 갤러리, 서울
2015 English order, 테이크아웃 드로잉, 서울
2014 Healty Kit, 175갤러리, 서울
2011 Arin Project, 아르코 인사미술공간, 서울
2011 3PM, 문신미술관, 서울
2010 심야극장, 대안공간 게이트, 서울
2010 Play Smart Mob, 아트스페이스 휴, 서울

 
단체기획전

2018 오염, CR-Collective, 서울
2018 몸 소, 우란예술재단, 서울
2018 욕망과 대리만족의 상관관계,   
 스페이스 캔, 서울
2018 베틀x배틀, 토탈미술관, 서울
2018 악의 사전, 강릉국제비엔날레, 강릉
2018 How many steps, PS333, 서울
2018 유니온 아트페어, S펙토리, 서울
2018 레몬향기를 맡고 싶소, PS333, 서울
2017 예술적 생존법 연구, 대안공간 루프, 서울
2017 뮤지엄버스킹, 소마미술관, 서울
2017 ATM, 탈영역 우정국, 서울
2017 재활공간 발굴 프로젝트,   
 비욘드 아트 스튜디오, 세종
2017 유니온 아트페어, 인사동, 서울
2017 재즈토닉 아트콜라보, 청주
2016 포트폴리오 박람회 선정 작가전,   
 서울예술재단, 서울
2016 동백꽃 밀푀유, 아르코미술관, 서울
2016 예기치 않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과, 서울
2016 Research, RE:researched,   
 탈영역 우정국, 서울

2016 New Generation, New Wave,   
 서울예술재단, 서울
2016 Staring at you Staring at me.,   
 아마도예술공간, 서울
2016 Staring at you Staring at me.,   
 키아즈마,이그렉, 프랑스 파리
2016 유니온 아트페어, 갤러리 네모, 서울
2015 동송세월, 아트선재센터, 철원, 서울
2015 썸플렉시티, 서교실험센터, 서울
2015 예술적 생존법 연구, T G I, 프랑스 아비뇽
2014 Super Romantics,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2014 백만개의 층을 가진 정원,   
 남이섬 일대, 춘천
2014 은밀하게 위대하게,    
 서울 시립미술관, 서울
2013 TRAF, 홍익대 현대미술관, 서울
2012 고군분투, 서교 실험 예술 센터, 서울
2012 사운드 스케이프, 우민 아트 센터, 청주
2010 확장된 의미의 복합 미디어,   
 강릉 미술관, 강릉
2010 침투의 기술, 대안 공간 꿀, 서울

 
레지던시 

2019 서울문화재단 전시 지원, 서울
2019 청년예술단 선정, 서울
2017 금천예술공장 레지던스, 서울
2016 서울예술재단 포트폴리오 리뷰   
 우수상, 서울
2014 장흥아뜰리에 레지던스, 장흥
2014 프랑스 파리 시떼 레지던스 선정, 프랑스
2011 군산 레지던스 여인숙, 군산
2011 아르코 신진작가 워크샵
2011 한국 문화예술 위원회(ARKO)작가 지원

참여작가 약력 C.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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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모 개인전 2부 



15

코스모그라피아

COSMOGRAPHIA

정재경 JUNG Jaekyung



16

기획공모 개인전 2부 

코스모그라피아 연작
<코스모그라피아> 연작은 지난 10여 년간 
방문한 전 세계 60여 개의 도시에서 기록된 
일상의 흔적들로 구성된 작품이다. 연작은 세계의 
이미지 파편 집합을 통해 표상으로 전달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일상을 구성하는 이면의 윤리성이 
무엇인지를 아카이브적 형식 안에서 질문한다. 

1. 코스모그라피아#1 Cosmographia#1
Single channel video, 2:00, 2019

2. 코스모그라피아#2 Cosmographia#2
Single channel video, 2:0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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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경 JUNG Jaekyung

3. 코스모그라피아#3 Cosmographia#3
Single channel video, 3:00, 2019

4. 코스모그라피아#4 Cosmographia#4
Single channel video, 1:0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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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모 개인전 2부 

5. 코스모그라피아#5 Cosmographia#5
Single channel video, 3:00, 2019

6. 코스모그라피아#6 Cosmographia#6
Single channel video, 3:0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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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경 JUNG Jaekyung

7. 코스모그라피아#7 Cosmographia#7
Single channel video, 3:00, 2019

8. 코스모그라피아#8 Cosmographia#8
Single channel video, 3:0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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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모 개인전 2부 

샌디에고 연작
<샌디에고> 연작은 베네수엘라에서 자라 미국으로 이동한 무용가 
베로니카 산티아고 모니엘로(Veronica Santiago Moniello)와 전 지구적 
영향을 끼치는 미합중국의 지배적 윤리 체계 안에서 생산된 일상 공간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 남서부 도시를 1년여간 탐색한 작품이다. ‘질서에 
고착된 몸체와 부유하는 신체가 대면할 때 필요로 하는 윤리성은 어떤 
감각을 요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연구로써 작업들이 진행되었다.

9. 샌디에고#1 San Diego#1
Single channel video, 1:00, 2016

10. 샌디에고#2 San Diego#2
Single channel video, 0:4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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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경 JUNG Jaekyung

11. 샌디에고#3 San Diego#3
Single channel video, 3:30, 2016

12. 샌디에고#4 San Diego#4
Single channel video, 2:20, 2016

13. 샌디에고#5 San Diego#5
Single channel video, 4:4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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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노트  ARTIST’S NOTE

정재경 JUNG Jaekyung

코스모그라피아 

Cosmographia

코스모그라피아

 

제바스티안 뮌스터(Sebastian 

Münster)는 현재 독일, 스위스, 프랑스에 

해당하는 지역들을 20여 년간 여행하고, 

1544년 신이 창조한 세상의 모습을 묘사한 

코스모그라피아(Cosmographia) 

책을 출간한다. 코스모그라피아는 한스 

홀바인(Hans Holbein the Younger), 

한스 루돌프 마누엘(Hans Rudolf 

Manuel), 우르스 그라프(Urs Graf) 

등 당대 최고의 실력을 가진 화가들을 

고용해 정교하게 묘사한 신화, 장소, 

역사적 사건, 인물의 이미지 중심으로 

구성된 도감 형식의 책이다. 현대 

관점에서 코스모그라피아는 독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백과사전처럼 읽히기 쉽다. 하지만 이 

책은 16세기 당시 마을을 떠나기 쉽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미지를 통해 신이 

창조한 만물을 간접 경험하고, 유럽의 

지배적 윤리의 정점인 신성(divinity)한 

감각에 이르도록 돕기 위해 제작되었다. 

마치 현대 영화 관람처럼, 세상의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대면하는 경험을 통해 

형이상학적 윤리 감각에 이르도록 순례적 

형식으로 구성된 코스모그라피아는 이번 

전시 전체를 아우르는 주요한 모티브이다. 

전시는 신작 <코스모그라피아> 연작과 

지배적 윤리 체계가 생산한 일상의 감각을 

탐구한 <샌디에고> 연작이라는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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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경 JUNG Jaekyung

<코스모그라피아> 연작

<코스모그라피아> 연작은 지난 10여 

년간 방문한 전 세계 60여 개의 도시에서 

기록된 일상의 흔적들로 구성된 작품이다. 

연작에는 다음과 같은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다. 중국시위진압대를 피해 몸을 

숨겼을 것으로 보이는 홍콩 도심 중심 

건물 주변 화단, 역대 중국 지도자가 

인쇄된 접시와 같은 일상 관광기념품을 

바라보며 아이스크림을 먹는 소녀, 베이징 

중국 자금성을 방문한 다국적 관광객들 

사이에서 바닥을 수리하는 중국 노동공, 

세르비아 트빌리시의 오래된 정교회의 

교회 앞에 서서 묵상하는 젊은 청년의 

모습,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해변에서 물총 

싸움을 하는 소년과 팔레스타인 격리 

지구에서 스티로폼 총을 가지고 노는 소년, 

벨기에 브뤼셀 미니유럽공원 내 1차대전 

사망자들을 위한 다국적 연합 공동묘지 

모델. <코스모그라피아> 연작은 세계의 

이미지 파편 집합을 통해 표상으로 전달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일상을 구성하는 

이면의 윤리성이 무엇인지를 아카이브적 

형식 안에서 질문한다. 

<샌디에고> 연작

<샌디에고> 연작은 베네수엘라에서 

자라 미국으로 이동한 무용가 베로니카 

산티아고 모니엘로(Veronica Santiago 

Moniello)와 전 지구적 영향을 끼치는 

미합중국의 지배적 윤리 체계 안에서 

생산된 일상 공간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 

남서부 도시를 탐색한 작품이다. 

연작에서는 베로니카와 매주 정기적으로 

만나 이방인으로서 도착하게 된 멕시코 

티후아나 국경에 위치한 샌디에이고를 

각자의 고유 언어인 퍼포먼스와 영상 

언어를 통해 1년여간 관찰한 기록을 담고 이미지: 1550년 출간된 제바스티안 뮌스터의 
<코스모그라피아>에 수록된 프랑크푸르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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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개인 차량 소유를 전제로 설계된 

캘리포니아 남부 도시의 평화로운 일상적 

장소들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주도의 

에너지기술혁신은 대미 석유 수출을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 삼는 베네수엘라의 

경제 붕괴와 혼란을 촉발시킨다. 한 

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한 노력이 다른 

장소의 혼란과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세계경제체계의 복잡하고 긴장된 

관계 안에서, 장소를 이탈하고 새로운 

공간의 기억을 가지지 못한 유령같이 

부유하는 다수를 생산한다. ‘질서에 

고착된 몸체와 부유하는 신체가 대면할 

때 필요로 하는 윤리성은 어떤 감각을 

요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연구로써 

작업들이 진행되었다. 질서 잡힌 군인, 

학생, 근로자의 신체를 생산하기 위해 

구축된 일상적 공간들, 공장 출근 노동자와 

작가노트  ARTIST’S NOTE

대학생의 규격화된 동작, 애완견과 

산책하는 은퇴 시민의 느린 발걸음은 

캘리포니아 남부 도시의 일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공간과 동작들이다. 이와 

같은 장소에 전문 무용가로서 내재된 

관습적 움직임과 이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즉흥적 시도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몸체가 기입된다. 이 불안정한 몸체는 

우리가 대면한 상황에 대한 재현이자 

동시에 거울로써, 지배적 윤리 체계에서 

생산된 일상적 질서 감각이 무엇인지를 

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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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작가 약력 C. V. 정재경 JUNG Jaekyung

단체기획전

2019 Sarah Ama Duah, Jaekyung Jung, and  
 Elif Saysam, Made in Balmoral,   
 베드임즈, 독일
2019 Experimental Film and Video 2019,  
 CICA, 경기
2018 BRRRT Platform Dialogue,   
 헌인마을, 서울
2018 서울-내일만나요-평양,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
2018 SuperSurface, 인더페이퍼갤러리, 서울
2017 Records, Visual Arts Gallery,  
 라호야, 미국
2017 In Our Present Condition,  
 SA+P dean's gallery, 캠브리지, 미국
2015-18 Imagining New Eurasia 
  Project by \Kyong Park 영상예술감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14 Public Space? Lost & Found,   
 MIT Media Lab, 캠브리지, 미국
2013 Research Based Art Practice”   
 The Discursive Curatorial Practice,  
 라호야, 미국
2012 Art as a Mode of Enquiry,   
 The Ashmolean Museum of Art and
 Archaeology, 옥스포드, 영국
2011 The Visual Arts Symposium and   
 Open Studios, Visual Art Facility,   
 라호야, 미국 
2010 Something Like a Proposition,  
 MIT Media Lab, 캠브리지, 미국
2010 Bibimbop: Unexpected Transformation,  
 Allegra Laviola Gallery, 뉴욕, 미국
2009 The VES Exhibit, Harvard Sert Gallery,  
 캠브리지, 미국

2009 Things of That Nature, Boston Center  
 for the Arts Mills Gallery, 캠브리지, 미국
2009 CHI 2009, Video Showcase, Hynes  
 Convention Center, 보스톤, 미국
2008 SIGGRAPH 2008, Space Time Gallery,  
 로스앤젤레스, 미국 
2008 23rd International Biennial of Graphic  
 Design Brno, Moravian Museum,   
 브르노, 체코
2007 Meet by Accident, Space 35, 첼시, 미국 
2007 Design Made 2007, 예술의전당, 서울

레지던시 
2019 사회디자인학교미지행,  
 미디어 디렉터, 서울
2019 Künstlerhaus Schloss Balmoral,   
 레지던시, Bad Ems, 독일
2019-20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 고양
2018-현재 BRRRT (공동대표), 서울
2009-10 MIT 고등시각연구원, Interrogative  
  Design Group 연구원, 캠브리지, 미국

수상

2019 서울을 바꾸는예술: 소셜프로젝트   
 창작기금 (공동: 임수진),  
 서울문화재단, 서울
2018 서울을 바꾸는예술:소셜프로젝트   
 연구기금 (공동: 임수진, 황소인),   
 서울문화재단, 서울
2010 The Harold and Arlene Schnitzer Prize  
 시각예술상, MIT, 캠브리지, 미국
2008 제7회 차세대디자인리더 선정, 기금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서울
2007 제6회 차세대디자인리더 선정, 기금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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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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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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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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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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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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