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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nd Exhibition

네이처 프로젝트 (Nature Project) 
시민영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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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23:00 서울 만리동 광장 앞 서울로미디어캔버스

기획공모 개인전 2부전시 
이예승 LEE Yeseung  

최찬숙 CHOI Chans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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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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 장소 입니다.

2020년 제2회 전시인 ‘기획공모 개인전’(展)은 역량 있는 순수미술가 및 미디어 

아티스트의 작품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개최하는 주제 개인전으로 작가의 

작품세계 전반을 살펴보는 공공미술 전시입니다.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김태은, 

조영주, 이 예상, 최찬숙 작가가 선정되었습니다. 전시는 2부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2부에 참여한 이 예상, 최찬숙 작가는 각각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실험적 

감각을 펼치고 있는 작가들로 ‘동양철학을 바탕으로 한 윤회’와 ‘인간과 땅 사이의 

관계 설정’을 주제로 전시를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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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작품을 선보입니다. 제2회 전시에 

참여한 소주형, 임수진 작가의 작품들은 자연의 의미에 접근하는 독특한 시선을 

제시하여 새로운 미적 경험을 가져다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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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nd 기획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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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유변수(臥遊變數)
FLOATING VARIABLE

이예승 LEE Yeseung

기획공모 개인전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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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모개인전 2부   이예승  LEE Yeseung

몽중몽(夢中夢) 2017-2020 시리즈는 세 개의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풀산책, 사계, 사물풍경은 마치 현실에서 가상의 세계로 걸어가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산책하듯이 실사 영상에서 점점 옛 
그림으로 안으로 걸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1. 몽중몽(夢中夢): 수풀산책  Dream in Dream: Forest Promenade
 Video collage, motion graphic, 5:00, 2017-2020

사물들은 그림자가 되어 하늘을 유영한다.  
어느 순간 다시 자리를 잡는다.

3. 몽중몽(夢中夢): 사물 풍경  Dream in Dream: landscape of objet
 3D animation, motiongraphic, 6:00, 2017-2020

계절과 시간이 함께 공존하는 풍경

2. 몽중몽(夢中夢): 사시(四時)  Dream in Dream: coexisting four seasons
 Video collage, 2D drawing animation, motiongraphic, 4:00, 2017-2020

다시 오브제들을 드로잉으로 바뀌어 천천히 움직인다.

4. 희고 검은, 납작한   White black, and flattened
 Hand drawing, motiongraphic, 2:00, 201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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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모개인전 2부   

그림 속 이미지들 속에서 다시 꽃잎들이  
피어난다. 그리고 점점 실사로 바뀌면서  
천천히 움직인다.

만물은 물질로 비물질로 이것으로 저것으로 
끊임없이 변화해  간다.

5.

흔들림에 관하여
Thought of the wavering
Video, motiongraphic, 2:00, 2020

6.

1024번째 조우 그리고 그후
1024th encounter and since
3D Animation, 6:00, 2020

이예승  LEE Ye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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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모개인전 2부   이예승  LEE Yeseung

스캐닝 되는 다양한 흑백의 세상.
다시 세상은 평평하고 기하학적으로 바뀌어 움직인다.

7. 불룩하고 평평한 공간  Multidimensional Flattened space
 3D animation, motiongraphic, 3:00, 2020

9. 성기기도 빽빽하기도  Sparse and dense
 3D animation, motiongraphic, 1:00, 2020

8. 수평 관찰  Horizontal perspective
 3D animation, motiongraphic, 4:00, 2020

10. 모이고 흩어지는 것들  Meeting and parting things
 3D animation, motiongraphic, 3:0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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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글   CRITICS 이예승 LEE Yeseung

와유변수(臥遊變數)  FLOATING VARIABLE

반투명한 블랙박스에 저장하는 기술 풍경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은 굴곡진 원형의 구조, 

그 안팎을 비추어 내는 가운데 부유하는 

수많은 오브제, 이 주변을 휘두르며 무언가를 

아우르려는 스크린과 영상 그리고 소리, 

이예승이 그리는 동시대의 풍경은 이러하다. 

주로 '뉴 미디어 아트(New Media Art)'의 

범주에서 다루어 지는 작가의 작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프로젝션 맵핑 등, 

기술에 기초하는 기법을 이렇듯 활용하면서 

이에 잇따르는 미적 상호작용을 도출한다. 

이러한 이예승의 작업을 관람자의 참여 

유도에 초점을 둔 이른바 '인터랙티브 

아트(Interactive Art)'의 범주로 당연하게 

이해할 수 있을 테지만, 그는 의미 설정에 

있어 본래 통용되는 그것과는 또 다른 

기저를 마련함으로써 '반응'의 계층을 한층 

다단하게 구조한다.     

알려진바, 이예승은 언뜻 어울리기 

어려워 뵈는 동양 철학의 사상을 최신의 

기술과 교차시키며 작업 세계를 구축한다. 

넓게는 '고요함 속의 움직임'이라는 뜻으로 

서로 모순적인 두 다름의 합일과 화합을 

추구하는 "정중동(靜中動)"이나 고대 중국의 

천문학적 신화집 "산해경(山海經)"과 같은 

개념의 측면에서부터, 좁게는 동양화의 

산수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회화적 

구도법인 "산점투시법"이나 "삼원법" 

등의 다시점 화법이라는 형식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시공간을 그리고 인식하는 

동양의 총체적인 예술관은 이예승 작업의 

근간을 이룬다. 이처럼 그가 입력한 동양의 

기조는 작품을 매개로 동시대성에 자연스레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상충하는 무엇, 

그 사이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미래를 

조우하기 위한 가치로운 파열을 일으킨다.  

이번 "서울로 미디어 캔버스"에서 

선보이는 작업 <와유변수(臥遊 變數)>는 

동양 사상에서 그 작업의 원류를 찾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껏 이예승의 작업과 

방법론적 맥락을 같이 하면서도, 

시공간적으로 좀 더 가까운 근미래를 

상상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작업과는 

구별된다. 중국 남조의 송나라 문인 

종병(宗炳, 375-433)이 처음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와유"는 '누워서 노닐다'는 의미로, 

그가 나이가 들어 산수를 즐기지 못하게 

되자 아쉬운 마음에 산수 그림을 걸어 이를 

감상하면서 대신 유람의 기분을 누렸다는 

일화에서 유래한다. 실재의 아닌 재현의 

산수를 감상한다는 뜻을 품은 이 말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의 지향을 

함의하기도 한다. "변수"란 말 그대로 

'수식에 따라 변하는 값'을 뜻하며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완전하게 파악되지 않은 

양이나 정보를 상징적으로 의미한다. 이 

두 단어의 합성어를 그 제목으로 하는 본 

작업에서 작가는 현실과 가상을 혼재하는 

풍경과 오브제를 담아낸 영상을 통해 작금의 

비대면 시대를 위한 새로운 관계 맺음의 

변수적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나아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는 예측이 어려워진 현재와 

근미래의 우리 일상을 환기한다.  

이와 같이 이예승은 다양한 주체와 

상황을 가로지르는 어떠한 사이-지점에서 

다채로운 반응을 이끌며 미래와 과거를 

바로 지금 이곳, 현재에서 연결하고자 하는 

시도를 펼쳐왔다. 이로써 마치 꿈속에서 

한 마리 나비가 되어 자유롭게 날아다닌 

장주(莊周)와 같이, 우리들 또한 작가의 

작품을 마주하는 그 물화(物化)의 순간에 

유의미한 호접지몽(胡蝶之夢)을 경험하기를 

진정으로 바라본다.

 

장진택(독립 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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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노트  ARTIST’S NOTE 이예승 LEE Yeseung

동양화 산수화 감상에는 ‘와유(臥遊)’ 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누워서 노닐다’란 뜻이다. 

이는 중국 송나라 문인 종병(宗炳, 375-

433)이 처음으로 언급한 말로, 늙고 병들어 

명산대천을 유람하지 못하게 됐을 때 마음을 

맑게 하고 도리를 살피면서 누워 유람할 

수밖에 없다고 탄식한 데서 나온 말이다. 

‘와유’라는 개념은 육체적인 한계가 가지고 

있는 시공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정신적 

해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 세상의 시스템과 관계들이 

예기치 않게 멈추어 버린 현시대의 풍경을 

후한말·위진남북조의 전쟁과 권력 투쟁으로 

불안한 시대에서 개인의 욕망과 사회의 욕망 

사이에서 병 들어 움직이지 못하던 종병에 

빗대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변수(變數)’ 는 기술기반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래밍 요소이다. 

2020년 초까지만 해도 우리는 인공지능, 

모빌리티, 공유 경제 등의 키워드로 새로운 

미래를 꿈꾸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코로나 팬더믹으로 관계의 방식과 기술의 

발전의 방향까지도 예상을 빗나가고 있다. 

종병(宗炳)이 자신의 육체의 한계를 그대로 

두지않고 구석구석의 명산들을 그려서 

누워서 그 풍경 속에서 노니듯이 이번 전시는 

코로나 팬더믹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동양 철학을 

기반으로 찬찬히 반추해보면서 앞으로의 

우리의 관계와 삶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주요 개인전
2019 Ars Electronica 글로벌 프로젝트:
 변수풍경(Variable Scape) 
 현대모터스튜디오, 서울, 한국
2016 동중동(動中動)•정중동(靜中動) 갤러리  
 아트사이드, 서울, 한국
2015 Moving Movements 갤러리 조선,   
 서울, 한국
2014 The Green Cabinet, 보안여관, 서울, 한국
2013 CAVE into the Cave, Kunst Doc,   
 서울, 한국 외 다수

 
주요 단체전

2020 1/25 초, D1 / D2, 대전, 한국
2019 ZER01NE Day 2019 : Boderless,  
 (구)원효로센터, 서울, 한국
2019 생·활,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한국)
2018 디지털 프롬나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2018 개성공단, 문화역서울284, 서울, 한국
2018 APMAP, 아모레퍼시픽 오설록 티뮤지움,  
 제주, 한국
2018 보이지 않는 것을 공기 중에 배열하는  
 기술, 일우문화재단, 서울
2017 브릴리언트 드림, 현대 모터스 갤러리,  
 서울, 한국
2017 자율도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2017 시간여행자의 시계, 문화역 서울 284,  
 서울, 한국
2016 IN-DAEGU MEDIA FAÇADE 2016,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한국
2016 장소와 각주, 금천예술공장, 서울, 한국
2016 60 SEC ART, 사비나미술관, 서울, 한국 
2016 ASPECTS, 웨스턴 켄터키, 켄터키, 미국

2015 플라스틱 신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한국
2015 미디어 극장 2015: 빛의 정원,   
 갤러리 정미소, 서울, 한국
2015 NEW.FUTURE, ART1,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2015 제세동기, L153, 서울, 한국
2015 미_완의 간극, 갤러리 압생트, 서울, 한국
2015 공간 설치 프로젝트 1: 성북길 프로젝트,  
 스페이스 정미소, 서울, 한국
2014 로우테크놀로지: 미래로 돌아가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2014 Salon de Cerveau – Salon the Brain,  
 스페이스 캔, 오래된 집, 서울, 한국
2014 Dream Society: X brid, 서울미술관,  
 서울, 한국
2014 공간을 점령하라, 아트스페이스 갤러리  
 정미소, 서울, 한국
2014 동시적울림, 포르타밧 미술관,   
 부에노스 아이레스, 아르헨티나
2014 New hero, 블루스퀘어 네모, 서울, 한국
2013 Neverland, 그 첫 번째 방, 단원 미술관,  
 안산, 한국
2013 xLoop: Mutation, Grotesque and/or  
 Creative?, 대안공간 루프, 서울, 한국
2013 물物기척,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난지전시실, 서울, 한국
2013 끝없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길들,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난지전시실,  
 서울, 한국
2013 Artist’s Portfolio, 사비나 미술관,   
 서울, 한국
2013 대구예술발전소: 수창동에서–나에게  
 너를 보낸다,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한국

참여작가 약력 C. V.

이예승 LEE Yeseung 

와유변수(臥遊變數) 

Floating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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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영토에서 빛들이 새고 있다
IT LEAKS, THE LIGHT IN THEIR GROUND

최찬숙 CHOI Chansook

기획공모 개인전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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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모개인전 2부   최찬숙 CHOI Chansook

<그들의 영토에서 빛들이 새고 있다>는 인간이 

자신이 점령한 땅에 새겨 넣은 다양한 형태의 

표식에 관한 리서치 작업들을 포에트리 필름 

형식으로 한 데 엮은 작업이다. 선점한 땅의 

우위성을 드러내기 위해 만든 시스템, 국가, 기업 

그리고  개인이 소유한 토지의 우월성을 표출하는 

각각의 방식과 표식들을  영상과 글을 통해 

보여준다. 특수 목적으로 다국적 국가나 세계 

경제논리에 의해 점령된 영토들 부터 공공지 개발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현장, 죽어서도 차지하고 

있는 영토인 무덤 등 자본의 도구로 전락해 버린  

땅-지구와 인간의 관계를 사유하기 위한 시도이다. 

소유의 대상으로 전락한 땅의 기형적 지형들과 

소유권의 쟁탈사의 약자, 밀려나고 쫓겨난 여성의 

시선을 통해,  땅도 공기와 같이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근본적 요소임을 보여준다.

1.

2.

3.

4.

작품설명 1~4
<그라운드 Ground>, <시그널  
Signal>, <코드 Code> ,<표식 
Notation >은 땅이 자기 조직적 
신생입자로서 분자물리학에서 
연구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새로운 
입자 생명력을 가진 유기체, 에너지 
원으로서 그 운동력을 표현한 작업이다.

1. 그라운드 Ground
 Sigle-channel video,   
 4K, 2:25, 2016
 프로그래머 : Andras Nagy

2. 시그널 Signal
 Sigle-channel video,   
 4K, 2:12, 2016
 프로그래머 : Andras Nagy

3. 코드 Code
 Sigle-channel video,   
 4K, 2:12, 2016
 프로그래머 : Andras Nagy

4. 표식 Notation
 Sigle-channel video,   
 4K, 3:00, 2016
 프로그래머 : Andras Na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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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모개인전 2부   최찬숙 CHOI Chansook

5.

6.

7.

5. 밀려나고 새어 나온  
 Sigle-channel video,   
 4K, 2:00, 2020
 각색 장혜령

7. 그들의 영토   
 Sigle-channel video,   
 4K, 3:00, 2020
 각색 장혜령

6. 인공 태양   
 Sigle-channel video,   
 4K, 2:00, 2020
 각색 장혜령

작품설명 5~7
<밀려나고 새어 나온>, <인공 태양>, <그들의 영토> 에서는 그들이 소유한 
땅에서 쫓겨 나고 밀려나온 연약한 존재 “나” 라는 화자를 통해 어디에도 머물 수 
없고 대립사이에 부유하는 존재의 상태를 알린다. “나” 는 울타리 안에 보장된 
안정을 갈망하는 그들의 땅과 대화하는 존재이다. 특히 <그들의 영토> 에서는 
죽어서도 차지하고 있는 땅들의 형상을 통해 인간과 땅이 분리된 존재가 
아닌, 역사와 과거의 신체를 품은 회상의 장소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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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모개인전 2부   최찬숙 CHOI Chansook

사운드 Alex Pastore
드론오퍼레이터

 Ariel Marinkovic Carrasco,  
 Walter Alvarez, 김종규

Text 최찬숙, 이여진 
Powered by Hyundai Motor Group  
VH AWARD

<슬하(膝下)>는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과정에 무릎을 꿇은 장애우 학부모의 
장면을 모티브로 밀려나고 새어 나는 존재인 “나” 와  이 존재의 “무릎 꿇음”의 
행위를 통해 세워지는 공존의 공간에 대해 이야기 한다.

각색 장혜령

8. 슬하(膝下)
 Sigle-channel video, 4K, 3:30, 2020

<시간과 공간이 새는 곳>은 신체적 한계나 정신적 고립 등 어떤 임계치를 
넘으면 펼쳐지는 다른 차원에 대한 작업이다. 이 곳에서 무릎 꿇는, 밀려나고 
새어 나온 “나”의 존재는 자본의 논리로 선별되고 피 흘림의 기억을 도말 시켜 
인간과 분리된 “땅”과 닮아 있다.  땅은 언제부터 , 왜 그들의 것이 되었으며 
그들의 역사가 되었나는 질문을 담고 있다.

각색 장혜령

9. 시간과 공간이 새는 곳
 Sigle-channel video, 4K, 3:00, 2020

<블랙 에어>는 자신이 점령한 땅을 다루는 인간의 
이분법적 단상과 이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다룬 
작업이다. 근대 합리주의 아래 진행된 인간의 
개발 행위는 모든 것에 이분법적인 경계와 위계를 
만든다. 두 항 중 타자화 된 존재들은 땅을 소유할 
수 없기에 경계를 넘나드는 유목적 주체가 된다. 
여성 이주자의 유목적 시선을 통해, 또 다른 
타자인 대지를 만난다. 물처럼 진동하고 
고정성에서 이탈해 우주 밖으로 이동하는 대지를 
구현함으로써, 대지가 이분법으로 포획될 수 없는 
존재이며, 대지와 관계한 인간 역시 다양한 차이로 
구성된 존재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10. 블랙에어

 Sigle-channel video, 4K, Sound, 7:4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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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글   CRITICS 최찬숙 CHOI Chansook

그들의 영토에서 빛들이 새고 있다
IT LEAKS, THE LIGHT IN THEIR GROUND

그녀의 빛이 당신에게로 가닿고 있다

최찬숙은 오랜 시간 ‘기억’을 테마로 

작업해온 작가다. 나는 <re-move>라는 

그녀의 작업에 대한 픽션을 의뢰받은 

계기로 작가를 처음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일찍이 한국을 떠나 베를린에서 오랜 시간 

작업해온 여성 이주자였고, 이방인이었으며, 

경계인이기도 했다. 눈길을 끌었던 작가 

소개는 단 한 줄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산을 경험한 사람들의 궤적을 좇아 그 

초상을 작업하고 있음” 

편집장이 이메일에 동봉한 사진들은 

나이든 사람들의 초상 사진 수십 점이었는데 

대부분 물로 씻겨 나간 듯 얼굴이 지워져 

있었다. 이목구비와 표정이 지워진 무수한 

얼굴들. 지워지고 사라져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을 얼굴들. 그것은 고요히 피 

흘리는 얼굴 같기도 했다. 이 피 흐르는 

얼굴을 찍은 사람은 누구인가. 

작가를 만나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먼저 
┌

Choi and You┘라는 

다큐멘터리 작업을 보여주었다. 히로시마 

출생인 할머니의 궤적을 뒤쫓은 영상이었다. 

그녀는 이방인으로 독일에 오래 머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의문하게 됐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사진 몇 장과 유품을 단서로 

히로시마로 떠나게 되었다고 했다. 작가는 

이후 10년 간, 할머니처럼 이산의 내력을 

지닌 이들의 초상을 기록했다. (민통선 북쪽 

양지리 민북마을에서의 작업도 이 과정에서 

나왔다.) 내가 보았던 피 흐르는 사진들은 

이렇게 찍혔다. 

최찬숙은 양지리에서 아스팔트가 아닌 

땅을 밟고 살며, 땅과 기억의 관계를 처음 

생각해보았다고 한다. 많은 여성들이 토지 

소유를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채 쫓겨나고 

밀려난 그곳에서 땅을 소유할 수 없는 자들이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은 다름아닌 

고생담에 얽힌 ‘기억’이었기 때문이다. 그후 

작가는 국가, 단체, 기업 등이 어떤 방식으로 

토지를 점령·소유하며 소유를 시각화하는지 

조사하고, 토지와 그로부터 추방된 존재 

사이의 관계에 대해 탐구해왔다. 10편의 

영상시로 이뤄진 이번 작업  그들의 영토에서 

빛들이 새고 있다 는 이렇듯 땅과 인간의 

기억의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한다. 

‘땅은 누구의 것인가?’ ‘보이지 않는 땅의 

기억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 문제의식을 

담은 대표적인 작업은 
┌
그들의 영토┘와 

┌
슬하(膝下)┘이다. 

인간은 죽어서 한 평 남짓한 땅, 무덤을 

소유한다. 그러나 죽은 자는 실로 흙 한 줌 

소유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무덤은 실제 

누구의 것인가. 
┌
그들의 영토┘에서 작가는 

광주 망월동 묘역을 부감으로 보여주며 

질문한다. 그녀는 죽은 이들이 묻힌 땅에서 

새어나오는 ‘빛’을 감지하려 한다. 죽은 

자들의 무수한 ‘빛’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고 

들을 수 있는가. 

이어지는 영상시 
┌
슬하(膝下)┘를 통해 

그녀는 답한다. 
┌
슬하(膝下)┘는 2017년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주민토론회에서 한 

장애인 학생의 엄마가 무릎 꿇은 모습을 담고 

있다. 영상은 무릎 꿇은 한 여자의 외면만을 

보여주기에 영상만으로 우리는 서사를 알 

수 없다. 마치 땅의 표면만을 보고 그 땅의 

내력을 알아챌 수 없듯이. 

영상은 무릎 꿇은 한 여자의 모습을 

정지시키고 클로즈업으로 확대해 보여준다. 

영상이 확대되면서 그녀가 장애인 학생의 

엄마임이 해체되고, 여성임이 해체되고, 

육체임이 해체되고, 이윽고 그 육체가 

무릎임마저 해체된다. 최찬숙은 공권력 앞에 

무릎 꿇려진 한 여성의 모습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땅과의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의문한다. 

죽음 이후에 시신에서 빛을 내보내는 

망자, 그리고 망자가 묻힌 땅 위에 무릎 

꿇은 한 어머니.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서도 감지하는 듯하다. ‘무릎 

꿇려진’ 한 여자의 신체는 무엇을 말하는가. 

모든 것을 빼앗긴 자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훼손시킬 수 없는 최후의 것. 철저히 

패배하고 박탈당했으나, 절망의 밑바닥에서 

비로소 보이지 않는 땅의 ‘빛’과 맞닿게 된 

추방자의 언어다.

 글/장혜령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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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노트  ARTIST’S NOTE

코로나 판데믹이라는 고립된 시간을 보내며 나는 

몸에 가해지는 시공의 제약들을 경험했다. 

이 경험은 나에게 기형적 사건이었는데, 시간과 

공간에 대한 기존의 인지방식을 뒤집는, 다른 차원과 

같은 어떠한 틈이 열리는 경험 이였다. 이는 3시 

58분뒤에 오지 않는 59분.  움직이지 않는 듯한 

공기의 흐름이나  근육의 미숙함들, 어떠한 임계치를 

넘으면 다다르게 되는 공포, 이 나약한 고립이 

가져다주는 두려움들이 기존의 굳어진 일상의 

개념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간들은 2017년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안을 놓고 

흥분한 주민들과 기자들의 셔터라이트가 펑펑 

터지는 서울의 어느 그 곳에. 초록의 에폭시 바닥에 

무릎을 내려 놓은 장애우 엄마의 선홍의 이미지를 

다시 소환하였다. 끊임 없이 땅을 파내려가고 터를 

다지고, 다시 울타리를 치고. 또 다른 행성들을 

탐색하기 여념없는 현장들을 돌아보며 영역 표시에 

익숙치 않은. 울타리에 밀려 새어나오는 여성들을 늘 

마주했다. 밀려나고 쫒겨나는 연약한 존재.   

한 줌의 흙도 소유하지 않고 부유하는 그녀.

그녀가 그들의 땅에 무릎을 내려 놓을 때,  

그녀는 에너지를 잃게 되고 그 만큼 안정화 됨과 

동시에 고갈되지는 않는다. 새로운 개체와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개체로서 그녀는비로소 땅과 대화 

할 수 있는 다른 신호와 언어를 만들어 낸다.

주요 개인전
2017 <Re-move> 아트 선재센터, 서울
2017 <Ground-Signal-Code-Notation> 
 베를린성 훔볼트포럼
2016 <Re move> 그림미술관, 베를린
2015 <WE remember ME> Meinblau   
 Projektraum, 베를린
2015 <The Promised land> 대안공간   
 LOOP, 서울
2013 <90억가지 신의 이름>   
 성곡 미술관, 서울

 
주요 단체전

2020 <NA HRANE/AT THE LIMIT>전    
 쿤스트할레 브라티스라바, 슬로바키아
2019 국립현대미술관 50주년 기념 <광장 : 
 미술과 사회 1900~2019>전 2부 .  
 1950~2019
2019 아르스일렉트로니카 페스티발 2019,  
 린츠, 오스트리아
2019 코리아 미디어 아트 페스티발 ,Sylvia  
 Wald & Po Kim Art Gallery, 뉴욕
2019 “DMZ” 문화역 284, 서울
2019 “MultiAccess 4913” 서울시립미술관  
 신소장품전, 서울 
2019 “기록.기억” 서울건축센터, 서울 
2018 “2018 오늘의 여성미술”.   
 양평군립미술관, 한국
2018 “Next Image -되돌아 본 미래”, 2018  
 대구사진비엔날레

2018 “Hidden Dimension” Kunstpunkt Berlin  
 Galerie für aktuelle Kunst, 베를린, 독일
2018 “Neue Heimat”, Willem Twee,   
 덴보쉬, 네덜란드

2018 “악의사전” 강원 국제 비엔날레
2017 “DMZ” 아루스에디션 , 덴마크 아루스  
 쿤스트탈 미술관, 아루스, 덴마크  
2017 “No Limite” , UFPA 미술관,   
 Belem, 브라질
2017 “Never ending Song” , Meinblau  
 Projektraum, 베를린, 독일
2017 “자율도시” 서울시립미술관
2017 “A matter of time  B”  
 베를린 상공회의소 
2015 “Links-Locality and Nomadism”, 겔럭시  
 현대 미술관, 사천, 중국
2014 “Dark Border” 아시아현대미술플랫폼,  
 논베를린 ,베를린
2013 “Reality”전, 경북도립미술관, 경남 창원
2013 “Believe it or Not” Gallery ACC    
 바이마, 독일
2012 “NOT IN MY OUR BACKYARDS”,  
 Schauwerk 라이프찌히,   
 슈트트가르트, 독일
2012 “The life is somewhere” 겔러리   
 Körnerpark, 베를린, 독일
2011 “What happened to god” Halle14,  
 라이프찌히, 독일

참여작가 약력 C. V.

최찬숙

CHOI Chansook

그들의 영토에서 
빛들이 새고 있다 

It leaks, the light 
in their ground

최찬숙 CHOI Chans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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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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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전시에 

참여한 송주형, 임수진 작가의 작품들은 자연의 

의미에 접근하는 독특한 시선을 제시하여 새로운 

미적경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네이처 프로젝트 송주형

임수진



네이처 프로젝트 송주형

류(流)
Video, 05:00, 2020

송주형 
SONG 
Zoohyeong

자신을 비워내고 정신적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노력은 
부조리하고 모순된 현실을 초월하여 잠시나마 마음의 위안을 
삼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경외의 대상이자 초월적 존재인 
자연적 이상향의 재현 속에서  유영하고 있는 ‘流(류)’는 
이상적인 세계를 자유롭게 이리저리 거닐며 노니는 
'逍遙遊(소요유)’의 존재다. 이는 어떤 것에도 구애 되지 않고 
마음과 정신의 해방을 통해 얻은 자유로운 정신을 의미한다. 
절대적 자연으로의 몰입은 인간의 편협하고 차별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물질적 대상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낸 왜곡된 현실을 
견뎌내고 살아가는 노력의 단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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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 프로젝트 임수진 

임수진

LIM Sujin
1200개의 중국산 플라스틱 조화는 스위스의 알프스 산 중턱 
들판을 화려한 색으로 가득 채우며 피어난다. 갑자기 말라죽은 
나무와 풀밭에 비추어진 녹색의 불빛은 마치 마법처럼 그날 
그곳의 사건 이전, 생명과 삶이 아직 존재하던 여름으로 
시간과 계절을 되돌린다. 인공의 꽃은 자연의 풍경에 중첩되며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낯선 ‘자연’의 풍경을 그려내고, 인공의 
빛은 상실된 어떤 풍경의 실현 불가능한 복원을 끊임없이 
시도한다. 두 퍼포먼스의 영상 기록은 이곳저곳 각 장소의 
풍경 뒤에 켜켜이 놓인 사회적 풍경들을 밀고 당기며 그 생경한 
풍경들이 지닌 이야기들을 채집한다.

제4회 모스크바 비엔날레 <A Time for 
Dreams> 모스크바 국립 미술관, 러시아, 
<Mind Palaces> 바우하우스 미술관, 독일, 
<At The End of The World> Markel 6. 
바이마르 현대 미술관, 독일, <Due South> 
델라웨어 컨템포러리 미술관, 미국, <미술관 
습격사건> 서울 시립미술관 등 기획전 
참여. <Landscape Painting: 재생 풍경 
프로젝트> 인천아트플랫폼, <FACTORyAL 
LANDSCAPE> 빌라 슈트로일리, 스위스 등 
개인전 개최

팩토리얼 랜드스케이프
FACTORyAL LANDSCAPE
Single channel video, Sound, 03:41, 2015

리버싱 더 썸머
Reversing The Summer
Single channel video, Sound, 
01:29, 2012-2013

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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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영상

빨래 하는 날  Laudy daY 
video,sound,01:00, 2019

서울에서 홀로 생활하는 은지 
은지는 한적한 시간에 빨래를하며 가족을 
그리워 하며 스스로를 위로한다.

김은지

KIM Eunji

여행

Video,Sound,1:02, 2020

코로나19로 전세계가 힘든 요즘, '여행' 이 많이 그리워진다.
우리는 여행을 떠남으로써 많은 것 들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 왔을 때 더욱 아름답고 
소중해진다.
이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각자의 여행을 되돌아 봤을 때, 
여행에서 어떤 것 들을 만나게 되었는지 묻고 싶었다.

유수리

YOO S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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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영상 김은지

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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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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코드>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 접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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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호 캠페인(한강물결 살리기)
서울로미디어캔버스 한강물결 살리기. 환경보호 문자로 한강 속 쓰레기를 
지워주세요.

로맨틱캔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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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로미디어캔버스 
QR코드를 통해 빠르게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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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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