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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멈춤의 시기였던 2020년,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활동의 기회가 사라진 미술작가를 지원

하기 위해 [코로나19 서울공공미술 프로젝트]를 기획·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미술계의 부흥을 돕고, 많은 작가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

는 작가지원 및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작품기획안 공모를 통해 1,500명의 작가들을 지원하였고, 4개월 간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100명(팀)의 아이디어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기획, 심

사, 컨설팅과 자문 등을 위해 기획자·시민·이론가 240여명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코로나19 서울공공미술 프로젝트]의 본선 2부 결과물인 ‘서울공공미술 100개의 아이

디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제안하는 유·무형의 공공미술 작품기획안을 토대로 한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서울공공미술 100개의 아이디어’에는 작품설치,  공간조성 및 전시,  도시환경 개선,  주민

참여 활동 등 다양한 작품기획안이 담겨있습니다. 

각각의 작품기획안에서 지역의 공간은 미술관이 되기도 하고, 신진 예술가들의 협업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며 쉬고 즐기는 창의적인 휴식의 장

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과정형 공공미술로서 경쟁과 지원을 넘어, 조언가와 이론가를 만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온라인 전시를 개최하는 등 많은 미술가들에게 공공미술의 의

미와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참여한 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작품을 구체화하면서 공공미술에 대해 한걸음 더 나아

갈 수 있는 발판의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 서울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과 힘찬 응원을 전합니다. 

2021. 1.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 유연식



사업소개

[코로나19 서울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코로나 19로 침체된 미술계의 부흥을 돕고, 예술

가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작가지원 및 활성화의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울은 미술관」사업의 일환으

로, 미술인들이 서울의 특정 장소 또는 25개 자치구에서 제안한 장소를 대상으로 유무

형의 공공미술 작품기획안을 제출하고, 예선·본선 및 전문가 컨설팅 과정을 거쳐 서울 

전역에 다양한 공공미술 작품을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9월 공모를 시작으로 1,869명의 전국작가가 접수했으며, 예선과 2번의 본선 프

로그램을 거쳐 100명(팀)의 작가 아이디어를 선정, <코로나19 서울공공미술 ‘100개의

아이디어’> 온라인 전시를 개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40여명의 기획자, 시민, 이론

가들이 기획·심사·자문·컨설팅에 참여하는 등 서울시 공공미술 최대 규모의 공모프로

그램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서울은 미술관] 

서울시는 2016년부터 “서울의 도시 전체가 미술관이 된다”는 취지로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미술관�은 단순히 도시 곳곳에 미술작품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공공공간 곳곳에서 시민

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호흡하면서 공공을 위한 예술을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과정

공모 작가공모(본공모) 20.9.4-9.28 총 900명 지원(개인715명 단체185팀)

작가공모(재공모) 20.9.29-10.19 총 969명 지원(개인869명 단체100팀)

총 1869명 지원(개인1584명 단체285팀)

>

예선 예선심사 20.10.21-10.22 그룹심사 4그룹 12명 심사위원-1500명(팀)선정

>

본선 

1부

본선1부심사 20.10.26-10.27 그룹심사 5그룹 30명 심사위원-300명(팀)선정

대상지 우선순위 신청 20.10.28-10.30 25개 자치구별 12명(팀) 우선배정

대상지 조율 및 배정 20.11.3-11.16 대상지별 최대 16명(팀)까지 변경 최종배정

>

컨설팅 컨설턴트 매칭 및 OT 20.11.3-11.8 50인의 컨설턴트와 300명(팀)작가 매칭

컨설팅 진행 20.11.9-11.25 OT 51회, 기획컨설팅 349회, 건축컨설팅 21회 진행

>

본선 

2부

본선 2부 기획안 접수 20.11.23-11.27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300명(팀)작가

본선 2부 시민심사 20.12.1 시민심사 5그룹 50명 심사위원(자치구별 2인)

본선 2부 전문가심사 20.12.2-12.3 전문가심사 5그룹 34명 심사위원

선정작가 적격검토자문 20.12.4-12.7 전문가 18명 적격검토 자문

본선 2부 결과발표 20.12.9 본선 2부 100명(팀)선정발표

>

전시 이론가 매칭 20.12.8-12.28 미술이론가 46명 100명(팀)작가와 매칭 소개글 작성

인터뷰 영상 20.12.15-12.22 100명(팀)의 인터뷰 영상촬영

전시준비 20.12.8-21.1.11 도록제작 및 가상전시공간 구축

온라인 전시 21.1.12-1.18 코로나19 서울공공미술 ‘100개의 아이디어’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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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나를 위로하며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삶의 자세를 이야기함. 잠시라도 현실적 고통을 벗어나 삶을 

관조하고 위로하는 내용을 시-형상-수어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 상층 공원: 시를 담은 문자조각, 아트퍼니처 그리고 ‘수어’형상를 제작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시를 읽고 쓰고, 가장 편안하고 이완된 자세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하층 공원: 상층 문자조각에 인용된 시의 제재인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형상이 하

나의 프레임 속에서 다양한 각도로 입체적인 관람을 돕는다. 관람객들은 나비와 하나

가 된 풍경으로 추억을 남길 수 있다.

대상자치구 강남구(청담배수지 공원)

공모유형 작품설치

지원유형 개인

기획의도

공공미술작품에서 주로 보이는, 일방적인 작품 감상 방식을 개선하여, 다양한 방식

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 특히 ‘고립감’이 무성한 코로나 시기

에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야외공원에서 시민들이 가장 편안하고 이완된 자세를 

취하면서, 일상을 벗어나 시선을 하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작품을 창작하고자 한

다. 작품에는 시민들이 하늘에 새겨진 시를 한 글자 한 글자 손가락으로 형태를 이

어가보고 마음에 그 의미를 새겨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삶을 관조할 수 있도록 행

위를 유도하게끔 장치를 둔다. 또한 나비의 풍경 속으로 자신을 위치시키는 판타지

적인 설치작업과 수어로 표현된 ‘위로’를 통해서 설명이 아닌 감각으로 작품을 감상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코로나 시기 우리에게 더욱 요구되는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작품에 담고 싶었

다. 그래서 짧고도 여운이 깊은 함민복의 시 <나를 위로하며>를 작품의 소재로 선

택하게 되었다. 

“삐뚤삐뚤 

날면서도

꽃송이 

찾아 앉는

나비를 보아라.

마음아”

시집 [말랑말랑한 힘]에 수록 

※ 본 작품을 위해서 시인과 출판사에 직접 연락하였고, 협의 후 사용허락을 받았

으며 작품에는 시 전문을 담는다.

작품설명

- 공원의 높은 지대: 거대한 크기이자 열린 공간성 ‘하늘’을 담아내는 조각이다. 

참여감상자들은 낮에는 푸른 하늘과 함께 펼쳐진 시를 감상하고, 문자조각에 글

씨를 따라 설치된 LED조명이 있어, 밤에는 키오스크를 통해 실시간 조정하면서 

밤하늘에 시를 수놓는 경험을 할 수 있다.  

※ 생명을 상징하는 ‘알’ 형상인 KIOSK의 터치화면에 있는 <나를 위로하며> 시

를 따라서 쓰면, 실시간 글이 써지듯 조명이 켜져 밤하늘에 시를 쓰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일정시간 터치화면에 시민 참여가 없으면 컴퓨터에 세팅된 바대로 작

동한다. 

하늘을 바라보는 시 문자조각 작품 아래에는 시민들이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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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을 하늘에 두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타원형 벤치(지름 긴면 3.5m)를 배

치한다. 

- 공원의 낮은 지대: 시의 제재인 나비가 각기 날아가면서도 여럿이 함께 하는 듯한 

뉘앙스를 제공한다. 또한 포토스팟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레임’을 그 중앙에 설치

하는데, 프레임의 개입으로 인해 작품은 평면과 입체가 공존하는 듯한, 그리고 관

람자들로 하여금 그 판타지적인 배경에 개입하여 작품과 하나가 될 수 있게끔 추

억을 제공하는 작품이다.

세부계획

크기 및 제작 방법 

- 공원 상단부

시형상 작품: 6800x6000(H)x4900mm

벤치: 지름3500x600(H)mm

작품 기획서

수어형상 작품: 지름 2600mm

알 형태의 키오스크: 높이 1000mm

2T-3T 스테인리스판을 밴딩하고 용접해서 제작. 

작품을 지탱하는 6개 다리 부분의 내부에 보강구조 추가함. 

- 공원 하단부

프레임형상 작품: 5500x4000(H)x155mm

나비형상 작품: 반경 약 7500mm

나비마다 3~4씩 스테인리스 봉을 연결하여 파손 및 내구성을 보강함. 

재료, 색상 및 도색방법: 

재료:스테인리스스틸, 우레탄 및 분채도장. LED, 터치스크린 Kiosk 

- 공원 상단부

시형상 작품: 백색 우레탄 도색

벤치: 파랑색 분채도장 (벤치의 질감과 내구성 고려)

수어형상 작품: 백색 우레탄 도색

- 공원 하단부

나비와 프레임 조각: 백색 우레탄 도색

나비를 받치는 기둥: 거울과 같은 표면의 스테인레스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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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공공미술을 감각하는 방식, 일방향의 감상이 아니라 상호 정서적으로 반응할 수 있

는 차원의 참여적 요소를 담고, 더불어 공공미술작품에 스치듯 지나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주고 작품과 교감할 수 있는 방식을 다각화하여, 공공

미술 작품의 감상 방식과 그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의미를 환기시킬 수 있다.

또한 공원의 상층은 하늘과 한강이 작품 속으로 들어와 아름다운 포토존으로 사용

될 수 있고, 공원의 하부 포토존에서는 시민이 프레임속에서 나비와 하나되어 마치 

판타지 장소로 이동한 느낌을 갖게하는 재미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020 갤러리 시몬, 오색사이, 한국 개인전

2016 리카르도크레스피갤러리, Observing that Gap, 밀라노, 이탈리아 개인전

2015 SCAD 미술관-Experimental Gallery, Active Anesthesia, 조지아, 미국 개인전

2011 김종영미술관, 김신일전, 서울. 한국 개인전

2007  Galeria do Lago / Museu da Republica, Imagem Nao-Imagem, 리오, 브라질 개인전

2006 쿤스틀러하우스 베타니엔, 베를린, 독일 개인전

2014 올해의 작가 2014, 국립현대미술관 단체전

2008 제3회 세비야비엔날레, 세비야, 스페인

제5회 미디어시티서울-인터네셔널 미디어아트비엔날레,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헤르메스미술상, 서울, 한국

단체전

단체전

단체전

소개글

류동현    미술 저널리스트

하늘을 보라, 위안의 시가 보일지니…

“삐뚤삐뚤 / 날면서도 / 꽃송이 / 찾아 앉는 / 나비를 보아라 / 마음아”

함민복 <나를 위로하며>, 시집 『말랑말랑한 힘』에 수록 

힘들더라도 희망을 향해 찾아가는 마음을 함민복의 시 <나를 위로하며>는 이렇게 표

현했다. 이렇듯 우리를 위로하는 시가 필요한 이유는 2020년이 모두에게 힘들었던 해

였기 때문일 게다. 

지난 연말에 발생해 연초 전세계를 뒤덮은 ‘코로나19’라는 역병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자부했던 인류에게 큰 좌절을 안겼다. 이와 함께 전세

계 사람들의 삶 또한 바꾸어 버렸다. 불특정 다수에 의한 병의 전염으로 인해 사회적 

격리, 이를 통한 사회적 관계의 붕괴, 소통의 부재와 고립감의 증가 등 이른바 영화 속

에서나 존재할 법한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우리를 덮친 이다. 특히 소통의 부재와 사

회적 고립감의 증가는 또다른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1여 년에 걸친 코로

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른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사람들

이 전반적인 우울감과 상실감을 호소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람들 속 인식의 한계와 긍정 에너지의 확장 가능성을 시각화하

며 이를 통해 ‘마음의 작용’에 대해 탐구하는 김신일 작가는 <코로나19 서울공공미술 

프로젝트>의 본선 진출작품을 강남구 청담배수지 공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작가가 선보이는 작품 <나를 위로하며>는 기존 공공미술 작품에서 주로 보이는 일방

적인 작품 감상 방식에서 벗어나 작품과 교감하면서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청

담배수지 공원의 상층공원과 하층공원을 모두 작업으로 채워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다양하게 감상을 할 수 있도록 꾀했다.  

작가는 기존 작업에서 보여준 문자 조각을 이번 작업과 연결한다. 작가에게 문자는 마

음 혹은 생각을 시각화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도구다. 즉 문자는 사람의 인식

이나 마음의 작용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그 마음의 소통을 만들어내는 매개체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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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작가는 자신의 작업을 통해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 퍼져있

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위로하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 

상층공원에 작가는 코로나19로 우울한 마음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

는 작품을 설치한다. 함민복 시인의 시, <나를 위로하며> 전문이 문자 조각으로 하늘

을 향해 떠있다. 4.5미터의 기둥 위에 떠있는 싯구는 야외를 거닐며 잠깐 하늘을 바라

볼 때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간다. 그 옆으로 수어(手語, 수화언어) 형상으로 ‘위로’

를 형상화한 오브제를 설치해 또다른 소통을 꾀한다. 

하층공원에는 시에 등장한 나비가 무리를 지어 하늘을 향하는 형상을 통해 희망을 찾

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을 표현한다. 프레임을 중심으로 표현된 나비는 이곳을 찾은 사

람들에게 위안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유희의 장소로도 이용된다. 집 안에서 고

립된 삶을 강요하는 코로나19의 시대에 야외에 설치된 조각 작품이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 작가는 작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의 작용’을 관찰하고 마음 속 갈등을 해소하

고 보듬는다.

힘든 시기다. 이럴 때 조각을 통해 하늘을 보자. 위로를 얻고 희망을 찾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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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식 I 프로젝트은

XR GARDEN I 확장현실 정원

XR(VR/AR/MR)기술을 활용, 실상과 가상이 공존하는 융합현실 XR ART

활동명(팀명) 신준식 I 프로젝트은

대상자치구 강남구(청담배수지 공원)

공모유형 작품설치, 공간조성 및 전시

지원유형 팀

팀 신준식

김인현 음악/사운드아트/기획

박진아 기술개발

허지은 UI/UX 디자인

기획의도

1. 지역재생

숨겨진 보석 청담배수지 공원은 주민의 안식처, 한강 조망, 광활한 도시 전경의 최

적 장소로 잠재력 많은 아담한 공원

소프트 콘텐츠 자산 부여, 특성 및 정체성 제공, 문화 콘텐츠 공원 개념 확장, 문화

향유지 역할 기대

2. XR 기술과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연동된 대중 참여형 공공미술 구현

공공미술의 유익함은 외적인 모습보다 대중의 눈높이와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예술적 참여 동기 부여 중시 XR기술 이용, 예술적 체험 공원으로서 개념 확장, 삶

의 질 개선

3. 새로운 장르 XR 공공미술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확대 및 문화공동체 형성

주민과 함께 그들의 삶과 직접 관련된 이슈들에 공감하고 상호작용하는 시각예술

스스로 작품의 일부가 되어 XR 아트 작품 안을 산책, 상호작용 양방향 디지털 네러

티브, 영감, 치유, 창의성 등 다양한 예술적 체험 산책을 통해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 예술을 즐기며 기술의 진보와 그 혜택을 공유함

4. 공공미술은 대중을 위한 예술

나비, 꽃: 쉬운 대중적 기호 차용, 공공미술에 대중적 친근감 유도 XR기술은 뉴미

디엄, 일상의 친숙한 예술 확장 

5. XR아트, 기존의 공간 창의 및 재해석 

공원 자연 환경 배경, 관객 참여형 XR 아트

식물 잎사귀 생체 데이터 변환 원리 이용, 식물이 작곡한 음악으로 사운드 아트, 청

각 예술 제공

작품설명

존재하는 모든 것은 허상이다. 현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현존체가 아닌 인식의 

틀이 만들어 낸 가상이거나 존재 중심의 사유이며 환상이다. 현존이라 생각하는 것

들의 실상은 가상이다. 실상과 가상을 융합한 XR Art를 구현했다. XR기술은 뉴미

디엄이다. 예술적 상상력과 표현의 경계를 확장한다. 정원이라 표현된 <청담배수지 

공원> 산책은 실상과 가상이 중첩된 또 다른 초현실의 세계이다. 일상의 산책 공간

개념을 넘어 가상현실 구현기술로 확장된 또 다른 세상을 산책한다. 작품의 일부가 

되어 소통하며 다감 각적 체험과 시공간의 해방감을 누린다. 정원에는 다양한 가상

의 이미지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그것은 인생의 다양한 스펙트럼의 레이어를 통해 

각인되었던 찰나의 형상들이며 하루의 끝을 내고 뇌리에 남은 상념의 파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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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나비는 정원 곳곳을 안내한다. 날개 짓을 접고 뻗은 손 위에 앉았다 날며 상

호작용한다. 성숙, 부활, 희망을 의미하며 Pop 적인 미술 기호이다. LED로 커버 되

어 있는 원형구조물의 외면과 내면의 꽃 영상은 환희를 의미한다. 원형의 형상은 미

래를 위한 기도를 불러 일으키고 끝없는 우리들의 삶의 주기를 나타내는 초현실적

인 경험을 창조하기 위한 공간이다. 애벌레가 화려한 나비가 되듯 묵념의 예술 산

책은 희망과 기쁨을 키운다.

세부계획

XRGARDEN I 확장현실 정원> 평면도 및 사이즈

작품 이미지 

소재: VR, AR, MR, XR, 볼류매트릭 3D 캡쳐 비디오, 틸트 브러쉬(Tilt Brush), 

LED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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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1. <청담배수지 공원>, 새로운 예술의 지평을 여는 독보적 명소

지역 주민들의 애향심 고취 효과

지역적 특성과 유닉한(unique) 정체성 형성을 통한 지역 발전 효과

2. 한강 조망을 따라 변화하는 공원의 모습, 화려하고 광활한 도시의 전경과 함께 하

는 XR 예술 작품의 상시 전시

문화 예술 향유지 효과, 문화 예술의 교육 효과,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 문화 공동

체 형성 효과

3. XR 아트 산책로

공원 외곽 산책의 거리가 20분 내외의 아담한 규모 <청담배수지 공원>은 새로운 장

르 XR Art 공공미술과 함께 하는 ‘미래 산책로’ 특화 효과

문화 예술적 측면, 문화적 접근성 증대, 지역 발전 효과 기대

유명 명소 유발로 인한 지역 재산가치 증가 효과

공공미술을 활용한 문화공동체 구현 효과

4. XR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공예술작품 체험을 통하여 영감과 창의성 자극, 예술을 

통한 휴식과 치유의 경험 그리고 고단한 하루를 위로 받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 받음

으로서 시민과 주민들의 정신적 자양분 -> 궁극적으로 미래사회발전의 핵심적 가

치와 성장동력으로 발전 -> 문화예술의 순기능 역할 인지 효과 기대

신준식 프랫 미술 대학교, 대학원 석사, 서양화 전공

건국대학교 미디어콘텐츠 전공 겸임교수

마이크로소프트 아카이빙 아티스트 선정

프로젝트은 대표작가

김인현 뉴욕 맨해튼 음악학교, 학사, 석사, 작곡전공

Jordan Berk Memorial 작곡상, 뉴욕 예술 재단 IPA 작곡상 등 수상

마이크로소프트 아카이빙 아티스트 선정

프로젝트은 예술감독

2020 XR전시 퓨처데이즈-시간의 공간,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개인전

2019 XR전시 퓨처데이즈-순간을 경험하다,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개인전

2018 THINKING MEDIA 전, 건국대학교 글로컬 제1 전시장 

ICT 융복합 A.I.MAGINE, South/North, 나비아트센터

단체전

단체전

2016 VR 아트 라이브 전시 Live in Art, 블루스퀘어 

아트 큐브 페스타 VISION OF TOMORROW 초대전, 아트큐브 136

단체전

단체전

2020 XR 오라토리오 MUSEUM AFTER DARK,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프로젝트

2019 AR 무용극 i WAS THERE AND NOT THERE, 플랫폼라이브 프로젝트

2018 AR 무용극 레이스 커튼, 서울무용센터 프로젝트

2017 Mash Up: Music Herstory, 아라리오 뮤지엄 공간소극장

삼성카드 셀렉트 선정작 할리우드의 피터와 늑대, 예술의 전당,오페라극장 

프로젝트

프로젝트

2016 Right Now Music 마라톤 콘서트, 이화여대 삼성홀 프로젝트

2015 Right Now Music 마라톤 콘서트, 서울역(옛 서울역사) 프로젝트

2014 뱅 온 어 캔 내한 공연, LG 아트센터, 통영국제음악제 기획 및 초청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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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김현주    독립 큐레이터 

박피(薄皮)나 박제(剝製)아닌, 생생한 현실로의 진입.

쟁점은 XR에서 시작한다. 확장 현실(Extended Reality)을 표기하는 XR 그 자체는 소

급 추출하여 추상화된 개념일 수도, 고도로 특수한 개별(들)의 총체일 수도 있다. 유희

적으로 오감을 현혹하는 세태 아닌, 신준식이 확신하고 그가 도모하는 확장 현실은 가

상 현실(Virtual Reality), 증강 현실(Augment Reality), 혼합 현실(Mixed Reality) 

등 현실을 감각하고 해석하는 갈래의 총합 이상이다. 그런 현실이 존재하는가 반문에 

담길 세계를 그는 이미 경험했고 그 세계에서 그리고 만들며 예술가로 산다. 따라서 《

확장 현실 정원》은 개방된 그의 아틀리에이자 갤러리이고 예술이 전면화된 장소다. 말

하자면 예술의 시공간화이다. 이 포부를 청담배수지공원에서 구현할 예정이다. 

신준식에게 공공미술이 지닌 의미를 물었을 때 그는 흥미로운 대답을 했다. 한강공원

에 이발소 사인이 수백, 수천 개가 돌아가는 모습을 상상해보았다고 한다. 알려진 바대

로 동맥의 빨강, 정맥의 파랑, 붕대를 뜻하는 흰색이 회전 교차하는 이 사인은 이발사

와 외과 의사를 겸한 서양 이발사의 위상에서 유래한다. 

시각적 상징에 농축된 역사성이 미술, 혹은 미술의 동어반복일지 모를 공공미술에 대

한 대답의 서두인 점은 그가 그리는 예술에 대한 포석으로 다가왔다. 2020년 Project 

Onn의 대표작가 신준식의 전시 《Futuredays-시간의 공간》은 동시대적 기술의 첨병

을 통해 18세기 후반 그것도 프랑스 대혁명 시점을 지목했다. 마르크스가 『프랑스 혁

명 3부작』에서 헤겔을 인용하며 덧붙인, 세계사에서 막대한 중요성을 지닌 모든 사건

과 인물이 “한 번은 비극으로, 다음 번은 희극으로 나타난다”1는 구절이 회자되는 이 

혁명의 시대를 동시대로 거듭 쓰는 이유를 추측해본다면 역사 인식의 시차성에서의 

배움도 있겠으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예술적인 표현의 단계를 재설정해 온 예술가로

서의 고민도 결코 누락시킬 수 없다. 

마르크스는 저 유명한 구절의 몇 줄 아래 “인간은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지만, 그들

이 바라는 꼭 그대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한다. 신준식은 자신의 과업을 최

첨단 기술을 원시적으로 구축해 온 여정으로 표현하는데 이때 원시적이란 의미는 기

술 진보의 과정의 전선에서 마주쳐야만 했던 직관적 선택과 감각적 결정에 대한 우회

적 표현 아닐까. 따라서 《확장 현실 정원》에서 설정하는 확장 현실이 예술적으로 가능

한가 묻는다면 이미 그는 《Futuredays-시간의 공간》와 《Futuredays-순간을 경험하

다》(2019)에서 확장현실 예술(XR Art)을 선형적인 구조 아닌, 복합적으로 풀어냈다. 

복합적이란 말조차 밋밋하게 느껴질 정도로 확장현실 예술의 세계는 역전의 역전을 반

복하며 경계를 허물어가고 있다. 대양의 파도처럼, 눈앞에서는 몰아치지만 우주적 차

원에서는 잠잠한 세계에서 그가 던지는 존재에 대한 아포리아, 즉 존재는 허상이자 가

상이고 환상이라는 각성은 단지 선문답(禪問答)인가 도외시하기에는 이미, 여기에 도

달해 있다. 《확장 현실 정원》은 공원에 당도한 이들이 그 정도의 인위를 감지할 틈 없

이 확장현실의 현재성을 즐기고 나누는 장소이자 예술로 기획되었다. 

적요하게만 느껴져 온 공원에서 각자의 손에 늘 쥐고 다니는 모빌리티폰의 앱을 켠다. 

길잡이인 나비를 따라 공원을 거닐 때 믿어왔던 세계와 나란한 또다른 세계를 목도한

다. 식물 잎사귀 생체 데이터 변환 원리가 적용된 식물이 작곡한 음악이 청각적으로 펼

쳐질 것이다. 《확장 현실 정원》이 현실화 예정지인, 사실 공원으로 익숙한 청담배수지

공원은 도시공원, 녹지로 묶인 지역이 아닌 수도공급시설로 분류되는 특징을 지닌다. 

이 같은 분류가 공원을 공원으로 느끼기에 장애가 되지 못하듯 《확장 현실 정원》도 벌

써 우리에게 도래한 기술의 예술화로서 분명 낯설지 않을 것이다.

1) 전문은 다음과 같다. “헤겔은 어느 부분에선가 세계사에서 막대한 중요성을 지닌 모든 사건과 인물들은 말하자면 

두 번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그는 한 번은 비극으로, 다음 번은 희극으로 나타난다고 덧붙이는 것을 잊었다.” 

칼 마르크스, 「루이 보나빠르뜨의 브뤼메르 18일」, 『프랑스 혁명 3부작』, 임지현, 이종훈 옮김, 소나무, 1993,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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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치구 강남구(청담배수지 공원)

공모유형 공간조성 및 전시

지원유형 개인

이주요

러브유어디포(Love Your Depot)

러브유어디포는 매우 특별한 창고이다. 굳게 잠그고 불을 껐던 작품 창고가 시민들의 

삶 속에서 성장하는 유기체와 같은 저장고로 변환되기 때문이다. 러브유어디포는 보

관비가 없어 사라져야 하는 수많은 작품을 위한 현실적 수장고이며 이와 연결된 타워

는 혼자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장이다. 시민의 소셜미디어 활동이 미술 작품의 

생애를 연장한다는 창고의 속성은 많은 시민들을 예술작품과 광범위하게 연결시키고 

작품의 가치판단에 참여하게 하며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발생시킨다. 창고는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생산의 장이 될 것이다.

기획의도

‘전시 이후의 작품은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창고 프로젝트는 많

은 사람의 공감을 얻으며 2019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 상의 수상작이 되었

다. 이는 전시가 작가 개인과 사회가 함께하는 활동인 것에 주목하고 작품의 생산

에서 보관, 폐기에 이르는 과정도 공공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공론화하였다. 

한 사회가 예술 작품의 생사여탈을 시장의 논리에만 맡겨두면 돈이 되는 작품만 보

존된다. 이것만을 가치있는 것으로 후세에 물려주게 되는 상황을 막아야 하는 것은 

한 사회의 공동 책임이다. 

시민들이 구원하는 미술 작품

보관비가 없어 사라져야 하는 수많은 작품을 위한 수칙은 간단하다. ‘계속 이야기

하라! 세에라자데 처럼’- 작품을 둘러 싼 흥미로운 이야기가 발생하면 작품은 버려

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 작품을 보고싶어 할 것이니 작품은 세상에 좀 더 오래 남

아야 할 사회적 요청이 생기는 것이다. 청담배수지 공원에 마련된 창고에서 시민들

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주체이다. 그들이 바라본 작품에 대한 이야기, 타워를 오르

며 작품을 홀로 마주한 경험이 주는 상상력은 소셜미디어, 방송 활동을 통해 세상

에 드러날 것이다. 창고의 작품들은 이들의 활동으로 수많은 관객과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채널을 얻게 될 것이다.

작품설명

러브유어디포(Love Your Depot)는 2019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전시

에서 이주요가 제안한 창고 시스템이다. 전시장 한가운데에 동료작가들의 갈 곳 없

는 작품들을 맡아 5개월간 보관하면서 바로 옆에 학생들과 젊은 작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설치했다. 이들이 창고 안의 작품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영상, 음

악, 퍼포먼스, 애니메이션, 만화 등)를 만들어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 미디어에 업

로드 하였고, 이를 통해 창고안의 작품들은 지속적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2020년 공공미술 계획안으로 재탄생한 러브유어디포는 1. 미술작품 수장고 2. 혼자 

보는 전시관 3. 개인 방송을 위한 미디어부스 4. 부드러운 들풀로 덮인 스퀘어 5.색채

가 다양한 관목과 덤불이 있는 생태가든으로 구성되었다. 수장고의 작품들은 각각 

QR코드를 가지고 이곳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작품의 정보와 이력을 제공한다. 예술

감상의 개인적 순간에 주목하여 만든 5층 타워는 한 사람씩 탑에 오르며 작품을 홀

로 대면하는 특별한 경험을 준다. 시민들은 탑의 최고층 미디어 부스에서 개인방송

을 만들고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진 스퀘어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낸다. 낮은 다양한 

식물의 색채로, 밤은 부드러운 조명으로 디자인된 생태 가든은 특별한 랜드마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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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받을 것이다. 

세부계획

타워는 포스트팔레트 4개가 쌓아 올려진 구조이다 (post palete-기둥이 달린 팔레

트로 화물의 운반과 보관을 위한 철재 구조물로 견고하여 무게를 잘 견디고 적재가 

용이하다). 타워의 외관은 UV 차단 강화유리로 마감. 각 층 유닛은 1.8x2x1.5(M), 

타워의 크기는 2x11x1.7(M) 이다. 쌍둥이 구조물이 나란히 붙은 타워의 A동은 작

품이 보관된 전시관이고 B동은 계단이자 관람 타워이다. A동의 최고층은 작가들

의 조명작품을 시즌별로 바꾸어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B동의 최고층은 

외부 소음이 차단되는 최소한의 방송 송출 시스템을 설치한다. 수장고는 타워와 같

은 철재로 골조를 만들고 안이 보이게 마감. 20x5x8(M)-싸이트에 맞게 조정 가능. 

온도 습도 유지를 위한 내장 시설을 완비한다. 경사 스퀘어와 생태 가든은 주변에서 

자라는 관목과 들풀들을 연구하여 정한다. 뉴욕의 대표적 공공 프로젝트 하이라인

(High-Line)이 보여준 생태적 가드닝을 예로 삼을 수 있다. (버려진 철길을 재활용

한 산책길은 원래 그곳에 생식하는 잡풀들을 연구하여 조성한 생태적 가든과 이에 

맞는 차분하고 세련된 조명으로 사랑받은 성공적 공공프로젝트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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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예술 작품의 가치판단과 생사에 관여하게 되는 시민들의 스토리는 러브유어디포의 

핵심이다. 비용문제로 버려질 수 있는 예술 작품을 보호하면서 시장가치가 아닌 공

공의 가치를 스스로 지키는 공동체적 경험은 시민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높은 

만족을 줄 것이다. 시민의 sns 활동이 미술작품의 생애를 연장한다는 창고의 이야

기는 강남구가 제시한 대로 소셜미디어에서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생태가든과 완

만한 경사위에 부드러운 들풀이 깔린 스퀘어는 사용자에게 안정감을 주어 정서적으

로 디자인 된 공공시설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혼자 탑에 올라 하나의 작품과 대면

하는 독특한 전시장은 공공시설이 매스가 아닌 개인의 심리적 개별성을 고려한 경

우로 공공미술의 공공성 논의에서 유니크한 위상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맨하탄 서쪽을 횡단하는 옛날 철길을 걷는 길로 바꾼 하이라인은 낡은 철길을 숨

기지 않고 원래 살던 잡초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고, 밤하늘을 훼손하지 않

게 발끝만 조용히 밝히는 조명을 선택한 생태적 세계관으로 시민들의 엄청난 사랑

을 받았다. 사람들의 참여로 보존되는 예술작품 수장고와 생태가든은 이 지역에서 

장기간 잘 운영되었을 때 소규모 미술관을 유치한 것 이상의 문화적 효용성을 기

대할 수 있다.

2019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한국 수상

2017 BARBED, Wilkinson Gallery, 영국, 런던 개인전

2015 OF PICTURES, Sophie’s Tree, 미국, 뉴욕

DEAR MY LOVE, Ursula Walbrol Gallery, 독일, 듀셀도르프 

개인전

개인전

2014 COMMONLY NEWCOMER, 퀸즈뮤지움, 미국, 뉴욕 

JEWYO RHII, Wilkinson Gallery, 영국, 런던 

개인전

개인전

2013 나이트 스튜디오, 아트선재센터, 한국 서울 

WALLS TO TALK TO, 프랑크푸르트 미술관, 독일

WALLS TO TALK TO, 반아베뮤지움, 네델란드, 아인드호벤

개인전

개인전

개인전

2012 PROXIMITY, 파리트리엔날레, 프랑스

소개글

김윤환    작가, 기획자

2021년 미술가 은수씨는 이제 더 이상 작품을 불태우거나 부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작년까지도 매년 연말이 되면 일 년 동안 애써 만든 작품들을 모아놓고 폐기하는 의식

을 치러왔다. 사실 전국의 수많은 미술가들의 형편이 크게 다르지 않다. 많은 작가들이 

작업실이 없어 여기저기 전전하거나 설사 있더라도 너무도 좁아 작품을 보관할 수 없

기 때문이다. 미술관 갤러리가 초청한 전시에 기쁜 마음으로 출품했지만 막상 전시가 

끝나면 작품이 곧잘 부숴지곤 했다.   

“제가 작업실을 가질 여유가 없어서 했던 방법 중 제 짐들을 주변 작가들의 작업실에 

분산을 시키고 전시가 있을 경우 작업할 필요가 있을 때 빌려서 작업을 했어요. 그러

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일 년 동안 작업을 쭉 하다보면 작품을 보관할 장소

가 없어요. 처음엔 조금씩 보관했었는데, 또 했던 경험 중 연말이 되면 집에서도 일 년

에 한 번씩 소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진만 남겨두고 소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런 생활을 6년 가까이 했었습니다.” 

- 2006년 9월 6일 광주창작환경 정책토론회에서 A작가

강남구 홍실아파트 주민 예호씨는 동네 작은 청담배수지공원에 새로운 미술관이 생겼

다고 좋아라한다. 아이를 데리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다. 작년까

지는 공원에서 딸아이가 그네를 타거나 정글짐에서 놀 때, 예호씨는 벤치에 앉아 이웃

과 담소를 나누면서도 눈은 항상 아이의 위치를 검색했다.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큰일 

나니까. 하지만 새로 생긴 수장고미술관 <러브유어디포> 덕분에 아이와 할 수 있는 활

동이 훨씬 많아졌다. <러브유어디포> 때문에 공원이 좀 더 뛰어놀기 좋게 친환경적으

로 단장되었다. 가변적으로 세련되게 지어진 <러브유어디포>안에서는 시즌별로 바뀌

는 소장 작품을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다. 지역의 신진작가들과 기획자로 구성된 ‘소셜 

도슨트’ 그룹이 작품 감상과 체험을 돕기 때문이다. 전시된 작품과 연결된 ‘원클래스 

체험수업’은 벌써 동네자랑꺼리가 됐다. 여느 교습소의 체험수업과는 질적으로나 내

용적으로나 차별화돼 있기 때문이다. 2층 휴게공간을 지나 꼭대기 층에 이르면 공유미

디어부스가 기다린다. 개인미디어용 방송장비가 갖춰진 부스에서는 벌써 한 팀이 방

송중이다. 우리는 아이와 함께 푹신한 해먹소파에 앉아 구경한다. 방송에 열중하고 있

는 팀은 이웃 청구아파트에 사는 엄마들과 아이들 그리고 작가와 기획자다. 엄마도 한

마디, 아이도 자기자랑을 늘어놓는다. 수장고작품에 관한 시민의 소셜미디어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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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의 프로덕션 기반 콘텐츠 예술과 함께 서로를 보완하며 실시간 SNS 방송을 탄다. 

<러브유어디포>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평소 국제노마드로 살아온 이주요작가의 깊

은 고민이 담겨있다. 그는 본인을 비롯한 주변의 작가들이 전시후 작품을 파괴해야만 

했던 아픔을 겪었다. 그는 아픈 경험을 살려 작품화했다. 2019년에는 동명의 작품출품

을 통해 국립현대미술관이 주는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주요는 ‘비용문

제로 버려질 수 있는 예술작품이 시민의 가치판단이 담긴 소셜미디어 활동을 통해 작

품의 생애를 연장’하고 ‘시장가치가 아닌 공공의 가치를 스스로 지키는 공동체적 경험

이 시민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높은 만족을 줄 것’이라 말한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창작환경 개선을 위해 

2,000개의 신규창작실 정책을 발표했으나 실행되지는 못했고, 2006년 (사)미술인

회의 중심으로 미술작품수장고와 지역문화공간을 겸하는 형태의 수장고미술관(Art 

Work Depository Site) 정책을 제안한 바 있으나 역시 실행되지는 못했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갤러리, 서울은 미술관 등 공공미술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의 정책배경

에는 예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국제적 담론으로서 뉴장르 퍼블릭아트, 사회예술 등

의 담론이 깔려 있다. 

이번에 제안된 이주요의 <러브유어디포>는 예술가의 창작환경개선 및 작품수장고 요

청이 시민의 예술향유 욕구와 만나 새로운 공공미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

한 창고’로서 <러브유어디포>는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생산의 장을 꿈

꾼다는 면에서 작품이자 동시에 실제 작동가능한 ‘마을의 미술기관’이다.  

* 본 글은 캔달 월튼의 Make believe game의 이론을 차용한 글쓰기 방식임을 밝힙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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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현

한강 비스타(Hangang Vista)

한강의 풍경을 시민들이 공공미술 내부에서 바라보고 느낄 수 있으며, 그 풍경을 작

품 안에 담아낼 수 있는 공공미술로서 ‘한강 비스타(Hangang Vista)’를 제안합니다.  

이 작품은 아름다운 풍경을 갖고 있는 강남구 청담배수지공원에 위치합니다. 청담배

수지공원에는 한강과 주변을 둘러싼 다양한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공원을 즐길 수 있

습니다. 이 작품은 시민들이 한강, 자연 그리고 도시 풍경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공

간예술이자 조형적 공공미술이며, 공간안에서 반사하는 재료를 통해 풍경안에 담긴 

사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대상자치구 강남구(청담배수지 공원)

공모유형 작품설치

지원유형 개인

기획의도

대지 답사를 통해 강남구 청담배수지공원은 한강의 아룸다움과 도시의 다양한 풍

경을 품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에도 불구하고 상징성이 부족하고 즐

길거리가 부족한 이유로 사람들의 방문이 적습니다. 이 공간안에서 한강 풍경을 더 

가까이 혹은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공공미술을 설치하여 천혜의 풍경을 바라보고, 담

아내고, 그 안에 있는 나(시민들)를 발견한다면 이 공간은 새롭게 재탄생 할 수 있

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새로운 상징정을 만들기 위해 전망(Vista)을 위한 공간 조

형  예술 작품을 계획했습니다. 특히 이 공원은 상부와 하부로 나뉘어져 있어 상부

는 원헝(Circles)을 사용한 큰 스케일의 상징적 조형물을 만들고, 하부는 길(Path)

를 걸으며 자연스럽게 공공미술을 느낄수 있는 조형물을 계획했습니다. 이 공공미

술은 시민들의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목적을 갖습니다. 자연의 공원에서 만

난 자연 친화 공공미술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에 새로운 즐거움을 주고자 합니다. 

작품설명

‘한강 비스타(Hangang Vist)’는 청담배수지공원이 가지고 있는 자연과 도시 풍경

을 활용한 공간 조형 예술입니다. 청담배수지공원 상부는 한강과 도시 전망(Vista)

을 파노라마로 바라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의 파노라마를 원형(Circle)으

로 말아 3개의 상징적 공간 조형물을 계획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는 주요 원형 공

간외에 각 공간마다 다른 풍경과 자연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원의 하부는 길(Path)

을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일상에 새로운 시각을 전해주는 공간 예술로 계획했습니

다. 휘어진 통로를 통해 일상으로부터 새로운 차원의 공간으로 넘어가는 듯한 환상

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이 공공미술은 반사 재료로 만들어져 시민들은 특별한 조형 

안에  자신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반사된 재료 안에 자연과 도시풍경 그리고 나(시

민들)를 만남으로 우리의 일상에 새로운 즐거움을 만나게 합니다.

세부계획

작품은 상부의 스케일이 큰 원형 작품(3Circles)과 하부의 작은 스케일의 선형 작품

(3Path)입니다. 모두 2차원의 선형이 만든 3차원적 공간과 형태 변형입니다. 

전체 작품과 각 부재는 공공예술 제작 공장에서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반사 재질

의 금속 알루미늄 재료로 각 부재를 만들고, 현장에서 토목, 조경 공사와 조립과정

을 통해 제작 될 수 있습니다. 선형의 형태에 조명을 설치하고, 현장에도 매립 조명

을 설치하여, 낮과 밤의 공공미술로서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 작품은 낮에는 아름다운 풍경을 느끼는 공간 미술로서 시민들을 만나고, 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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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효과를 통해 휘어진 형태를 부각한 조형미술로서 시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전의 다양한 조형물과 파빌리온 건축을 만든 경험으로 작품구현과 실현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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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한강 비스타(Hangang Vist)’를 통해 청담배수지공원은 서울의 혹은 강남구의 명

소로 재탄생 할 것입니다. 공원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 풍경과 도시 풍경을 서울 

시민들에게 새롭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산책과 한강 야경만을 보기위해 찾는 장소를 넘어 공공미술의 공간적 조형의 아름

다움을 느끼게 하고, 조형물 혹은 자연안에 담긴 나(시민들)를 사진과 영상으로 담

으며 일상에 새로움과 재미를 느끼게 해 줄 것입니다. 

시민 모두에게 공공미술을 통해 새로운 상상력과 호기심을 느끼게 해주며 청담배수

지공원 주변의 자연, 도시, 사람을 연결하는 공공미술이 될 것입니다.

2020 다르게 보다 (Ways of seeing)전, 서울도시건축전시관 

2019 2019 Living Lab,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Refelxion Reality: Experiencing Juxtaposition #2, YAFKorea

Fablab Asia Network 5

2018 Young Architects Forum Korea Exhibition vol.3, Seoul

2018 The Bartlett Seoul Show, Seoul

Young Creative Korea 2018, Seoul

2017 Young Architectural Fellowship (Best Fellowship) by KIA

Super Material Exhibition, The Building Centre, London

2015 BIOFABRICATE Conference Exhibition, New York

강남구 이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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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혜진    비평가

공공미술은 무엇으로 규정되며 어떻게 가치를 획득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

해와 입장들이 있겠으나, 대체로 관건은, 미술을 통해 사회에 어떤 공공적 맥락을 부여

하는가로 가늠될 것이다. 그렇다면, 미술을 미적 자율성과 자폐적 미술관으로부터 끄

집어내는 이 맥락은 어떻게 접근될 수 있을까. 

이태현의 <한강 비스타> 기획안에서 이 ‘공공의 맥락’은 조형적인 것으로 환원된다. 

그 외의 요소들은 배제된다. 이를테면, 강남구 청담배수지 공원이라는 특정 장소의 어

떤 지질학적 성격이라든가, 그 지역의 공적 역사 및 민담과 설화 등을 둘러싼 내러티브

라든가, 도시 개발의 눈부신 성과 이면의 암울한 폐해라든가, 지리 및 지정학적 특수성

이라든가, 해당 장소를 이용하게 될 실제적, 잠재적 공동체의 양상 등과 같은 여느 공

공적 요소들은 이 프로젝트의 관심사가 아니다. <한강 비스타>는, 바로 그 이름처럼, 

‘한강’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풍광’에만 집중한다. 그것은 공공미술 조형물이 어떻게 

본래의 지형적 아름다움과 조응하며 그리하여 어떻게 도시적 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지를 고심한다. 그것만을 고민한다. 

이러한 한정적 태도는 혹자에겐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수동적이며 따라서 아쉬운 선

택처럼 보일 것이다.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종종 탐구하는 대상들이 이 프로젝트에서

도 고려되었다면 어땠을까하는 궁금증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때로 이러한 측

면들은 숱한 공공미술 작업들에 조화롭지 못한 형식과 감흥없는 서사를 강압적으로 

부과하기 일쑤였다. 우리는 공공미술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부작용의 사례들을 이미 

너무 많이 경험했다. 따라서 어쩌면 현 단계에서 가능한 유형의 ‘안전한’ 공공미술은, 

주변 경관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그 장점을 조심스럽게 배가시킬 수 있는, 순전히 조

형적이고 감각적인 탐구일지 모른다. 

그렇게 겸허하게 공공미술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보면, <한강 비스타>의 장점들이 드

러난다. <한강 비스타>는 청담배수지 공원의 지형을 따라 상부와 하부에 각각 세 개의 

조형물을 구축하고자 한다. 보다 넓은 지형인 상부에는 원형 조형물을, 보다 협소한 지

형인 하부에는 선형적 조형물을 배치함으로써, 조감적 시점상의 미적 변이를 추구한

다. 이 조형물을 통로삼아 관통하게 될 시민의 체험 측면에서 보자면, 시야의 점진적 

변화가 발생한다. 즉, 일정한 형태의 기둥들을 굴곡지게 배열한 그 구조와, 특히 주변 

풍광 및 지나는 사람을 반사시키는 기둥의 재질들을 통해, 어떤 파편적 형상들이 시민

의 눈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작가 이태현은 이에 대해 ‘휘어진 통로를 통해 일상으로부터 새로운 차원의 공간으로 

진입하는 환상’이라고 표현했다. 작가의 문구가 관례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실현된다

면, 분명 건축적 조형성에 초점을 맞춘 공공미술의 긍정적 효과일 것이다. 결국 관건

은 세심한 조형성 구축과 적절한 구도 및 질료의 조화일 터. 이는 본래의 질문으로 되

돌아간다. 혹 이것은 본래 공공미술이 탈피하고자 했던 바로 그 미적 형식의 (열등한) 

모방인 것은 아닐까? 

나는 여기서 “빌딩과 건축의 차이는 기능적 껍데기와 미래주의적 망상 간의 차이”라는 

어느 책의 구절을 인용하고자 한다. 단순한 건물 짓기로부터 ‘건축’을 구분시키기 위

해 다분히 과장된 제스처를 취하는 이 문구는 어쩌면 건축에 기반한 공공미술에서 어

떤 유효성을 획득할지 모른다. 건축적 공공미술이, <한강 비스타>가, (만약 기능성을 

크게 고려치 않을 거라면 더더욱) 미래주의적 망상을 과감히 펼쳐나가길 바란다. 맑거

나 탁한 공기와 메마르거나 질퍽한 흙과 화창하거나 흐린 날씨와 따스하거나 냉랭한 

기후 속에서 사람들의 대화와 호흡과 발자국이 어떻게 어우러질 것인지, 그러한 배치

를 이 조형물은 어떻게 창발할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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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빛살무늬토기는 단순히 인류가 사용한 토기 유물이 아니라 인류 진화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는 문화발명품이라는 개념의 창작물이라는데 의미를 가지고 기획하였다. 

인류가 유목민생활을 청산하고 정착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모습을 갖추는데 빗살무

늬는 인류의 문화적 예술성을 표현한 최초의 작품이였으며 인간이 동물적 개념에

서 예술을 감상하고 표현하는 기준점적인 터닝포인트를 마련했다는 데서 빗살무늬

토기의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하여 작품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작품설명

빗살무늬토기 작품은 스텐인레스로 제작하여 빗살무늬토기의 원형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는 형태에서 현대적인 재료를 통하여 미래와 현대의 연결고리를 잇는 형태

로 제작하였고 스테인레스 사이로 LED조명은 과거,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매개

체로 디자인을 보여주어 인간들이 같은 장소 다른 시간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의미

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스테인레스부분에는 지구의 역사와 시간을 상징하는 구 설

치하여 마치 빗살무늬토기와 현대 인간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하나되는 의미를 담

고자 하였다. “당신도 거대한 역사의 중요한 일부분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자 하였다.

벤치는 조형물과 연계성을 주고자 신석기 시대의 인간과 함께 했던 동물들을 표현

하고자 하였다. 더 이상 사라져가는 동물이 아니라 함께 존재해 나가야 한다라는 

의미로 벤치의 일부분을 동물로 형상화하여 이 휴식처가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잠

시 역사의 어느 한 시간대에 동물들과 함께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

였다.

세부계획

전체적인 작품은 스텐인레스 스틸을 이용하여 제작하여 견고성과 위생적인 부분을 

생각하여 선택하였고 내부에 견고한 스틸로 안정적인 구조물 겉에 스테인레스 스

틸을 용접 조립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빗살부분은 폴리싱 부분과 헤어라인 스틸

을 엇갈리게 배치하여 보는 각도에따라 감상자에게 다양한 재미를 찾게 제작하였

다. 작품의 사이에 led를 설치하여 모던함을 더하고 벤치는 스테인레스로 위생적이

며 안정적인 동물들의 디자인을 등받이에 배치하였다. 주변의 지형에 맞게 시민들

의 편의와 안락함을 위해 스테인레스 스틸위에 원목을 배치하여 휴식시 편안함을 

위한 형태를 생각하며 디자인하였다

강동구 박건재

박건재

빛살의 탄생

빛살무늬토기는 단순히 인류가 사용한 토기 유물이 아니라 인류 진화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는 문화발명품이라는 개념의 창작물이라는데 의미를 가지고 기획하였다. 

인류가 유목민생활을 청산하고 정착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모습을 갖추는데 빗살무늬

는 인류의 문화적 예술성을 표현한 최초의 작품이였으며 인간이 동물적 개념에서 예

술을 감상하고 표현하는 기준점적인 터닝포인트를 마련했다는데서 빗살무늬토기의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하여 작품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대상자치구 강동구(자유, 암사동 산 40-16)

공모유형 작품설치, 도시환경 개선

지원유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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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작품은 자연과 인간의 어우러짐이 새로운 세계를 펄쳐지는 시작점이 되고 빗살무

늬 토기가 단순히 원시의 유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강동구를 과거에서 현재

로 그리고 미래세계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연관성을 가지게 하고 동물벤치가 조형

적 감각의 아름다음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이 휴식처가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잠시 

역사의 어느 한 시간대에 동물과 함께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였다. 인간

과 동물은 역사적으로 과거에서 현재까지 미래에도 삶에서 아주 중요한 관계를 가

지고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중에 아이들과가족들,,, 다양한계층이 편안히 휴

식을 취하는제 방해가 되지않게 친근한 형태의 동물들로 디자인을 등받이에 배치를

하고 밴치에도 스테인레스 스틸과 나무의 결합을 통하여 여백의 미와 단순한 형태

의 디자인을 추구하여 현대적인 미감을 주고자 하였다.

서울 현대조각회 입선 “Casa de Velazquez” 재단 예술가 지원프로그램 수상

2016 사이 갤러리 개인전 Seoul 외 4회 개인전

2020

2002

성의정치학 에무갤러리

Thomas & keonjea Casa velazquez Madrid Spain 외 2회 

이인전

이인전

2020 노원달빛축제 노워 당현천외 100여회 단체전

Kennesaw state university Georgia USA

2004 이탈리아 국제 조각 심포지움 (leuca Italy)

덕소 아이파크 아파트

leuca Italy

서울 남대문 메리어트 호텔

작품소장

작품소장

작품소장

작품소장

작품소장

강동구 박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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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김윤환    작가, 기획자 

빗살무늬토기는 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지표유물이다. 적어도 8천년 전 이전부터 한

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발해연안과 시베리아, 알타이, 북유럽, 아프리카에 걸친 광범위

한 북방지역에 분포되어 있었다. 불의 사용과 함께 토기의 발명은 수십 만 년 수렵·채

집 생활로 떠돌아다니던 인류가 정착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토기는 정착민의 필

수품이 되었고 각종 어패류나 수렵채집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식기로 활용할 수 

있었다. 토기를 이용한 요리혁명 덕분에 신석기인들의 영양상태가 좋아지고 수명은 늘

어나 인구가 증가했다. 이렇듯 토기는 신석기인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주었고 

청동기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혁신의 아이콘이 되었다. 

신석기인들은 토기를 빚을 때 예술성을 추구했다. ‘그릇 표면을 빗살같이 길게 이어진 

무늬새기개로 누르거나 그어서 점·금·동그라미 등의 기하학적 무늬’를 표현했다. 기

능면에서도 바닥을 뾰족하게 하여 강가 바닷가 모래나 진흙위에 꽂아 흔들리지 않는 

균형과 깊은 그릇으로 더 많은 식량을 담을 수 있게 했다. 한 마디로 빗살무늬토기는 

선사인들의 창조성을 보여주는 예술과 과학의 결정체였다.

한편 청주 소로리에서 발견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1만 5천년 된 볍씨와 최근 요하지

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명론은 빗살무늬토기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해준다. 황하문

명보다 최소 1천 년은 앞서 있다고 평가되는 요하지역에는 빗살무늬토기, 비파형동검, 

적석총, 옥결 등 고조선 지표유물들이 널리 분포돼있는데 한반도 전역에 걸쳐 있는 유

물과 본질이 같다. 이같은 사실은 요하문명이 한반도의 시원문명이라는 시공간적 상

상력을 불러 일으킨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볍씨를 암사동 빗살무늬토기에도 담았

을 것이다. 빗살무늬토기는 동북아의 신석기시대에서부터 청동기시대에 이르는 타임

머신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박건재 작가는 암사동 빗살무늬토기를 소재로 작품을 구상하면서 몇 가지 살펴볼만한 

계획을 세웠다. 우선 빗살무늬토기의 원형을 도입하되 현대적인 디자인을 조합함으로

써 관람자로 하여금 암사동의 과거, 현재, 미래를 교차 상상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당

시 토기라는 최첨단 과학기술위에 최고의 미적감수성인 빗살을 담아 낸 선사인들의 

혁신성을 오늘을 사는 시민들이 본받으면 좋겠다는 희망 말이다. 

재료면 에서는 스테인리스 스틸과 LED 조명을 활용함으로써 견고한 물성을 바탕으로 

빗살무늬를 ‘빛살화’하고자 했다. 이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상징한다. 모던한 스테인리

스 디자인이 주는 광택은 곧잘 거울효과를 내어 관람자를 비춘다. 토기안에 담긴 관람

자 자신을 보면서 선사인들과 자신의 연관성을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암사동 선사인들은 후손들에게 빗살무늬토기라는 중요한 문화자본을 물려주었다. 

박건재의 ‘빛살의 탄생’은 오늘을 사는 시민들에게 ‘미래로 향하는 시간의 문’이 될 

수 있을까? 유물의 중요성에 비해 아직 마땅한 기념비적 작품이 없다는 점이 안타까

운 시점에서 본 작품이 암사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지 시민에게 묻는다. 

발해만과 동북아 유라시아를 잇는 시공간적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그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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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고덕, 암사 생태공원은 갈대, 야생화, 산책로 등을 조성한 곳입니다. 강동구를 지나

는 한강변은 제초제를 치지 않아 엉겅퀴, 비수리, 돌콩 등 다양한 풀들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공원을 사람들과 같이 걸으며 먹을 수 있는 풀에 대해 기록하고 

배우는 것은 코로나 시대에 다친 몸과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역의 할머니들에게 배우는 먹을 수 있는 풀에 관한 지식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배우고 익힐 수 있습니다. 풀은 너무 흔해서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우리 몸에 염증을 치료하는 이로운 비타민을 가득 가지고 있습니다. 심거나 

가꾸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잡초와 자생식물의 이로움을, 자연이 주는 선물

을 채취할 때의 기쁨과 감사함을 사람들과 배우고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작품설명

강동구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들의 풀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그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먹거리에 관한 지혜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매체인 웹툰으로 기록합

니다. 그리고 강동구의 깨끗한 한강에서 채취할 수 있는 풀(잡초)의 아름다움을 지

역 주민들의 그림으로 기록하여 식물 도감을 만듭니다. 채집 영상과 할머니들의 레

시피, 세밀화, 웹툰, AR 작업 모두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공유하고 사람들의 레시

피와 이야기도 담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고덕 암사 생태공원에 자연에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는 AR(증강현실) 작업을공원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곳곳에 무형으로 설치합니다. AR 설치 작업은 기존에 큰 

사이즈로 제작 되어 설치되는 조형 설치물과는 다르게 오직 사람들의 관람 시간 동

안 존재합니다. (포켓몬고 의 프로그램처럼, 그렇지만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생태공원이 함께 들어갑니다.)

- 흔하고 빨리 자라는 풀, 잡초이지만 뿌리는 채취하지 않고 지상부만 채취하는 등

의 채집 규약을 만듭니다.

- 여러 종의 잡초는 전 세계에 퍼져있고 한국 할머니들의 풀에 대한 지식과 나물 레

시피 기록에 번역작업을 같이 진행하여, 기후위기와 코로나 시대에 세계인들이 함

께 공유할 수 있는 귀중한 지식과 기억을 기록합니다

강동구 박자현

박자현

고덕한 암사 채집생활

코로나 이후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진 상황에 사람들 몸에 면역력을 높여주

고 채집해도 금방 다시 자라는 풀, 잡초에 대해 같이 배웁니다. 고덕, 암사 생태공원에 

자생으로 자란 풀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먹을 수 있는 풀을 지역의 할머니들에게 배

우고, 요리하는 방법을 주민들과 같이 연구합니다. 강동구의 자랑인 고덕, 암사 생태

공원을 알리고, 제초제를 치지않고 인위적으로 가꾸지 않은 아름다운 공원의 모범 사

례로서 기록 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치구 강동구(자유)

공모유형 작품설치, 주민참여 공동체 활동

지원유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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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

1. 풀 전문가, 지역의 할머니, 시민들과 공원을 걸으며 먹을 수 있는 풀에 대해 배우

며 채집하는 방법을 배운다.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한다.

2. 강동구에 쑥 뜯는 할머니들을 인터뷰하고 채집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모으고 

작가들이 웹툰으로 그려 지역 할머니들의 풀 생활과 레시피를 기록한다. 번역을 진

행해 영어판 웹툰 버젼도 만든다.

3. 지역의 주민 센터와 연계해 풀 세밀화 그리기 프로그램을 만든다. 참여자는 서로 

다른 식물을 맡아 직접 세밀화로 그리고, 그린 세밀화를 엮어 채집한 내용과 함께 

지역 자생식물도감으로 출판 한다. 도감의 판권은 센터에서 가진다.

4. 장애인 종합복지관 노인 종합 복지관과 협업하여 야생풀로 만든 건강 빵을 만든

다. 지역의 특산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재미난 형태의 베이킹을 고민한다. (만

약 복지관과 협업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사람들의 잡초, 비건 베이킹 레시피를 모

으는 레시피 공모를 진행합니다.)

5. 자연과 잡초에 생명력에 관한 AR(증강현실) 작업과, 사운드 작업을 생태공원

을 훼손하지 않도록 곳 곳에 무형으로 설치 한다.  공원에 설치된 가상의, 증강현

실 작업은 큐알코드를 통해 사람들이 일정 기간 자신의 핸드폰으로 작품을 관람할 

수 있고, 사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사람들의 위치와 촬영에 의해 가변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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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강동구 생태공원을 주민들과 기록하는 전체 프로젝트는 온라인으로 업로드되며, 코

로나 시대에 외로운 개인이 자신의 고독한 시간을 지역의 풀을 배우고 요리하는 시

간으로 채우며 온 오프라인으로 사람들과 그 경험을 나눕니다. 그리고 강동구의 자

산인 자연이 만들고 사람들이 지키는 고덕, 암사 생태공원을 알리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풀 채집 생활을 지역의 어르신들 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자신의 삶을 위해 배우

고, 영어 번역을 넣어 세계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와 

기후 위기로 삶의 대안을 생각해 봐야 하는 시대에 자본의 소비와 다른 방향으로 식

생활과 문화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귀하고 값진 약초가 아니라 잡초와 흔한 풀

이 주는 맛과 즐거움을 배웁니다. 

코로나로 활동량이 줄어 몸과 정신이 약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직접 뜯은 풀로 만드

는 음식은 그 과정만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건강한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2016 삼진어묵 레시피공모전 대상, 삼진어묵 수상

2015 하정웅청년미술상, 광주시립미술관 수상

2010 송은미술대상 우수상, 송은문화재단 수상

2019 실패하면 실패하지 않는다고 사라지면 사라지지 않는다고-영주맨션 외 5회

도시생물도감_사라지는, 을숙도 문화회관

개인전

프로젝트

2017 모과나무토끼검은가면(공동기획), 부산 우장춘로37 프로젝트

2014 달방 프로젝트(기획&진행)- 부산 금정구 부곡동 142 프로젝트

강동구 박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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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김현주    독립 큐레이터 

핍진(逼眞)할 공원에 부쳐.

어떤 단어는 촉각적이다. 가령 내겐 핍진(逼眞)하다, 핍진성(逼眞性)이 그렇다. 비평에

서 불쑥 만나게 되는 이 단어가 생경하여 눈으로, 목소리로 읽기만으론 도통 와닿지 

않아 손으로 한 번 쓸어보고 싶어진다. 그럴듯함, 있음직함을 포장해 낸 어휘인데 유

독 박자현의 작업에 핍진성이 퍽 적절하게 느껴져 도리어 당황스럽다. 먼 과거에 던졌

던 배움이 시차를 두고 오늘 떨어져 내린 듯하여 이 단어를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린다. 

고덕 수변 생태 공원에서 풀과 잡초라면 생태 공원이니 풀이나 잡초일 수도 있겠다 싶

지만 박자현에게 이 관계항은 단순 함수가 아니다. 바로 수긍하고 마는 그럴듯함, 있

음직함이 아니라 한 걸음 옆으로 가기 위해 지구 한 바퀴를 돌아 도달하는 달큰한 애

씀이 있다고 할까. 

“왜 풀과 잡초인가요?” 질문했을 때 그녀는 “자본을 쓰는 것 아닌, 다른 방식으로 시간

을 쓰는 방식에 대하여 고민한다”고 말했다. 어느 날부터 누가 비웃을까봐 함구하던 말

이 그녀에겐 담담하게 나온다. 생의 서사가 누적되어 투영되는 그녀의 리얼리티를 어

떻게 그녀만의 것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박자현의 작업 세계가 더욱 궁금했다.

  

박자현은 전면으로 세상과 접촉해 왔다. 낯선 이들과 달방에 모여 이불을 나누기도 하

고(<달방 프로젝트, 2013) 재개발지역 고양이 한 마리 한 마리와 교감한다(<주소 잃

을. 재개발지역 고양이들과 에세이>, 2015-2017). 어쩌면 교감은 정서적인 의미라서 

박자현 작업에 대한 의미로는 협소할지 모른다. 그녀의 작업에는 이슈파이팅이 있는

데 재개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박자현, 이수경 공동작업, <떨어지고 부서

지고 밟히고>, 2015) 버려지고 부서진 화초를 다시 뿌리 내리는 집념(<부서지고 빛나

는>, 2015)이 있다. 

그래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생각하면 《고덕한 암사 채집 생활》은 계획되었거나 이 기

회에 만들어진 과업이 아니다. 영화 세트장이나 연극 무대의 미장센(mise-en-scène)

처럼 시각장 내에서 고도로 기능하는 장치가 아니다. 예술을 전면화하지만 공사와 행

정, 정책, 술수 또한 산재할지 모를 그런 어지러움과 멀다. 

실제 박자현은 2년 전부터 풀과 잡초를 뜯고 말려 요리하고 마시는 이 삶을 가까이 해

오고 있다. 내 삶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할머니들의 지혜를 허투루 흘리지 않고 청해 

듣는다. 이 시간에는 애닳음이 있다. 세대 전승되지 못하고 잊혀져 버릴 것만 같아 애

달프고 좋은 삶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좋은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 청해 듣

는다면 그 삶의 낱낱은 실로 값지고 다양하다. 청하다를 이루는 청(請)은 근사한 의미

들의 조합이다. 귀하게 모시고, 듣고, 보는 그런 총체적인 감각과 관련한다. 예술은 바

로 이 센서리움(sensurium)에 기대며 이 과정이 부실할 때 작품은 휘청인다. 아직 실

현되지 않은, 그리하여 쓰여진 기획안이지만 앞으로 그려질 웹툰과 세밀하게 관찰하

고 표현될 식물도감, 채집 영상과 레시피 기록물의 외연은 내게 미래형으로 아직 현실

에 존재하지 않은 것 아닌, 이미 있어 구체적인 것으로 다가온다. 이 확신이 박자현에

게서 간취하는 핍진성이다. 

그녀의 작품 제목 중 <예술은 극단적 변신을 기획하는 장소를 위한 필수 조건인가?>

(박자현, 왕덕경 공동작업, 2017)라는 물음이 있다. 이 물음에 답해 본다면, 그렇다. 

예술은 그런 장소를 찾고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그러나 박자현에게 주어진 공원이 드

라마틱하게 변하기를 원한다면, 아니다. 그녀는 어떤 것도, 어떤 곳도 해하지 않을 것

이다. 부러 도려내지 않고 ‘인위적’으로 ‘새것’을 내놓지 않을듯하다. 

다시 <예술은 극단적 변신을 기획하는 장소를 위한 필수 조건인가?>에 답해 본다면, 

아니다. 예술 앞에 공공이란 수식을 붙인다고 해도 예술의 쓸모없음과 허약함은 변함

없다. 박자현은 스스로 이 세계의 이중첩자가 아닌가 반문한다. 가능과 양상 그 사이

를 잇는 상상력과 예술적 실천은 때로 반복되는 오가기에서 피로와 고립감을 전한다. 

그러나 이 태도가, 이 고립감이 그이만의 것이 아니라서 오늘 나는 덜 외롭고 그녀도 그

렇기를 바란다. 더불어 《고덕한 암사 채집 생활》이 삶의 구체로부터 풀과 잡초와 꽃을 

피우고 자라게 하기를. 그 공원이 예술적 자생력으로 거듭되기를 걱정 없이,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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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시간의 흐름- 암사동은 다양한 문화층을 포함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선사유적지

며, 대규모 집단 집자리터로 한강유역의 주거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장소의 긴 시간

의 역사는 한강과 함께 하나의 흐름으로 지속되어 왔다. 장소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

으로 연속적 흐름을 조형적 모티브로 사용한다.

모임과 나눔-대상지는 선사유적지로 향하는 주요 진입로에 위치하며, 아파트 주거

단지와 접면하고 있는 장소로서 현재는 유휴공간이다. 대상지의 뒤편으로는 고덕

산, 고덕둘레길 입구와 연결되어 주민들의 산책로로 사용되고 있다. 지역주민 외에

도 서울둘레길 코스에 따라 다양한 인구가 유입되는 장소로써 열린 형태의 나눔의 

공간이 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소통과 인식-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장소로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시각성을 필

요로 한다. 또한 산책로 를 이용하는 주거민들에게 소속감을 제공하고 역사적 인식

과 더불어 쉼과 소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파고라 형식의 조형작품을 구상하였다.

작품설명

모이고 소통하며 끊임없이 이어져온 자리, 사람과 사람이 만나 새로움이 열리고, 시

간과 경험이 중첩되어 흐르고 또 흐른다.

작품 <움트는 자리>는 거대한 물결의 움직임을 형상화한 파고라 조형작업이다. 

암사동이 가진 장소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과거로부터 맥을 이어온 정신적, 문화적 

가치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노란색의 거대한 물결의 흐름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움집의 주거형태를 차용하여 단순히 눈으로 감상하는 조형물이 아닌 쉼과 모임의 

장소를 제공하는 공간적 조형물이다. 대표적 유적인 빗살무늬토기의 유려한 곡선

의 형태를 빌려와 의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내부에 배치하였다. 닫힌 듯 열린, 열린 

듯 닫힌 감싸는 형태로 주민 들에게 아늑함과 함께 열린 소통의 공간을 제공한다. 

파이프로 구성된 노란색의 선들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시각적 이미지를 제공

하고, 계절의 변화에 상응하며 주변 경관과의 자연스러운 조화로움을 이루어낸다.

세부계획

작품명: 움트는 자리

작품 크기: 7,000 x 7,000 x 4,500(h)mm

작품 재질: 스테인리스 스틸, 우레탄도장, 화강석, LED조명

강동구 이재원

이재원

움트는 자리

이동과 쉼, 모임과 나눔, 머무름과 흐름의 장소로서 파고라 형식의 조형물을 제안

한다. 선사시대 주거 유적인 움집과 토기의 형상을 주제로 열린 조형적 공간을 제공한

다. 암사동 유적지의 역사성을 조명하며, 랜드마크로서 과거와 현재가 이어져 온 시간

의 흐름을 시각적 언어로 조형화한다.

대상자치구 강동구(암사동 산 40-16)

공모유형 작품설치

지원유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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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각도 이미지-보는 방향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를 제공한다.

4. 작품 시공 방법

기초공사: 작품이 설치될 위치에 600mm 두께로 철근 골재를 만든 후 방수 콘크

리트 타설

작품 제작: 스테인리스 스틸 파이프(600파이)를 고주파 밴딩하여 형태를 만들고 동

일한 간격으로 배열 용접 고정한다. 접점에 보강 Rib을 설계하여 용접 접합한다. 작

품 하단을 기초 콘크리트 앵커와 용접으로 고정 시공하여 설치한다. 스테인리스 스

틸 소재를 사용하여 영구적인 내구성을 지향한다. 

조명: 8개소의 LED바닥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시인성을 확보한다.

강동구 이재원

1. 작품조감도

2. 작품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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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암사동의 랜드마크 효과-공공의 영역으로 확대된 프로젝트는 지역민과 그들의 삶

터에서 랜드마크의 기능으로서 작용.

주거민들의 주거지역의 역사성 고취-지역적 관심과 지역민의 인식 증가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형성-지속적인 가치에 대한 고민의 장을 나눌 수 있는 공간. 

공공미술프로젝트의 추진으로 인하여 이러한 프로젝트가 담고 있는 가치를 통해 어

린이,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자연스러운 토론의 커뮤니티를 형성 

예술작품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조형의 발견과 공감대 형성

2010 월간 퍼블릭아트 선정작가대상 본상 12인 수상

2009 제1회 New Discourse 최우수상 수상

2019 리토폴로지 RETOPOLOGY 디스위켄드룸 서울

구체풍경 Specific Landscape 스페이스바 서울

개인전

개인전

2010 두터운 세계 현갤러리 초대전 서울

New Discourse 최우수작가전 사이아트갤러리 서울

개인전

개인전

2019 저작(著作)과 자작(自作) 홍익대학교 박물관 서울

Parallel 평택호미술관 평택

기획전

기획전

2018 색과 빛의 스펙트럼 포스코갤러리 포항 기획전

2017 5-7-5 展 동경대학교 일본

메멘토모리 예술가방(쿤스트원) 서울

착착착 맺음갤러리 서울예술치유허브

개소를 위한 우정 복합공간 소네마리

기획전

기획전

기획전

기획전

2015 알로호모라, 아파레시움 미아리 더 텍사스 더텍사스프로젝트 기획전

2011 창조와 패러디 제주도립미술관

SMART 경남도립미술관

기획전

기획전

2010 퍼블릭아트 선정작가 특별전 터치아트갤러리 헤이리 기획전

2015 실신프로젝트 남양광하 - 노마딕경기아트페스타(기획팀) 프로젝트

2009 서울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서울시와 함께 일어서自> 참여작가, 서울디자인재단 프로젝트

2010 Mirror–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Walking, Cell-Portrait – 코오롱

작품소장

작품소장

강동구 이재원

5. 작품 야경 이미지



7372 코로나19 서울공공미술 100개의 아이디어강동구 이재원

소개글

류동현    미술 저널리스트

자유로운 선을 통해 만나는 과거와 현재

서울시 자치구 25개 내의 공간에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하는 <코로나19 서울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이른바 근래 유행하고 있는 ‘오디션’ 경쟁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1, 

2차 예선을 거쳐 공공미술 아이디어 100개가 선정된 본선까지 다다랐다. 이렇게 선정

된 아이디어 100중 25개가 자치구 별로 최종 선정되는데, 바로 직전 단계인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본선에 진출한 이재원 작가는 강동구 내의 도로 변 유휴 공간에 <움트

는 자리>라는 이름의 공공미술 작업을 선보인다. 

이재원 작가는 인간이 인식하는 세계와 관계성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해왔다. 우리

가 인식하는 세계는 기억, 관념, 경험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각된다. 즉 우리는 각자 

하나의 가상세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가상세계에 살고 

있는 개인과 개인은 무엇을 통해 만나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을까? 작가의 작업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한다. 각자가 수행하는 삶과 그 속의 체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

나서 소통하는 관계성을 작가의 주관적 경험을 토대로 탐구해 나간다. 작가가 탐구하

는 관계성을 이번 강동구 암사동에서 선보이는 <움트는 자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강동구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를 꼽으라면, 바로 ‘서울 암사동 유적’이다. 이곳은 서울 

한강변에 위치한 신석기 시대 유적으로, 기원전 5천 년에서 4천 년 경에 형성되기 시

작한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문화 초기단계의 마을 유적이다. 특히 이곳에서는 원형

의 움집자리 여러 채가 발견되면서 대규모 마을이 조성되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신

석기 시대 문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빗살무

늬토기가 대표적인 유물이다. 

<움트는 자리>는 ‘서울 암사동 유적’으로 향하는 주요 진입로에 위치한다. 작가는 작

업을 통해 과거와 현재, 예술과 도시, 작품과 사람이 어떻게 만나고 소통하는지 그 관

계성에 대해 탐구한다. 도로 변에 위치하지만, 고덕산과 둘레길 입구 등 주변으로 통하

는 여러 길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주변에 동시대의 건물과 과거의 유적이 공존

하는 광경을 보고 작가는 새로운 관계가 움트는 지점을 포착했다. 

작품은 직경 7미터의 원형 공간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비정형의 선들이 물결을 치듯

이 7미터의 원 안을 휘감는다. 과거 문명을 탄생시킨 한강이 서울을 휘감고 흐르는 것

처럼, 작가는 반복적인 선이 아닌 자유롭고 거대한 물결의 움직임을 드러내면서 흥미

로운 조형물을 탄생시켰다. <움트는 자리>는 선이 강조되는 파고라(퍼걸러) 형식으로 

제작되어 지붕과 벽의 구분이 없다. 파고라 형식은 공원 등지에서 지붕 없이 프레임으

로만 구성되어 넝쿨 나무들이 위를 덮어서 생태적인 느낌을 주는 공간을 주로 만들어 

내는데, <움트는 자리>는 이러한 파고라 형식을 통해 암사동 유적의 ‘트레이드 마크’

라고 할 수 있는 빗살무늬토기의 라인을 도드라지게 부각시킨다. 어떤 규칙성이 없이 

지름 7미터의 원을 감싸고 있는 선들은 흡사 M.C. 에셔의 작품같은 시각적 착시를 불

러 일으킨다. 보는 재미가 있다.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노란색의 거대한 선들로 이루어진 공간은 암사동 유적 속 움집

의 주거형태를 보여주기도 한다. 단순히 감상하는 공공미술 작품이 아닌 작품 속에 직

접 쉴 수도 있고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는, 이른바 작품과 관객 간에 서로 교감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된다. 공간 속에 자리잡은 의자는 빗살무늬토기를 유머러

스하게 형상화했다. 

<움트는 자리>는 ‘흐르는 강물처럼’ 과거와 현재, 예술과 도시, 작품과 사람 사이로 유

연하게 흘러 들어온다. 그리고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아왔던 강동구, 특히 암사동 지

역의 오래된 역사는 이렇게 현재와 관계를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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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강동구 신석기 유적지는 인류의 과거를 재현하고 교육하는 의미 있는 장소이다.

아직 미지의 세계로 느껴지는 신석기 시대의 자연 풍경을 예술적 상상력을 통해 새

롭게 접할 수 있는 작품을 제안한다.

고대의 인류의 흔적을 빗살무늬나 움막으로 재현하는 방식 대신 공상 과학적인 상

상력을 장소에 불러일으킨다. 중력이 뒤바뀌어 하늘과 땅이 도치된 풍경을 대상지

에 제안하여 상상의 시공간을 시각화한 공간을 구축한다. 도심 내에 고대부터 우리

의 삶의 터전이 되어온 땅과 하늘의 의미를 재고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다.

강동구의 역사적 의미를 해석하여 도심의 시간 속에 아주 먼 과거의 시간을 상상하

고 우리의 근원에 대해 질문해본다.

작품설명

대상지: 시간의 축적의 장소로 설정

대상지는 바쁘게 빠른 속도로 운전하여 지나가는 장소이다.

등산객이 종종 머물기도 하지만 크게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도시의 시간 속에 잠시

시간을 늦추어 머물 수 있는 장소로 변환시킨다.

작품구성

1.  등고선 조명

- 현재 경사진 녹지 단차부분에 설치된 판자재 면에 등고선과 같은 수평선 형태의

조명 설치

- 대상지 공간 전체를 수평선이 적층되어 있는 장소로 인식하도록 한다.

(협의 후 강동구 간판 철거 또는 수정)

2. 조형물/쉼터 하늘과 땅이 반전되어 있는 풍경

- 현재 정자와 같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철거하고 조형물이자 쉼터의 공간을 구축

- 고대 땅의 지형을 상상하게 하는 재료로 원형지붕을 제작

(친환경소재: 테라코타, 황토)

- 바닥에는 반사하는 재료를 이용하여 하늘을 비추도록 함(물)

- 도로에서 볼 때는 조각적 조형물로 인식/가까이 접근하였을 때는 내부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고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 구조를 제작.

3. 미디어 아트

- 낮에는 조형물과 쉼터로 이용/저녁~밤에는 내부에 미디어 아트가 접목된 전시장

으로 변신

강동구 정소영

정소영

하늘 땅 

하늘이 된 땅 또는 땅이 되어버린 하늘을 상상해본적이 있는가. 뒤바뀐 중력으로 인해 

우리의 시간은 거꾸로 흘러가 신석기 시대로 되돌아 갈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우리와 너무나도 멀어진 인류의 과거를 지나간 시간으로만 남겨두지 말자.

인류가 현존한 이후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해오고 있는 땅과 하늘을 좀 더 가

까이 두고 과거로 아니면 미래로 상상의 여행을 떠나자. 

대상자치구 강동구(암사동 산 40-16)

공모유형 작품설치, 공간조성 및 전시

지원유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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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와 내부가 연결되는 공간 - 조형물이자 쉼터

내부전경

강동구 정소영

- 미디어 아트의 영상이 작품 내부에 프로젝션 될 때 야간시 작품을 모습을 탈바꿈.

(추후 작가 섭외: QR 코드를 통해 접속한 웹사이트를 통해 암사동 유적지에 관련한 

미디어 작품을 감상 할 수 있는 방법 고려중)

세부계획

1.  조형물과 조경

자재

- 골조: 철재 용접 및 도장

- 지형(흙) 표현: 테라코타 (가마에서 흙 소성)

- 물 표현: 수반 시설

- 녹지: 간접 매립형 LED조명

- 조형물: 간접 라인 LED 조명

사이즈

- 지름 6m 원형 구조

- 높이 5m

구현방식

- 공장에서 철 공조 제작 및 현장 도장

- 가마에서 지형도 흙 작업 소성

- 현장 철재 골조 작업와 지형도 합체

- 현장 바닥 작업(시멘트 보도블럭을 테라코타 타일로 교체, 수반시설 조성)

- 현장 조명 시설 작업

협업 방식

- 건축가와 협업하여  내구성 및 실현성을 검토하여 작업 진행

- 건축도자 전문가와 협업하여 테라코타 제작 

- 철골조 제작 /작품 설치 및 지반 공사 업체 선정

2. 미디어 아트

작가 섭외(공모 또는 추천제)

- 암사동 신석기 유적에 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영상+사운드 작품제작

- 웹사이트 구축 및 현장 구동 (QR코드 이식)

- 온라인 배포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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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와 조형물에 등고선 조명 설치

강동구 정소영

수반에 비쳐진 하늘 풍경 - 시간의 적층과 흐름을 표현한 원형 구조

도로쪽에서 봤을 때 낮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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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장소의 재인식

상상의 자연과 풍경을 재현하는 조형물을 통하여 고대의 기억을 현재와 미래로 이

어주는 여행을 제안

장소의 재사용

친환경적 재료로 만든 공간 안에서 주민이 모이고 쉬어 갈 수 있는 장소 제공

차로 지나갈 때 강동구의 역사적 맥락을 직관적으로 느끼게 해 주는 풍경으로 작용

장소의 기록

암사동 유적지에 관련한 역사 정보를 미디어 아트를 통해 접하는 기록 보관소

2018 SEGD 글로벌 어워드 Merit Award: <자하담> 프로젝트 수상

2016 제 16회 송은미술대상, 우수상

2020 유리해변, 인스턴트루프 개인전

2016 밤과 낮, 아트선재 오프사이트 개인전

2013 움직이지않고 여행하기, 대림미술관 프로젝트스페이스 구슬모아당구장 개인전

2011 지질과학동 1층, OCI미술관 개인전

2008 PS사루비아 개인전

2007 금호미술관 및 국내, 해외 그룹전 다수 개인전

2020 자라나는 숲, 아차산 천호대로 부근 전망대, 네임리스 건축과 협업 프로젝트, 서울시 주관 프로젝트

2018 자하담, 아트페이빙 서울은 미술관, 신영동 로터리 육교 공공미술디자인 프로젝트

2013 라운드 프로젝트, 빛의 정원 야외조각 영구 설치, 상림숲, 함양 프로젝트

소개글

박성환    큐레이터 

공공의 장소가 매력적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이나 설계를 진행함에 있어, 과거에

서 미래로의 시간축 일부인 현재라는 단층에서 생각해 보아야한다. 더욱이 건축적 요

소를 지닌 공공예술에 있어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사람들과 문화적인 대화가 필요하

며 장소의 이력과 마주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기도 하다.

 

역사와 시공간 사이의 다층적 관계를 심도있게 연구해 온 정소영 작가의 <하늘 땅>은 

강동구 신석기 유적지에 설치되는 건축물이다. 고대의 인류의 흔적을 빗살무늬나 움

막으로 재현하는 방식 대신 공상 과학적인 상상력을 장소에 불러일으키는 <하늘 땅>

은 도로에서 볼 때는 조각적 조형물로 인식되며, 가까이 접근하였을 때는 내부에 들어

가 휴식을 취하고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에 작품

의 내부와 외부, 부감으로 바라볼 때 각기 다른 미감을 자아낸다.

외부와의 경계를 플랫하게 만들어 공공에게 열린 공간으로 제공되는 쉼터인 내부는 

중력을 거슬러 쌓아 올려지는 ‘건축물’의 특성을 포착하여 마치 하늘과 땅이 도치 된 

것 같은 상상의 시공간을 시각화 하였다. 천정부분에는 황토가 있고 바닥에는 반사하

는 재료가 동그랗게 놓여져 하늘을 오롯이 담아낸다. 

황토가 발라져있던 천정 부분을 외부에서 바라보면 지질학에서 현시대의 사람이 과거

를 유추하는 방식인 적층단면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을 알 수 있다. 친환경 소재이자 빗

살무늬 토기의 소재인 황토와 점토를 제련해서 만든 테라코타를 겹쳐 얹은 지붕을 통

해 작가는 인간이 구조한 시간의 지층, 자연의 시간을 분절하는 인간의 시선을 건축적

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대상지가 지닌 시간이 축적된 장소임을 나타내고 있는 동시

에 대지에서 나오는 1차원적 소재로 삶을 이어나갔던 인류의 흙과 땅에 대한 직접적 

감각을 회복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부감으로 바라본 <하늘 땅>은 해가 지나는 하늘의 구조를 본뜬 원형 구조를 이루며 

하늘과 땅이 반전되어 있는 감각을 재생산하고 있으며 감상자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조각 일부를 보여주면서 전체를 상상하게 하는 촉각적인 방식으

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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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고대부터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어온 땅과 하늘의 의미를 재고할 수 있는 장소 

<하늘 땅>을 구축하는 동시에 낮에는 일상의 플랫폼으로서 밤에는 문화적 대화가 오

가는 미디어 아트의 플랫폼으로서 <하늘 땅>의 기능적 공간을 조성한다. 밤의 <하늘 

땅>은 단순한 장소의 기능론이나 형태론만이 아니라 그 장소에 담는 사람들의 생각이

나 사상, 가치를 담은 대화의 장으로서 미디어 아트 플랫폼으로 변모한다. 과거 사람들

과의 대화는 고지도나 고사진, 문헌사료 등을 통해 상상한다. 또한 다양한 사회상황을 

염두에 두고 눈앞에서 펼쳐지는 영상, 사운드 작업을 체험하며 미래와 대화를 이어나

간다. 이러한 미디어 아트 작품은 <하늘 땅>의 구체적 정보와 체험을 완성시키는 역할

로 경계와 경계를 허물며 미래적 상상력을 배가 시킨다.

<하늘 땅>의 면면에는 「장소성」과 「일상」을 의식하도록 소재와 형태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장소성’이란 설계 대상인 부지의 지형이나 마을의 성립, 역사적 사실이나 보

편적 가치와 같은 비교적 피지컬한 측면을 말한다. 한편 ‘일상’이란 그 토지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가치관, 산업이나 생업, 커뮤니티, 전통을 내포하는 지역 사람들에 의한 생

활방식이다. 정소영 작가는 땅에서 가져온 소재. 지상에 무언가를 올리기 위해 지하의 

재료를 가져오게 되며 지반의 음각이 생김으로 지상에 양각의 구조물이 생겨나는 건

축과 대지와의 관계성을 표현하고 역사성이나 보편적 가치를 띤 장소성과 일상과의 

융합을 강하게 의식하며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사랑받는 공간으로서 <하늘땅>을 디

자인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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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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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어렸을 때부터 깊은 인연이 있는 강북구 소재의 많은 봉제 공장들, 매일 많은 양의 

깨끗하고 다양한 원단 자투리가 공장바닥을 굴러 다니고 쓰레기봉투에 버려진다. 또 

상품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새 옷들도 공장 구석 가득히 쌓여있곤 하다. 이것들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지닌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한다.  

또한 올해 강북구 청년예술인으로 활동하면서 강북문화예술회관을 알게 되었고 주

민들의 문화 향유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한다. 

작품설명

강북구는 시가지 지역 대비 녹지지역 비율이 157.3%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자치

구이다. 이로 인해 서울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으며 자연환경의 혜택을 많

이 받고 있다. 

강북구의 녹지지역 중 가장 대표적이자 지역의 자랑인 북한산(삼각산)을  엄청난 쓰

레기(원단 조각들)로 리사이클링하여 웅장하고 아름답게 표현해보고자 한다. 

또한 원단을 이용한 회화작품으로 복도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실내 설치에 적

합하다. 

강북구 김다솜

김다솜

자투리도감

버려지거나 쓸모없는 원단조각으로 리사이클링하여 강북구의 대표 명소인 북한산과 

주민들의 일상을 회화작품으로 표현.

대상자치구 강북구(강북문화예술회관)

공모유형 작품설치

지원유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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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 2: 가로, 세로 30cm내외의 원단 조각(주로 비침이 있는 원단)에 전사 방법

으로 북한산의 풍경, 동식물 또는 주민들의 일상 사진을 흑백 전사.

-> 벽면에 원단들을 연결하여 행잉 또는 각각을 액자에 넣어 배치.

세부계획

벽면 1: 수집한 원단 조각들을 콜라주 방식으로 접착하여 북한산 전경을 표현.

작품 사이즈: 가로 5m, 세로 1.7m (*대형 사이즈로  작업이나 설치가 어려

울 경우 산수화 병풍과 같이 6폭으로 나누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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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가치가 떨어진 것들도 사람들에게 심미적 가치, 안정감, 소속감, 위로, 회복 등 문

화 예술 자체가 주는 새로운 가치로 변화할 수 있다.

- 무심코 매일 버려지는 것들, 상품가치를 잃은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

는 시간을 갖는다. 

- 아주 일부분이 될지라도 발생하는 폐기비용을 절감하고 환경보호에 이바지하여

강북구의 아름다운 녹지를 보존하고자 한다.

- 작품 설치 장소와 작품 소재가 지역적으로 의미가 있고 공간에 잘 어우러진다.

- 주민들의 예술 참여 기회 및 문화예술 향유의 공간을 제공한다.

2016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휴학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졸업

2014 김다솜 초대전, 셀로아트갤러리, 서울 개인전

2013 관훈갤러리 개인전

2012 신진작가 발굴전,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개인전

AAF 독일, 영국

KIAF

화랑미술제

호텔아트페어

부산아트쇼 및 단체전, 그룹전 참가

2020 015 YOUNG 아티스트, 15개의 서울 강북구 청년예술인 선정 및 활동 프로젝트

2012 영은미술관 <2012 Young&Young artist project> 신진작가 선정 프로젝트

주영갤러리

강화남산유스호스텔

작품소장 

작품소장

소개글

반이정    미술평론가

김다솜의 지역 특정적 재활용 미술 <자투리 도감> 

<자투리 도감>은 지원자 김다솜이 봉제 공장에서 나온 원단 자투리를 공공미술 자원

으로 변형한 프로젝트로, 북한산(삼각산)의 모습을 재현되도록 기획되었다. 대부분이 

공공미술의 일정 부분의 공간을 물리적으로 점거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는 것과 달리, 

<자투리 도감>은 벽면에 밀착 되어 벽화의 형식으로 전시/관람되도록 제작될 예정이

다.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지원자 김다솜의 개인사와 연관되기도 하고, 강북구의 지

역 특성성과도 연관되어 있단다. 유년기부터 강북구에서 김다솜은 그 지역 봉제공장

들이 이내 폐기처분될 원단 자투리를 쏟아내는 것을 지켜보며 성장했기 때문에, 타 지

역 거주자는 알 수 없는 원단 자투리를 배출하는 봉제 공장의 생산 공정을 창작에 반

영할 수 있었다. 한편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인 북한산(삼각산)은 여러 구(강북구, 도봉

구, 성북구, 종로구....)에 속해있지만, 강북구민의 관점에서 북한산을 지역의 주제 키워

드로 잡아, 강북구 봉제공장의 생산 공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원단 자투리)를 지역의 

랜드마크를 재현하고자 했다. 

김다솜의 <자투리 도감>은 지역 경제의 숨겨진 결과물로 강북구의 랜드 마크를 드러

내는 데 있으며, 흔히 미술품 제작의 재료로 거의 가정된 바 없는 폐기물을 미술품의 

자격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이 급진적인 용도변경만으로도 다른 종류의 미술들이 주는 

감흥과는 차별화된 질감을 줄 수 있다. 요컨대 폐목, 비닐봉지, 머리카락, 스티로폼처

럼 미술 재료로 가정한 바 없는 재료를 이용해서 시각예술품을 제작하는 건 정크 아트

Junk art라는 계보로 현대미술사에서 출현한 바 있고, 특정 시대나 특정 지역에 국한되

지 않고, 폐기물을 예술품으로 부활시키는 정크 아트의 전통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 정크는 폐물/고물을 뜻하며, 아트는 예술(품)이다. 그러니 정크 아트는 

‘폐물 예술’ 정도로 번역되리라. 폐물은 예술과는 정반대의 위상을 갖은 것으로 분류된

다. 그러니 폐물과 예술을 결합한 이 기이한 예술 형식은 그 결과물에 대한 굉장한 궁금

즘을 유발한다. 예술품은 먼저 제작을 위한 원자재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모든 공산품

의 제조과정과도 같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정형화된 예술 형태는 회화의 경우 캔버

스, 종이, 안료, 붓을 재료와 도구로 삼고, 조각의 경우 각종 목재와 석재를 재료 삼는다.  

이에 반해 정크 아트의 재료들은 예술품으로 거듭나기 앞서 이미 한차례 특정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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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충분히 수행한 바 있는 ‘경력자’들로 구성된다. 그것이 바로 산업 폐기물이다. 얼핏 

생소하고 달갑지 않은 이 미술 재료는 현대미술의 출발을 이끈 원동력이기도 하다. 과

장되게 말해서 현대미술과 산업 폐기물은 공생관계에 놓여있다고나 할까. 흔히 현대미

술의 시조로 거침없이 지목되는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과 그가 화장실 소변

기를 고스란히 전시장에 출품한 문제작 <샘>은 고전적 예술 재료 문화를 작가가 자진

해서 포기한 대형 사고로 간주된다. 이 해프닝은 당시 예술계 내에서 비난과 냉소를 받

았지만 현대미술사에서는 기성품을 재료로 도입한 최초의 공식적 사건으로 기록된다. 

<자투리 도감>은 지원자의 개인사와 그녀가 속한 강북구의 지역 경제의 한 특성을 재

활용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낸 공공미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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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우이천이 강북구와 도봉구의 경계 구간인 점에서 착안하여, 경계지점 위에 독립된 

시공간을 구성하고자 한다. 

원형(圓形)은 그 자체로 완결성 있는 하나의 영역을 만들어낸다. 이 조형물은 시민

들을 경계 위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지대인 동시에, 순환과 소통이 이루어

지는 통로의 역할도 하는 복합적인 공간이 될 것이다. 더불어 우이천 주변의 자연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곳이 되기를 바란다.

작품설명

우이천 위로 원형(圓形)의 구조물을 설치한다. 기본적으로 벤치의 기능을 하는 이

곳은 시민들을 위한 휴식의 공간이자 강북구와 도봉구를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 또

한 수행한다. 이 공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조형물이며, 쉼터 그리고 다리인 것이다. 

원형(圓形)의 목조 구조 한가운데에는 360도로 주변을 관망할 수 있는 벤치가 놓여

있고 그 앞으로는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데크가 있으며, 이 모든 요소는 하나의 유

기적인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세부계획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작품의 기본 소재는 자연 목재(방부목)를 사용하

고자 하였으나, 하천 범람 시 작품의 훼손과 방부목의 화학물질로 인한 하천의 오

염을 우려하여 내구성과 내수성이 강한 친환경 합성 목재의 사용을 검토 중이다. 

또한, 방부목을 사용할 경우 도장 등 주기적인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는 불편함도 

고려하였다. 작품을 떠받치고 있는 교량에 해당하는 부분, 즉 뼈대를 이루는 기초

는 환경문제를 고려하고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제작하

고자 한다.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데크 위에 촘촘한 홈을 내는 형태를 고려 중이며,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디자인 형태를 고민하고 있다.

작품의 크기는 작품이 설치될 지점의 하천 너비에 따라 유동적이며, 대략 지름 

20~30m의 크기를 예상한다. 다만 되도록 더 넓은 크기의 작품으로 제작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하기를 희망한다.

현재 다양한 소재와 안전문제를 연구 중이며, 작품 선정 후 구조 검토를 받을 계획

이다.

강북구 김지섭

김지섭

둥근 경계

아트 벤치

대상자치구 강북구(우이천)

공모유형 작품설치

지원유형 개인



9796 코로나19 서울공공미술 100개의 아이디어강북구 김지섭



9998 코로나19 서울공공미술 100개의 아이디어

기대효과

하천 바로 위에 자리 잡은 벤치의 특성상 자연과 가까운 환경 속에서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발밑을 흐르는 하천을 경험하며 북한산을 조망 할 수 있고, 매년 봄 벚

꽃이 핀 우이천 변을 새로운 시점에서 바라보며 감상할 수 있다. 

지나다닐 수도, 머무를 수도 있는 예술작품을 통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경험을 

선사하고, 더불어 강북구와 도봉구의 가교 역할을 하여 이동 편의성 또한 제공한다.

2018 Forms, to Form, too many Forms, Budde-Haus, 라이프치히, 독일 단체전

2014 제4회 공장미술제_생산적인, 너무나 생산적인, 문화역서울 284, 서울, 한국 단체전

강북구 김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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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백령    경희대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작가 김지섭은 경계와 순환을 고민 중이다. 작가는 가르고, 나누고, 이동하고, 머무는 

과정과 공간에 대한 작업을 강북구와 도봉구의 경계 지점인 우이천에서 계획하고 있

다. 경계는 일반적으로 직선이며 차갑게 느낄 수 있다. 서울시에는 59개의 하천이 있

다. 이중 우이천은 도봉산과 삼각산을 발원으로 중량천과 연결되어 흐르는 천이다. 

하천의 시작이 다르나 이들은 우이천에서 모여 더 큰 천을 향해 흐르고 있다. 서울의 

모든 천이 그렇듯 하천은 경계이며 연결의 지점이다. 김지섭 작가는 그 경계를 새롭게 

하고자 원형의 벤치를 생각하였다. 순환의 고리이며 출발과 도착이 같은 원형의 교각

이자 벤치를 구상하였다. 또한 벤치 가운데 뚫린 공간을 통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물

과 만나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우이천 위의 작은 섬을 상상할 수 있다. 우이천 위에 떠 있는 아트 벤치. 흐르는 우이

천 위에 멈추고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는 쉼의 여유를 가지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

다. 아트 벤치는 우이천을 가로지르는 다리이면서 흐르는 물 위에 멈추는 공간이다.

작가 김지섭에게 장소와 공간, 그리고 무엇이 장소와 공간을 만드는 가가 작품의 화두

로 등장한다. 행위와 활동이 장소와 공간을 만들고 그 의미는 참여한 이들에 의해 찾

아진다는 작가의 생각을 유추할 수 있다. 작가는 아트 벤치에 앉아 변화하는 우이천을 

바라보고 일상 속 쉼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제공하고자 한다. 우이천을 걷는 이들이 한

번은 상상해 봄직한 조형물이다. 

공공미술은 단순히 지역사회를 위해 제작되고 지역사회가 소유하는 미술로 정의된다. 

보편적으로 시민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전시되는 작품을 지칭하는 공공미술은 지

정된 장소의 설치미술이나 장소 자체를 위한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공공미술은 장소

에 결합하는 예술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공공의 개념을 장소와 관련시켜 작품을 만들고 

소통한다. 공공미술의 새로운 추세는 장소를 물리적 장소로 보지 않고 사회적·문화적·

정치적 소통의 공간으로 간주하며, 지역공동체와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한다. 

김지섭의 아트 벤치는 장소의 역사나 스토리와 연계하거나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기보

다는 아트 벤치 설치 이후 이를 사용하는 이들에 의해 우이천의 사시사철 속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기록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정 인물과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우이천과 함께 변화하는 자연의 이야기를 담고 지역의 일부가 되는 것을 기대한 것이

다. 물 위에 떠 있는 원형의 아트 벤치가 설치된다면 하천의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 

질 뿐 아니라 서울 시내 다른 하천의 모습을 변화하게 할 것이다.   

  

김지섭 작가의 작업은 자연과 인공의 결합, 시간의 공유, 이질적인 것들이 함께 만들

어내는 새로운 조화를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설치하기 위

해 작가는 계절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를 찾아야 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담보하

기 위한 아트 벤치 제작의 구조를 생각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슈가 

있더라도 하천 위의 둥근 아트 벤치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공공미술의 새로운 모습

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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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펜데믹 상황으로 직접적인 교류가 줄어든 시대, 작가는 작품안에서 언텍트의 방법

으로 컨텍트 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작품은 시민들은 온라인(인터넷전송)으로 

보내어진 자신과 살고 있는 집을 배경으로 한 사진과 작가가 직접 방문하여 촬영

한 시민들과 강북구의 모습이 작품의 일부가 되는 주민참여적인 사진 평면 설치 작

품이다.

또한, 시민들이 오고가는 문화센터는 시민들이 미술작품의 한 부분이 되는 경험을 

하는 장소로 탈바꿈한다. 강북문화예술회관과 온라인, 워크샵 등 으로 홍보되어 질 

이 작품으로 인해, 문화센터는 참여 후에도 작품의 일부가 된 자신을 경험하러 방

문하는 장소가 된다.

강북구는 작가 본인이 태어나고 아직까지 거주하는 의미있는 장소이다. 다양한 주

거형태와 연령이 존재하는 강북구의 다양한 모습을 거울 평면, 설치 작업으로 시민

들의 참여와 함께 담아내는 주민참여 공동체 활동 적 작품이자 새로운 형식의 이

벤트로 진행된다.

작품설명

대중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이 참여적 평면 설치 작업은, 작품안에서 직접적인 컨텍

없이 또 다른 방식의 컨텍을 만들어낸다. 각 사진 옆에는 양쪽이 비치는 양면거울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울의 효과 때문에 하나하나의 얼굴은 주변에 있는 얼굴과 겹쳐

지는 것 처럼 보이게 된다. 그모습이 마치, 벽을 놓고 떨어져있지만 양면거울이라는 

독특한 재료 때문에 컨텍트 되는 모습으로 보인다.

알게 모르게 인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고 살아간다. 이 작품을 통해 

같은 동네에 살면서 몰랐던 주변인, 혹은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강북구의 모

습을 볼수있게 되고, 양면거울이라는 장치로 인해 장면들은 섞이고 연결되고 이어

진다. 마치 그 안에서 사람들은 또 다른 방식의 교류방법(컨텍트)을 찾는 것처럼 보

인다.

세부계획

<소재 및 사이즈>

- 양면거울로 만들어진 액자에 시민들의 사진이 들어간다.

- 사진의 갯수는 한 액자당 96(6x16)이며, 총 3개의 액자가 만들어진다. (사이즈는 

참여 가능인원에 따라 유동적으로 가능)

- 사진 사이즈는 각각 15x15cm 정사각형이며 인화지에 프린트된다. 

강북구 박민

박민

수용유희: 컨텍트

언텍트 시대에 작품안에서 이웃과 컨텍되는, 개성있는 시민들과 강북구 풍경의 모습

을 시민의 참여와 함께 그려낸다. 

대상자치구 강북구(강북문화예술회관)

공모유형 공간조성 및 전시, 주민참여 공동체 활동

지원유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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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전송받은 사진을 작가가 후보정 후 출력해서 설치한다.

<구현방식>

- 강북예술회관을 기점으로 참여에 대한 홍보

-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진관(노인정, 유치원, 주변 중, 고 대안학교)

- 강북구의 중, 고등학교, 대안학교 방문, 강연과 참여형 미술에 대한 워크샵 개최

-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만들어, 각각 사진 및 강북구의 모습 홍보 

2019 청주공예비엔날레, 청주, 대한민국

2108 Shelf Talk, 아티스트 톡, 앤트워프 왕립학교 도서관, 앤트워프, 벨기에

Missing Mathilda, 퍼블릭아트 프로젝트, 앤트워프 왕립학교 도서관, 앤트워프, 벨기에

제4회 뉴 미디어 아트 국제전, CICA 미술관, 김포, 대한민국

2017 IPIP 퍼블릭아트 프로젝트, 공공 도서관, 앤트워프, 벨기에

야외 조각 프로젝트, 앤트워프 대학교 캠퍼스, 앤트워프, 벨기에

2016 개인전: 오래된 미래, 광화문 전광판, 서울, 대한민국

2015 The(UN)SCENE Art Show, 뉴욕, 미국

기대효과

- 코로나로 컨텍이 어려운시기,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참여가 가능한 예술

작품으로 주민들에게 경험을 제공하며, 펜데믹으로 답답한 상황으로 직접적 교류

가 줄어든 시기에 또 다른 방법의 소통방식을 제시한다.

- 찾아가는 사진관과 소규모 워크샵을 통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시한다.

- 강북구와 관련된 풍경과 인물을 보여줌으로서, 특색있는 강북구의 모습을 다시 돌

아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유동인구가 많은 4.19일대의 문화센터가 새로운 방문장소(예술체험)로서의 역할

을 한다.  

- 인스타 그램 페이지를 만들어, 시민들이 보낸 강북구의 곳곳의 모습을 보여준다. 

홍보효과 및 동네를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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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승오    페리지갤러리 디렉터

2020년은 COVID-19로 인한 펜데믹 상황으로 사람들의 직접적인 교류가 줄어들고 

많은 활동들이 비대면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단절은 분리된 공간

에 격리되거나 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등의 물리적인 경

험을 통해 가시화되며, 누군가를 직접 대면하는 것이 꺼려지거나 나도 모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같은 심리적인 고립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

황 속에서 작가는 이번 공공미술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이러한 사람들 사

이의 단절되어 버린 빈 공간을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

박민 작가는 사람들이 자신과 밀접한 생활공간 앞에 서 있는 사진작업을 기획하였다. 

이러한 이미지의 제작은 두 가지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나는 강북구민들의 자발적

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배경(예를 들면 담벼락이

나 대문)으로 강북구민들이 자신의 모습을 작가가 원하는 규격에 맞춰 촬영하여 이미

지를 온라인으로 전달하여 작가가 수집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작가가 직접 강북구에서 시장이나 카페, 빵집 등 다양한 생업의 현장들

을 찾아다니면서 사업장 앞에서 인물 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수집된 이미

지를 작품으로 완성하는 방식은 우선 작품에 사용하기 위해 일정한 구도로 사진을 보

정하는 작업에서 시작된다. 보정이 완료된 한 명의 인물 사진은 양 옆에 양면 거울이 

설치된 공간에 배치하는 과정을 거친다. 최종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물 사

진으로 채워진 조그만 공간들이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작품으로 완성된다. 이는 멀리

서 보았을 때 단순히 각자의 인물사진을 모아놓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

가서 살펴보면 관객이 눈의 위치와 높이에 따라 이렇게 각각 분리되어 있는 공간에 놓

여진 인물의 사진은 거울에 반사되어 하나의 얼굴이 다른 인물의 몸과 겹쳐져서 나타

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사람들이 벽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광학적 효과로 인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된 중첩된 풍경으로 나타난다. 

이 작품에는 주거를 비롯한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과 함께 연령의 세대, 성별

이 등장한다. 작가는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각각의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최대한 담

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과 장소는 우리와 동떨어진 먼 곳의 이

야기가 아니라 내가 평소에 걷게 되는 길에서 만나게 되는 주변의 공간들과 그 공간에

서 마주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물론 이들은 내가 알고 있는 친밀한 관계를 갖

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시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회 구성원이다. 그렇기에 이 

작품에서 보이는 많은 인물들은 또 다른 나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사진들이 하나의 

풍경으로 묶여지면서 자연스럽게 강북구의 현재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강북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지는 이 작품은 강북구를 터전으로 살고있

는 구성원들이 가진 자신만의 풍경을 서로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방식은 

지금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게든 연결된 유대를 가진 사회의 구성원

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든다. 

이렇게 박민 작가가 만들어내는 작품은 우리가 비대면을 강조하는 현재 COVID-19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서로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작

가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를 만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고립되고 단절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처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곧 다시 웃으며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바로 옆에 있는 이웃들과 공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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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주사위의 숲>은 현재 전 지구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이자 심각한 문제로 인지되어 

온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를 커뮤니티 아트, 다원예술,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예술

의 형태로 시민들과 예술가들의 협업을 통해 풀어나가기 위해 기획되었다.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강북구는 환경 보호종 및 희귀 동식물 52종의 서식지이기도 하며 동

물들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불법 임시 소각시설 및 불법 오폐수 시스템이 다양한 동

식물과 공존하는 환경이기도 하다. 이러한 강북구 생태환경의 다각적 의미를 워크

숍과 조각, 벽화, 전시 등의 예술 활동을 통해 인간이 아닌 동물의 시점에서 재해석

하고, 지역사회와 주변의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 이릍 통해 공공미술을 문화 향유를 위한 인간만의 영역이 아닌 자연

과 공존하는 행위 자체로 확장해보고, ‘공공성’과 인간-동식물-자연의 ‘상생’의 결

합을 시도할 것이다.

작품설명

워크숍 (사전 연구)

강북구에 인접한 북한산과 우이천 등 자연 생태계에 대한 연구 및 탐사, 그리고 강

북구에 서식하는 희귀 동식물 52종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다

양한 생태적 접근 방식을 결합한 워크숍을 진행한다. 현대 무용의 기법인 컨택즉흥

(contact improvisation)과 비선형적 서사구조를 가진 실험연극 등 동시대 공연예

술의 형태로 인류를 멸종위기 동물에 비유해보고, 생태계 그래프를 이용하여 작곡

과 사운드 아트를 시도해보고, 재활용품으로 악기를 만드는 업싸이클링 워크숍 등

을 진행한다.

제작 및 발표

주민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활용 주사위를 활용한 작품을 제작하고, 희귀 동

식물과 지역주민 2천명의 얼굴을 합성해 평균값을 낸 초상화 등을 제작할 예정이

다. 결과물은 6월 말 전시와 공연의 형태로 발표되며, 문화에술 콘텐츠와 시설이 부

족한 강북구의 구민들에게 다양한 예술을 소개하고 환경과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

을 증대시키려 한다.

세부계획

1. 워크숍

1월부터 약 2달간 강북구 문화센터, 성신여자대 환경 동아리 등 12개의 학교와 인

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약 2천 명의 워크숍 참여자를 모집하고 100명의 미술작가,

강북구 이수정

이수정

주사위의 숲(Forest of Dice)

지난 20년간 환경문제, 녹지사업 확대, 희귀동물 보호에 많은 관심을 보이던 강북구

의 친환경적인 정책에 맞추어 지역주민들과 함께 강북구 희귀 동식물 52종의 연구 보

존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한다. 또한 워크숍 결과물을 바탕으로 강북구 주민들과 함

께 348,740 개(강북구 인구수)의 재활용 주사위를 재료로 한 희귀 동식물의 조각과 

그림을 만들어 설치한다. 이를 통해 주사위가 가진 복잡성(Complexity), 무작위성

(Randomness), 평등과 통합 등의 상징성을 연구 내용과 연결하고 시각화하려 한다.

대상자치구 강북구(강북문화예술회관)

공모유형 공간조성 및 전시, 주민참여 공동체 활동

지원유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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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환경전문가, 도시전문가 등과 함께 6월 말까지 동식물의 이동경로 및 생

활습성을 하나의 연극과 실험 무용으로 배우는 움직임 워크숍, 재활용 악기 만들

기, 북한산 현장 답사, 실험 연극, 작곡하기 등 70여개의 프로젝트를 4개월 간 진

행한다.

2. 주사위 조각, 지역주민X동식물 벽화 시리즈

52종의 멸종 동식물을 주사위 34만개를 이용해 1:1크기로 재현한 조각을 제작하고, 

주사위 여섯 면의 명암 차이를 이용한 점묘화로 벽화를 제작하여 12mX4m 벽면

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 때 멸종위기 동식물의 이미지와 강북구 지역주민 2천 명의 

얼굴을 평균값으로 합성한 이미지가 반씩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사용되는 주사위는 

재활용품을 녹여 만든 반투명 주사위로 일부는 안에 LED가 내장되어 지구 해수면

이 올라가는 만큼 점점 푸른색으로 변하는 미디어 아트의 형태가 될 예정이다. 이

를 통해 관객들은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주변의 자연 환경과 생태에 대

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

3. 전시 및 발표

6월 말 강북문화센터 공연장에서 7일에 걸친 페스티벌을 열어 결과물을 전시 공연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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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이 프로젝트는 생태 전문가, 무용수, 생물학자, 도시환경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

문가 50여 명과 강북구 문화센터, 노인정, 학교, 인터넷 카페 등 지역 커뮤니티 등을 

통해 모집한 500여 명의 강북구 주민들의 협업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다소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동시대 미술의 흥미로운 요소들을 

환경문제를 통해 쉽고 재밌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또한 결과물을 공

연과 전시로 보여주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할 계획이며, 

그 과정을 유튜브로 홍보함으로써 강북구의 지역 이미지 향상과 구민들의 자부심

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구 해수면에 따라 점점 바닥에서부터 물이 차오르듯 푸른색으로 물

들어가는 LED 장치를 통해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전시 자체로도 화

제성을 높여 의미와 심미성을 둘 다 획득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6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자문화학과 졸업

2020 바늘매니아 타투안한다 전, 육일봉, 서울

이태원 빌라해밀톤 Hidden Times

단체전

단체전

2019 팀 아트에듀 다원예술 성과발표 전시 Hidden Side, 금천예술공장, 서울 단체전

2016 WACA 목산갤러리 단체전

2019 팀 아트에듀 다원예술 성과발표 전시 Hidden Side, 금천예술공장, 서울

‘프롬 나드 런’ 퍼포머, 문화복합공간 에무, 서울

퍼포먼스

퍼포먼스

2015 ‘English order’, 테이크아웃 드로잉, 서울 한다. 퍼포먼스

강북구 이수정

소개글

박성환    큐레이터   

기존의 공공예술에 대한 인식은 공원이나 개활지 등 공공 공간에 설치된 조각이나 벽

화 같은 ‘예술작품’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최근 공공예술정책과 예술표

현형태의 변화로 인해 ‘대중을 위한 예술’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 왔다. 작품의 우열

뿐만 아니라 설치 과정에서의 지역과 시민의 지지, 그리고 활발한 논의는 매우 중요

한 단계가 되었다.

 

이수정 작가의 <주사위의 숲>은 시민과 예술가의 협업을 통해 현재 전 지구적으로 주

목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기대로 기획되었다.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강북구는 환경 보호종 및 희귀 동식물 52종의 서식지인 동시에 동물

들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불법 임시 소각시설 및 불법 오폐수 시스템이 다양한 동식물

과 공존하는 환경이기도 하다. 이수정 작가는 이러한 강북구 생태환경이 지닌 다각적 

의미를 담아 지역사회와 주변의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 <주

사위의 숲>을 제안한다. <주사위의 숲>은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투명 주사위를 소재

로 하여, ‘과정’이 중시 되는 워크숍프로그램과 ‘형태’가 중심이 되는 벽화 설치로 구

성된 작업이다. 

 

워크숍은 강북구에 인접한 북한산과 우이천 등 자연 생태계에 대한 연구 및 탐사, 그

리고 강북구에 서식하는 희귀 동식물 52종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다양한 생태적 접근 방식의 결합을 시도한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과 진행되는 워크

숍 프로그램에서는 현대 무용의 기법인 컨택즉흥(contact improvisation)과 비선형

적 서사구조를 가진 실험연극 등 동시대 공연예술의 형태 안에서 인류를 멸종위기 동

물에 비유해보기도 하고, 희귀 동식물 개체수를 나타내는 생태 그래프를 이용한 작곡

과 사운드 아트를 경험할 수도 있다. 또한 주민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34만개(강

북구 주민수와 같은)의 재활용 주사위를 사용해 52종의 멸종 동식물을 재현한 조각을 

제작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워크숍의 결과물은 6월 말 강북문화센터 공연장에서 7

일에 걸친 페스티벌을 통해 전시/공연되며 이를 통해 환경과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

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상설 설치되는 벽화는 주사위의 눈의 차이로 발생하는 명암차이를 이용한 점묘화로 

제작된다. 작가는 사전 신청을 통해 수집한 강북구 지역주민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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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평균값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와 멸종위기 동식물의 이미지를 12m x 

4m 벽면에 설치한다. 이 때 사용되는 주사위는 재활용품을 녹여 만든 반투명 주사위

이며 안에는 LED를 내장하여 지구 해수면 상승 수치와 연동시키고 이에 따라 푸른색

으로 변한다. 미디어 아트로 선보이는 이 벽화를 통해 관객들은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

을 실감하고 주변의 자연 환경과 생태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 한다.

 

이처럼 <주사위의 숲>은 작품제작 과정의 시민참가 실천은 지역조직과의 연계를 활

용한다. 또한 이는 프로젝트에 지속성을 갖게 하고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긴밀히 상호작용하며 커뮤니티 아트, 미디어 아트 등이 접목된 다원예술의 형태로 표

현는 것으로 공공예술에 있어 시민참가에 의해 유효한 제언을 한다. 주사위라는 오브

제가 가진 무작위성과 다면체에 각기 다른 이미지가 있는 특성에 주목한 작가는 <주

사위의 숲>을 통해 주사위처럼 다양한 시각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이러한 시각이 반복

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행위로 확장되고 자연계의 평등이 발현되리라 기

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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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작품이 설치되는 장소를 답사한 뒤, 기존에 제시했던 작품보다 설치장소의 역사성, 

장소성, 미래지향성에 더 부합하는 작품으로 제안하게 되었다. 

‘주택지 개발 사업’의 첫 삽이 화곡동에 꽂혔던 60년대 중반 이후, 서울에서 가장 뚜

렷한 주거지역의 전형을 이루었던 이 지역은 현재 IT산업의 첨단 연구기업들이 포

진해 있는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로 변화했다. 발산(鉢山)이라는 지명은 사발모양의 

수명산에서 유래하였지만 그 발음에서는 발산(發散), 확산(diffusion)의 이미지가 

강하다. 미래로 발산(發散)하는 이 도시의 이미지를 파문이 퍼져나가는 형상으로 해

석하여 이성적으로 계획된 도시 위에 감성적 물결을 드리우고자 한다. 

작품이 설치되는 발산역 주변의 빌딩은 직육면체의 형태가 강하다. 특히 LG 사이

언스파크의 건물들이 그러하다. 하지만 직육면체의 구조 위에 감성적 파문을 일으

킬 수 있는 예술작품을 구현해보고자 하였다.

작품설명

물 한 방울이 수면 위에 떨어져 퍼져나가는 확산의 이미지가 철선을 감는 수공적이

고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제작된다. 한 땀 한 땀 용접을 통해 드러나는 파문의 형

태 속에는 오랜 시간과 노력, 작가의 사유가 녹아있다. 그것이 디지털적인 분석 또

는 해체의 행위를 통해 공간 속에 재확산되어가는 작업이다. 각 유닛은 기둥의 형

태인데, 봉으로 제작한 뚫린 형태와 파이프를 사용한 막힌 형태의 유닛이 가능하다. 

뚫린 기둥의 작업은 하늘을 나는 유연한 천의 이미지(가벼운 바람의 느낌)이 될 것

이고, 막힌 형태일 경우는 도시의 이미지가 강하다.

세부계획

작품의 아날로그적 확산

철선(스텐레스 스틸 선재)을 감아 파문형태(한 변의 길이는 최소 225cm에서 최대 

380cm)를 만든다. 

정사각형의 파문을 225개 또는 361개로 잘라 기둥 형태의 유닛으로 제작한다.

워크샵을 통한 시민 의견이 반영된 공간 배치

완성된 유닛들의 디지털적 확산 이미지는 시민들과의 유연한 의사소통을 통해 구

현할 계획이다. 

강서구 김주환

김주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발산에서

‘주택지 개발 사업’의 첫 삽이 화곡동에 꽂혔던 60년대 중반 이후, 서울에서 가장 뚜

렷한 주거지역의 전형을 이루었던 이 지역은 현재 IT산업의 첨단 연구기업들이 포진

해 있는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로 변화했다.

발산(鉢山)이라는 지명은 사발모양의 수명산에서 유래하였지만 그 발음에서는 발산(

發散), 확산(diffusion)의 이미지가 강하다.

미래로 발산(發散)하는 이 도시의 이미지를 파문이 퍼져나가는 형상으로 해석하여 이

성적으로 계획된 도시 위에 감성적 물결을 드리우고자 한다.

대상자치구 강서구(마곡문화거리)

공모유형 작품설치

지원유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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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본 작품은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예술과 이성적 기술이 만나 어떻게 파급력을 갖게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추상적 설치조형물이다.

발산(發散 Divergence)은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즉 지속 

가능한 미래의 의미를 갖는다.

기술과 감성, 예술적 정서의 조화를 통해 미래로 이어지는 발산지역의 이미지를 알

리는데 효과적인 조형물이 될 것이다.

2020 김종영미술관 오늘의 작가 수상

2008 포스코 스틸아트 어워드 대상 수상

2006 송은미술대상전 장려상 수상

2005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 수상

2020 혼방된 상상력의 한 형태–사이렌의 노래 혹은 예술의 본질에 대하여, 서울 김종영미술관

Sirens’ Silence-미흡한, 심지어 유치하기까지 한 수단조차도 구제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 횡성문화예술회관

개인전

개인전

2013 비틀비틀 걸어가 우물을 들여다보다 跰躚而鑑於井. 홍천 내촌목공소 창고 개인전

2011 一破萬波 Sudden Enlightenment. 서울 조선일보미술관 개인전

2008 華嚴과 禪, 善, 線. 평창 오대산 월정사 개인전

2007 百紋不餘一絹. 서울 한전플라자 갤러리 개인전

강서구 김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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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원준    미학

발산과 확산 사이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발산에서>

때때로 예술 작품과 그 작품이 놓여있는 장소 사이의 특정적 관계는 고정된 의미의 공

간과 그 의미를 해체하고자 하는 예술 작품 사이의 매우 치열한 힘겨루기가 발생하는 

사건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공간은 우리를 규정하고자 하지만 예술 작품은 의미의 균

열을 만들어 우리가 지닌 공간의 의미를 해체시켜 버리는 것이다. 이른바 ‘장소특정적 

미술’이 제공하는 ‘고정되지 않는 비영구적 관계성’은 이렇듯 공간을 지나는 이들을 

치열한 전투의 현장으로 초대한다. 그러나 모든 예술 작품이 그것이 위치한 장소성을 

해체시키려는 불편한 시도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여 특정 

장소로 인식하게 만들거나 해당 공간이 지닌 역사성으로부터 그 공간이 위치한 전체 

도시의 맥락을 파악하게 만드는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금번 ‘코로나 19 서

울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김주환 작가의 설치작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발산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본래 김주환은 오랜 시간 철선을 주요한 재료로 조각 작품을 선보여왔다. 그가 철이라

는 재료를 주로 사용하며 특히 그것을 ‘선(線)’의 형태로서 활용하는 이유는 작품의 최

종 형태에서 나타나는 수면 위에 물방울이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파문(波紋)’의 형상

을 그리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유동적 모습이 철이라는 매우 견고한 바탕 위에

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유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였다. 다만, 이러한 철

선을 주 재료로 한 예술 작품이 도시 한복판에 놓인다면 그것은 작가의 의도를 넘어 보

다 장구한 우리네 도시의 역사성을 환기시킬 수 밖에 없다. 특히 해당 도시가 현대의 

도시 계획에 의해 직조되는 ‘신도시’라고 한다면 더더욱 이러한 의미의 관계성을 피할 

수는 없다. 근대 이후 ‘철’이라는 재료는 우리의 도시 풍경을 급속도로 변화시켰는데, 

그 근간을 이루는 철선으로 휘감겨있는 각 건물들의 인프라스트럭쳐로부터 도시 전체

의 구조를 연결하는 매우 유동적인 역할까지. 철이라는 소재는 도시 모습을 조명할 때 

없어서는 안되는 산업적 재료이기도 한 까닭이다. 

또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발산에서>의 흥미로운 지점은 철선을 이용하여 파문 형태

로 제작된 작품들을 다시금 정방형 형태의 요소로 분절시켜 전체적인 형상을 구성한

다는 점이다. 수면 위의 파문 형상이 매우 유동적인 연결성을 갖는 아날로그적 도상이

라면, 그것의 분절된 형태로부터 디지털의 원리를 떠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

다. 더불어 작가의 의도가 ‘발산(鉢山)’이라는 지명으로부터 미래로의 ‘발산(發散)’을 

기원하는 동음이의(同音異義) 현상으로부터 출발했다면 작품의 재료로부터 철선으로 

구성된 도시의 근간을 상기하고, 분절된 형상을 통해 디지털적으로 확산될 발산의 미

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따라서 그의 작품은 우리에게 의미

의 연속을 발산시키는 동시에 그것을 분절시키는 연속이자 그러한 분절로부터의 확산

을 염원하는 작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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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최근 개발된 마곡지구의 거리는 사무실과 상가 등 상업 시설로 가득합니다. 무미건

조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이곳 거리에 문화와 예술이 있는 모임 장소를 제안합니다.

마곡문화거리는 약 1km 길이의 선형의 보행자 가로입니다. 한 면은 상가와 사무

실 등의 상업 시설과 접해있고 다른 면은 디자인되지 않은 지루한 녹지가 연속되

는 길입니다. 본 제안은 대상지 주변 문화공원, 코오롱 미술관 등의 새로운 문화 공

간과 연계하여 마곡문화거리에 느리게 머물 수 있는 장소 제공하고, 다양한 형태

의 예술 전시회와 문화 이벤트를 열 수 있는 야외 미술관의 기능으로 지역에 활기

를 더할 것입니다.

작품설명

모서리 없는 유연한 형태의 캐노피와 가구는 경계를 만들지 않고자 합니다. 반사하

는 재료를 통해 주변의 환경과 조화롭고 사람들의 행동을 비추며 그들을 자연스레 

불확실한 경계 속으로 유입시키고자 합니다. 비와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캐노

피 아래에는 각기 다른 배치와 형태의 테이블, 의자들과 캐노피를 지탱하는 여러 개

의 지름 50cm 기둥들이 계절별 식재가 있는 정원과 함께 숲처럼 배치되어 집니다. 

약 40m 길이의 선형적 기본 형태를 바탕으로 7개의 부분으로 나눠진 다채로운 모

임 공간 배치는 이용자들의 자유롭고 다양한 활동을 도모하고 예술과 문화 이벤트

의 장소가 됩니다.

세부계획

캐노피는 12mm, 고정 가구는 8mm 두께의 미러마감의 폴리쉬드 알루미늄(혹은 

스테인리스 스틸판)으로 이뤄집니다. 캐노피는 원자재 크기와 운송 방법에 맞게 일

정 크기로 레이져커팅되어 현장에서 다른 부재와 용접을 합니다. 살며시 경사가 있

는 캐노피는 빗물 고임을 방지하고 반사되는 재료의 효과를 더합니다. 

지름50mm, 높이 2.8m~3.2m의 기둥들은 정확한 구조 계산 후 숲의 나무와 같이 

밀집도를 가지며 자연스럽게 배치며 충동방지 등의 사용자 안전을 도모를 위해 금

속의 반사가 적은 브러쉬드 마감처리 제작됩니다. 대부분을 자재를 공장에서 제작, 

최소한의 현장 조립으로 완성되며 주요 재료는 두 가지 중 세부 예산에 맞게 정해

지게 됩니다. 캐노피 하부 바닥은 주변 조경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이용이 편리하

며 관리가 쉬운 압축 Self Binding 자갈로 구성됩니다.

강서구 모킴

모킴

Canopy, Tables, and Chairs

문화와 예술이 있는 도심 속 모임 장소

활동명(팀명) 모킴

대상자치구 강서구(마곡문화거리)

공모유형 작품설치, 공간조성 및 전시

지원유형 팀

팀 모성범

김현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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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마곡문화거리의 중심부에 위치한 약 6m 폭, 50m 길이의 선형의 대상지는 삼면이 

보행자 수가 많은 보행자 도로와 접해있어 접근이 편리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제안은 지역의 부족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문화공원과 코오롱 미술

관 등의 새로운 문화 예술 공간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전시회 등을 열 수 있는 야

외 미술관의 기능을 하여 마곡문화거리를 새로운 예술문화 거리로 만들 수 있는 역

할을 할 것입니다.

현)스튜디오 모킴 대표

전)Diller Scofidio+Renfro, New York, USA 근무

전)건축사사무소 매스스터디스 근무

2020 공공 디자인 공모전 장려상, 환경부 수상

2019 한강대교 아이디어 공모전 장려상, 서울시

서울 마루 공모전 4등, 한국 건축가 협회

한강대교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전시, 노들섬 전시관

서울 마루 공모전 수상작 전시, 서울 도시건축전시관

수상

수상

2010 Arc 국제 공모 Honorable Mention

2005 한국 영디자이너 20인 선정, 건축문화사

소개글

신승오    페리지갤러리 디렉터 

서울에서 새롭게 개발된 지역인 강서구의 마곡지구는 완성된 공간이라기보다는 아직

은 채워나가야 할 것이 남아있는 공간이다. 물론 여기에는 주거공간 이외에도 획일적

인 상가와 사무실 등의 상업 시설로 가득 차 있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원과 같은 

녹지 시설도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건축가 모킴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커뮤니티 공간과 상가로 가득한 지루한 보

행로는 새로운 지역을 활기차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보다는 무미건조하게 만들

고 시민들이 머물고 싶어 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그들은 마곡 

문화거리는 지역의 중심축이 되는 약 1km 길이의 선형의 보행자 가로가 한 면은 상가

와 사무실 등의 상업 시설과 접해있고 다른 면은 디자인되지 않은 녹지가 연속되는 길

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는 보행자의 접근이 편리 이점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길목

인 마곡 문화거리에 쉼터와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이 가

능한 만남의 장소로서의 열린 공간을 제안한다. 

그들이 제안하는 <Canopy, Tables, and Chairs>는 40m 길이의 모서리 없는 유연한 

선형적인 형태의 캐노피와 7개의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나누어지는 테이블, 의자가 경

계없이 이어지는 하나의 건축 구조로 만들어진다. 이뿐만 아니라 반사하는 재료를 통

해 주변의 환경을 담아내고, 사람들의 행동을 비추며 조화로우면서도 불확실한 경계

를 가진 표면을 통해 자연스럽게 흥미를 유발하고자 한다. 

여기에 더해 캐노피를 지탱하는 여러 개의 지름 5cm 기둥들이 계절별 꽃과 나무가 있

는 정원과 함께 숲처럼 배치되도록 하여 주변의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게 만들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조형적인 아름다운 형태에 머무

는 것이 아니라 비나 눈이 와도 즐길 수 있고,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제

공하는 캐노피와 그 아래에 각기 다른 형태의 테이블, 의자를 배치하여 일시적인 만

남의 장소나 편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을 주된 의도

로 설계되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모킴의 계획서를 인용하자면, 캐

노피는 12mm, 고정된 테이블과 의자는 8mm 두께의 미러 마감의 폴리쉬드 알루미늄 

(혹은 스테인리스 스틸판)으로 이뤄진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전체적 형태를 보여주는 캐노피는 원자재 크기와 운

송 방법에 맞게 일정 크기로 레이져 커팅되어 현장에서 다른 부재와 용접을 한다. 그리

고 살며시 경사가 있는 캐노피는 빗물 고임을 방지하고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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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재료의 효과를 더한다. 지름 5cm, 높이 2.8m~3.2m의 기둥들은 정확한 구조 계

산 후 숲의 나무와 같이 밀집도를 가지며 자연스럽게 배치시킨다. 보행자를 비롯하여 

사용자의 충돌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금속의 반

사가 적은 브러쉬드 마감처리 제작한다. 그리고 캐노피 하부 바닥은 주변 조경과 자연

스럽게 어울리고, 이용이 편리하며 관리가 쉬운 압축 Self-Binding 자갈로 구성된다. 

이러한 건축가 모킴의 기획은 어떻게 하면 캐노피가 원래의 공간과 어우러지면서 놓

여질 수 있는 지에 대한 자연스러움을 추구한다. 또한 상업지구와 연결된 공원과 가로 

공간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적극적으로 사용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단순히 휴식과 만남의 공간으로 이용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곡 문화거리에 들어서는 문화 공간들과 또는 다양하게 기획되

는 문화 프로그램의 실연 장소로서 연계되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열린 공간으로서 

기능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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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발산역 광장은 마곡문화거리의 시발점으로 이 곳 광장 안에 U.F.O Zone을 만들어 

외형적인 조형미 뿐만아니라 시민들의 쉼터 및 공공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적인 역

할을 수반할 것이다. 이는 기존의 조형물이 지닌 단순히 장소적이고 기념비적인 역

할을 넘어 미적인 요소 뿐만아니라 다양한 기능(헤드라인 전광판을 통한 정보제공, 

쉼터역할, 조명) 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기능이란 첫번째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마곡 신도시라는 최첨단 도시에 

설치되는 것에 중점으로 두어 각종 뉴스와 공공 정보(코로나, 미세먼지등)를 헤드

라인으로 제공될 것이다. 

두번째 기능은 쉼터이다. U.F.O형상 밑에 벤치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자를 만들어 지

나가는 시민들에게 쉼터의 역할을 할 것이다. 작품 안에서 시민들이 쉴 수있고 체험

할 수있는 건축조각 형태를 의미한다. 

세번째 기능은 조명이다. 기존의 발산역 광장은 야간시 몇개의 가로등만 있는 상태

인데 광장 바닥 및 조형물에 조명을 주어 야간시에도 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

고자 한다.

이렇게 작품보다는 더 큰 의미로서의 공간(Zone)의 개념으로 확장된 형태의 미술 

작품을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작품 안에서 잠시 머물 수 있도록 

제작하고자 한다.

작품설명

본인은 유년시절 부터 현재까지 강서구에서 생활을 하였고, 마곡 신도시가 개발되

기 전과 후의 역사를 체험한 시민이자 작가이다. 이전에 논과 밭으로 단순한 공항

로로 인식되었던 마곡이라는 일대가 최첨단 산업체들로 밀집되고 개발된지는 불

과 몇년 전일이다. 마치 황무지에 갑자기 새로운 미래의 도시가 건설된 느낌이였다. 

이러한 경험은 이번 작품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U.F.O는 미래를 상징하지만 하나의 시대성을 나타낸다. 마곡신도시와 U.F.O는 최

첨단과 미래를 상징하는 하나의 기호이다. 또한 이러한 미래적인 조형물이 광장에 

놓였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에 도착한 현 시대를 반영하는 의미이다. 최첨단 산업체

들이 밀집된 장소인 만큼 정보력과 친환경적 요소를 작품에 담고자 하였다.

유동성이 많은 장소적 특징을 지닌 광장에 하나의 작품이 아닌 작품 안에서 시민들

이 쉬면서 정보를 공유할 수있는 일종의 Zone의 형태를 취하고자 한다.

강서구 신제헌

신제헌

Reaching toward the future (미래에 도달하다)

주제: 새로운 미래에 도달했다는 의미를 착륙한 U.F.O로 형상화 함. 

강서구 마곡 일대는  IT 시설 및 바이오 에너지, 의료기관 등의 첨단미래산업 기업들

이 밀집하고 있는 미래 지향적인 신도시이다. 본인이 제작하고자하는 U.F.O 형태의 

작품은 ‘미래’를 상징하는 하나의 기호이다. 이러한 미래를 상징하는 U.F.O가 광장 일

대에 놓임으로서 새로운 시대가 도착했음을 암시하고자 한다.

대상자치구 강서구(마곡문화거리)

공모유형 작품설치

지원유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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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밑부분 

3. 야간 조명

기존 광장의 조명은 가로등 몇개로 구성되어 어두운 것을 감안하여 작품뿐만아니

라 주변에 1m20cm간격으로 도보에 바닥면에 태양광 조명을 넣어 밝은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한다. 

밑부분은 벤치형태로 시민들의 의자 역할을 한다. 가운데 조명 아래 놓이는 꽃은 흰

색 조화로 놓을 것이며 야간시에는 여러색의 조명이 나오므로 조명이 바뀔때 마다 

조화의 색 역시 바뀌게 된다. 꽃을 둘러싼 원형의 유리 또한 폴리카보네이트의 투

명한 소재로 마감하고 안에 역시 조명이 들어간다. 밑바닥부분은 화강석을 이용하

여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3m20cm지름의 U.F.O형태인 윗 부분은 전체적으로 스테인레스 스틸 판으로 제작

될 것이다. 유리부분은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인 렉산을 사용하여 투명하면서도 야외

에서 영구적이다. 중간의 헤드라인 전광판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코로나 확진자 수

와 대기오염수치 및 야외 온도가 표시되어 나타난다. 밑부분은 벌집모양의 판재와 

안에는 헤드라인을 표시해주는 기계장치 및 조명 등이 들어갈 것이다.

밑부분 가운데는 스팟LED 조명으로 주간시에는 주간등이 나오고 야간시에는 여러

색이 나오는 LED 조명으로 바뀌게 된다.

세부계획

전체 사이즈: 3m20cm x 3m20cm x 4m20cm(h) x 2작품 

1. 윗부분 



141140 코로나19 서울공공미술 100개의 아이디어강서구 신제헌

기대효과

마곡신도시라는 최첨단 산업도시와 친환경적인 요소를 융합한 미래지향적인 작품

을 제시한다. 기존의 장소적, 기념비적인 형태의 조각이 아닌 하나의 작품이 Zone

의 역할을 하며 시민들이 앉아서 잠시 쉬어갈 수있고 체험할 수있는 작품을 제시

한다. 

코로나 시대와 정보화 시대를 나타내는 공공 정보들을 전광판 헤드라인으로 시민

들에게 각종 정보를 공유할 것이다.

작품으로 이어지는 바닥의 조명등과 작품의 조명을 통해 야간시 통행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광장과 조형물이 하나로 이어질 수있는 Zone의 역할을 제시한다.

2군데 교차되는 광장지점에 놓여 광장의 중심역할을 하고 시민들의 쉼터 역할을

도모한다.

2014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환경조각학과 석사 졸업

2012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조각학과 졸업

2013 POINT OF VIEW_시선, 한전아트센터 갤러리, 서울 개인전

2011 Oblivion_망각, 빨간벽돌 갤러리, 서울 개인전

2016 Sensible Reality_감각적 현실–창작공간페스티벌展, 서울시청갤러리, 서울

공주 하숙촌 조성사업–마을 미술 프로젝트

단체전

단체전

2015 Meet You, 영은미술관, 경기 단체전

소개글

유원준    미학

도달하고자 하는 미래,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우리의 유토피아

미래의 도시 모습을 상상하며 우리는 자연스레 외계 문명과의 조우를 꿈꾸곤 했다. 

지구의 문명을 상회한, 상대적으로 진보한 기술적 단계의 외계인 및 ‘U.F.O’의 모습은 

그렇게 우리의 상상 속에서 상징적 형태로 다양한 SF 영화 및 소설을 통해 나타났다. 

사실 ‘U.F.O(Inidentified Flying Object, 미확인 비행 물체)’는 단어 자체로 발전된 

기술력이나 진보된 문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확인되지 않은’, 혹은 ‘확인될 

수 없다’라는 수식을 통해 현재까지의 대상에 관한 정의의 관행을 비틀고 그 균열로부

터 나타나는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우리가 ‘U.F.O’로부

터 미래를 그리는 주요한 까닭은 아직 오지 않았기에 알 수 없는 시간적 속성으로부터 

확인될 수 없는 대상으로서의 동일한 특성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작가 신제헌은 발산역 광장에 ‘U.F.O’의 모습을 본 딴 공공 미술 설치작품을 제안한다. 

그의 의도는 앞서 서술한 우리의 보편적 인식을 그대로 투영한다. 강서구 마곡 일대가 

꿈꾸고 있는 첨단미래산업을 동력으로 한 이상적인 미래 도시의 모습을 ‘U.F.O’라는 

상징적 매개체를 통해 투사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여기에 기능적인 요소를 추가한

다. 가령 비행접시처럼 보이는 공공조형물의 상판에서 ‘U.F.O’의 모습을 그려낸다면 

하단부는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 형태로 구성하여 이 작품이 예술 작품으로 

인식되지만 도시의 쉼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끔 의도하였다. 

또한 야간에 점등되어 주변 보행자들에게 조명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최근 공공 예

술 작품이 하나의 예술품으로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장소가 가진 특성과 자연스

레 연결되어 장소를 찾는 이들에게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는 하는 흐름과 맞닿아있다. 

작가는 여기에 정보 허브로서의 기능 또한 추가하였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

나 및 미세먼지 정보 등의 공공성을 갖춘 정보가 ‘U.F.O’를 닮은 상판의 헤드라인에

서 흘러나온다. 

최근 모든 공공재는 기존의 물리적 형태가 가진 한계를 벗어나 하나의 미디어로 다시

금 매개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미래에 도달하다>라는 작가의 작품 역시 도

시의 공간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또 다른 미디어가 될 것이다. 다만 이렇듯 다양한 

작품의 기능성으로부터 본래 작품이 지녀야 할 예술 작품으로서의 의미가 소진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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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실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작가는 새로운 미래 도시에서의 예술의 역할을 그것

이 지닌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어 제안하였다. 미래에 도달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이 

예술이 지닌 공공적 기능성으로부터 하나의 유토피아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셈이다. 

그러나 ‘유토피아(Utopia)’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이상향’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

지만 본래 ‘어디에도 없는(‘없는(ou-)’, ‘장소(toppos)’)’의 의미로도 사용된다는 사실

을 기억해야 한다. 다양한 기능성을 전제한 작품이 예술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확대하

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예술의 무용성을 부각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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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마곡지구는 공항 주변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고도 규제를 적용받고 있고, 그 부산

물로서 어디서든 열린 하늘과 구름을 볼 수 있게 됐다. 이 넓은 하늘과 구름은 어린 

시절의 우리를 올려 태우고 현실과 초현실 사이를 오가는 가장 원초적인 예술적 대

상이었다. 샤를 보들레르는 이 구름을 바라보며 ‘신이 수증기로 만든 움직이는 건축

물을, 만져볼 수 없는 것으로 만든 신기한 구조물’이라고 말하며, 도저히 붙잡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구름을 사랑했다. <구름의 문장>은 우리의 예술적 감각을 자극하

는 대상이었던 구름을 실체화하는 파빌리온이다. 마곡지구의 넓은 하늘과 구름의

감각들이 마곡문화거리 아래에 실체화하여, 우리를 상상의 세계로 이끄는 매개체

로서 작동시키고자 한다.

작품설명

<구름의 문장>은 구름의 형상과 바람의 움직임을 주요 모티브로 자연의 불가사의

한 현상을 표피적, 물리적, 구조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작품에서 사용하

고 있는 ‘은빛의 문장(門帳, Curtain)’은 주변과 대비되는 이질적인 재료로써 초현

실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또한, 내부의 환풍기가 인체 감지 센서에 의해 작동하며 문

장이 흔들거리는 상호작용은 관람객과 작품을 공감각적으로 연결한다. 

<구름의 문장>은 도시와 일상의 풍경을 재맥락화하는 방식을 통해 마곡문화거리

를 찾은 사람들을 낯선 공간의 문장(文章)으로 이끌며, 휴식을 넘어선 예술적 낯선 

경험을 통해 우리의 무뎌진 감각을 환기하고자 한다.

강서구 안서후

안서후

구름의 문장

마곡지구의 넓은 하늘과 구름은 어린 시절의 우리를 올려 태우고 현실과 초현실 사이

를 오가는 가장 원초적인 예술적 대상이었다.

<구름의 문장>은 이러한 하늘과 구름의 감각들을 공간적으로 실체화하는 파빌리온

이다. 실체화된 구름은 방문객들의 예술적 감각을 일깨우는 매개체로서 마곡문화거

리에 자리 잡는다. 은빛의 낯선 재료와 인터랙션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와 일상의 풍

경을 재맥락화하며 방문객들에게 휴식을 넘어선 예술적 낯선 경험을 통해 우리의 무

뎌진 감각을 환기하며, 마곡지구에 ‘예술과 휴식, 첨단’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

하고자 한다.

대상자치구 강서구(마곡문화거리)

공모유형 작품설치

지원유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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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계획

(커튼) 폴리에스테르 천 (외부용 커튼 원단, 방염)

(구조) 스테인리스 스틸

고요한 도시에 대비되는 소재인 천과 스텐을 활용하여 작품과 주변 공간에 역동성/

특이성을 부여하고자 함. 더불어, 외부 환경에서도 내구성이 뛰어나고, 관리에 용

이한 재료를 선택.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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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구현 방식 및 경험

(외부) 인터랙티브 -작품에 다가오는 동작을 감지하여 환풍기가 작동하며, 관람객

의 공감각적 감각을 일깨움.

(내부) 휴식 -작품 하부에 설치된 좌대에 누워 작품을 관람하며 휴식과 함께 예술

적 낯선 경험을 전하고자 함. 

구조 계획 및 작품 중량

독립기초, 조립식 금속 구조물

3900*3900*8900mm, 1023.7kg(67.2kg/m2)

시공 계획

비계 및 가림막 설치(1일) → 구조 시공 및 배선(4일) → 조명 및 환풍기 설치(1일) 

→ 커튼 설치(2일)

예산 계획

₩2,000,000 샘플링

₩7,000,000 토목/독립기초 시공, 구조 검토

₩56,400,000 철골조 자재, 모듈 공장 제작, 현장 시공

₩8,900,000 커튼 구입, 현장 시공

₩4,700,000 전기 공사

₩10,000,000 인터랙티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설치

₩9,000,000 FRP 좌대(3EA) 제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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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1. 마곡지구의 특성인 넓은 하늘에서 영감을 받은 설치 작품으로서 하늘이 가진 예

술적 함의를 문화거리와 연결하고, 예술적 감각을 일깨우는 장치로서 인터랙티브 

기술을 활용하여 마곡지구에 ‘예술과 휴식, 첨단’이라는 새로운 정체성 부여

2. ‘자연(自然)’이라는 대상을 동시대 담론으로 재해석한 현대미술 작품 설치를 통

해 자연이 선사하는 ‘균형과 조화’,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

3. 마곡문화거리 내 코오롱미술관, 문화공원과 연계한 마곡 브랜드 이미지 상승 및 

활성화에 기여, 마곡의 상징적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2020 DDP 오픈큐레이팅 공모전 당선, (2020년 12월 전시 예정)

한국 아트퍼니처 작가 큐레이션, 한국파트너, Last Resort Gallery, 코펜하겐.

아트퍼니처, 갤러리 MEESEEK, 서울

2018 <에어 가든, Air Garden>, 한강예술공원 설치미술 파빌리온 Local coordinator, 서울

2017 <관계감각>, UIA SEOUL 설치미술 대상 수상, 서울

강서구 안서후

소개글

심상용    서울대학교 미술관 관장 

안 서후의 <구름의 문장>에 대하여

<구름의 문장>이라는 제목으로 강서구 마곡지구에 설치될 것을 가정하는 이 구조물

은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하늘과 구름의 감각들을 공간적으로 실체화하는 파빌

리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자 의미는 “은빛의 낯선 재료와 인

터랙션 기술을 활용해, 도시와 일상의 풍경을 재맥락화”한다는 것, 그리고 그 그것을 

통해 방문객이나 보행자들에게 도회지에선 기대하기 어려운 휴식의 경험을 제공한다

는 것이다. 

빌딩들이 병풍처럼 사방의 시야를 가로 막는 삭막한 도시환경에 대한 제안자의 문제

의식은 타당하며 설득력이 있고, 그러한 도시 환경에 ‘시각적 통풍이나 환기’의 경험

을 제공한다는 발상은 이 기획을 흥미롭고 기대할만한 것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다. 하지만,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 시각적 해석 측면에선, 향후의 과정을 통

해 더 진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각언

어로의 보다 진전된 해석으로 나아갈 여지가 아직은 더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의 몇 가지 점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하다.  

 첫째, 바람에 날리는 부분이 은색, 또는 비색적 물성으로, 그것의 시각적 효과가 ‘구름

의 실체화’라는 컨셉에 부합할런지? 그 차가운 재질감이 도회지의 느낌에 부합할 수

도 있겠지만, 차갑고 중성적인 물성느낌을 주어 자연, 휴식, 조화 등의 코드에는 장애

가 될 수도 있다.   

 둘째, 바람과 구름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느끼기에는 조립식 금속 각 파이프 재질의 구

조물에 관한 문제로, 구조물이 전반적으로 입방체 형태를 띠고 있고, 그 내부가 다시 

격자형 패턴으로 분할되어 있어 상당히 기하학적이고 차가운 인상을 주고, 그 표면의 

차갑고 중성적인 금속 재질감 등이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바람의 질감을 경험하는 것

과는 시각적, 정서적 이질감을 줄 수 있다.

셋째, 내부가 비어있는 작품의 내부에서, 하부에 설치된 좌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면서 



153152 코로나19 서울공공미술 100개의 아이디어강서구 안서후

위로 하늘과 흘러가는 구름을 감상하는 것이 작품의 주요 취지인데, 내부에 설치되는 

수십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 팬과 구조물의 시각적 환경, 팬 소음 등이 생각한 

만큼의  편안한 감상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까.

넷째, 지역성에 대한 보다 긴밀한 해석및 반영. 

다섯째, 전기적 작동부의 사후 관리 및 야간 정지 등의 관리유지 문제. 



코로나19 서울공공미술 

'100개의 아이디어'

관악구
강제욱 154

김호준 162

이원걸 172

WONS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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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 관객참여형 드로잉 퍼포먼스로 운명처럼 한 공간에서 만나게 된 사물들이 존재하 

고 인연을 맺고 사라지는 여정을 보여준다. <사물들의 우주>는 문명 속에서 탄생

하여 각자가 속하게 된 인간의 삶의 궤적을 따라 끊임없이 여행하던 사물들이 운

명처럼 하나의 공간에서 인연을 맺고 사라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업.

- 한 달에 걸쳐 시민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작가와 대화를 나누고 그려 채워지는 과

정과 관찰하는 시민들 역시 이 작품-드로잉 퍼포먼스의 일부이다. 관악구에서는 

1994년부터 도림천 살리기 운동이 27년간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콘트리트가 철

거되고 도림천은 살아나 주민들의 휴식처가 되었으나 아직도 상류 관악산 입구는 

아직 콘크리트로 덮여 있다. 지속적인 도림천 살리기를 통해서 복원 된/복원 될 

생태와 생물종 다양성에 대한 환기 이를 중심으로 형성된 추억들을 보여주는 사

물들을 드로잉 퍼포먼스 참여 벽화와 증강현실로 구축하여 참여하고 도림천 곳곳

을 시민들과 관광객이 보물찾기하듯 탐험하고 즐길 수 있고자 함.

- 참여형 드로잉퍼포먼스와 게임형 체험활동과 <명예 도림천 살리기 시민 레인저 

인증서> 수여를 통해 환기시키고 이슈화하여 미디어에 적극적으로 노출시켜 이

를 구민들의 환경에 대한 여론환기와 생태복원의 지속적인 원동력으로 삼고자 함.

작품설명

a. 참여형 드로잉 퍼포먼스: 공모를 통해 접수 받은 도림천에 관한 기억을 담은 사

물들이 천변의 기둥에 드로잉으로 그림.

- 일정기간동안 추억을 담은 사물들을 작가가 상주하며 기념비적인 벽화를 함께 완

성해 나간다. 야간에는 기둥에 그리는 작가와 사물을 들고 온 시민에게 조명을 설

치하여 공연적인 요소를 극대화.

- 시민의 사연은 안내소에서 녹화되어 공유되며 현장은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시

민들을 이곳을 방문한 이후에 남겨진 자신의 사물들이 타인들과 소통하고 인연

을 지속.

b. 게임형 증강현실: 복원 전,후의 도림천에 대한 기억, 생물종 다양성을 보여주는 

app을 제작하여 천변 곳곳을 탐험하면서 (ex.포켓몬) 미션을 완수.

- 안내소(도림천 살리기 레인져 쉘터)에서 증강현실 APP를 설치. 게임에 대한 안내

를 제공.(조끼, 모자, 망원경 등 렌탈)

- app을 통해 도림천의 추억을 간직한 시민들의 사물(오브제) 들과 만나고 이에 얽

힌 이야기를 사운드로 들음. 그러다 보물찾기처럼 곳곳의 특정 위치에서 복원운동 

이후에 만나게 된/될 생물종과 조우하고 어플을 이용해 채집하여 저장.

관악구 강제욱

강제욱

사물들의 우주 Thinguniverse x 별빛 내린 천

증강현실 게임(AR)을 통해 도림천의 생태의 놀이적 학습 및 관악구민의 도림천에 대

한 추억/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물들에 대한 관객참여형 드로잉 기념비 건립. 

1. 도림천 복개 이전의 기억과 복개 철거이후에 되살아난 생태에 대한 기억을 관련된 

사물들과 이에 대한 사연을 구민대상으로 공모.

2. 00개월에 걸쳐 도림천변의 기둥에 작가가 이를 그림.

3. 증강현실 게임(모바일 APP)을 통해 ‘도림천 살리기 운동’(시민들에 의해 27년간 지

속된 환경운동)으로 살아난 도심하천의 생태를 즐기고 채집하며 미션을 완수.

대상자치구 관악구(문화플랫폼 SITE 일대)

공모유형 공간조성 및 전시

지원유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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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을 완수하는 시민들은 안내소로 나오면 이름이 새겨진 명예 도림천 살리기 

레인저 인증서 획득.

세부계획

a. 드로잉 퍼포먼스: 공모를 통해 응모된 사연들을 기본적으로 그려 놓고 절반은 현

장에서 시민들의 참여로 그려 나감. 미리 그려진 드로잉은 AR 어플로 바라보면 얽

힌 이야기가 사운드로 재생. 현장에 공연용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작가와 시민이 

소통하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극적으로 보이도록 함.

b. 게임형 증강현실: 초반에 도림천 살리기 운동의 핵심 활동가가 등장하여 안내를 

함. 복원 전후의 생태 환경 변화를 소개, 복원된 환경에서의 다양한 생물(식물, 곤

충, 수서무척추동물 등)에 대한 소개를 진행함. 소개 자료는 기존에 도림천을 복구

한 전후의 다양한 생물상 조사 데이터를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복원된 생

물종 및 새롭게 유입된 생물종 정보를 확인하고, 이들의 발견 장소를 데이터베이스

화 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림천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생물종을 선정하고, 이들의 

위치 정보를 확보하여, 증강현실 기반 앱에 탑재하여, 사용자가 해당 위치를 지나

가거나, 해당 생물들에 관련된 위치를 지나가게 되면, 해당 종 및 설명 정보를 제공

하고, 퀴즈 등의 게임 미션을 완수 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도림천 생

물종의 변화상에 대한 이해 및 생물상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게임개발:  (주)infoboss

- 건축, 인력 운용: 지역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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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본 드로잉 퍼포먼스 벽화는 과정 자체가 작품이며 이를 구민들이 일정기간 동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참여도 확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벽면에 그려지고 시

민의 이름도 표기되어 구민도 이 작품의 참여자이자 일부가 되는 체험 제공. 한 기

둥에 벽화참여 시민, 도림천 살리기 운동 역대 참가자들의 이름이 모두 표기되어 

도림천 살리기 운동 역사 기념비가 됨.

- 증강현실 어플을 설치하고 직접 도림천을 거닐며 별자리를 보고 지상에서 복원이

후의 생물다양성이 높아진 생물상을 체험. 

- 생물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향후 환경에 대한 중요

성 및 자연환경과의 상생할 수 있는 인식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

- 코로나 이 후 밀집형 활동 제한으로 안전한 소그룹 야외활동 장려.

- 공동체내 이슈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장 마련, ‘우리동네 이야기’를 개발하여 소

속감 고취.

- 인접 공원 미화와 개발을 통한 지역민의 주거 서비스 개선 및 지역 관광자원 개발.

- 기후위기, 온택트 시대(온라인 시대)에 맞춰 조각, 벽화가 아닌 증강현실을 통한 

공공의 예술 체험을 제공하는 21세기형 공공미술을 소개.

- 진행 중인 ‘도림천 살리기 운동’을 완성해 나가는 디딤돌로서 역할을 하여 지역 환

경이슈에 기여하는 공공미술로서 자리매김.

작가 겸 전시 기획자. 

서울대학교 조소과 및 동대학원 졸업.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사회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됨. 

달라이라마와 송두율 교수의 초청강연회 그리고 방북사업 등 문화사업을 기획하고 추진. 

2004~2006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봉사단원으로 남미 파라과이의 니엠부 시골 마을에서 목공교사

로 근무.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구의 환경에 대한 작업을 하기 위해 곳곳으로 향하고 있다. 

“낡은 카메라를 들고 떠나다” 등 다수의 저서를 발행. 수원국제사진축제 총감독. 평창비엔날레 홍보대행.

관악구 강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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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박세미    공간지 선임기자

예술작품이 사회적 담론을 얼마나 이끌어내고 관객들을 어느 수준까지 개입하도록 만

들 수 있을까? 

강제욱은 이 질문에 화답하듯 <사물들의 우주 × 별빛 내린 천>을 통해 예술작품과 사

회, 그리고 관객이 어떻게 소통하며 관계 맺는지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준다. 

강제욱은 1994년부터 27년간 진행되어온 도림천 살리기 운동의 꺼져가는 불씨에 예

술이라는 산소를 공급한다. 드로잉 퍼포먼스와 증강현실 게임을 통해 도림천의 생태

적 가치를 공론화시키고 관객(시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그 회복 과정의 주체가 되도

록 한다. 

관객참여형 드로잉 퍼포먼스는 도림천에 관한 기억이 담긴 사물들을 기둥에 그려나

가는 작업으로, 사전 공모를 통해 접수 받은 사연들을 작가가 그림과 동시에 현장에

서 시민들의 참여로 완성해가는 작품이다. 또한 현장에 공연용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에 작가와 시민이 소통하고 함께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 자체가 작품의 일부가 되

는 퍼포먼스다. 한 달에 걸쳐 작가와 관객은 소통하고 함께 작품을 만들어나가면서 도

림천에 관한 기억과 복원되어야할 생태적 가치들은 자연스럽게 공유되고 기념비로

서 새겨진다.  

다른 한편으로 진행되는 증강현실 게임은 게임이라는 유희적 매체를 통해 도림천의 

생태환경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소개하고 관객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관객이 

게임에 참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앤노소에서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게임에 대한 안내를 받는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도림천의 추억을 간직한 시민들의 

사물들과 이에 얽힌 이야기를 듣는다. 이어 보물찾기처럼 특정 위치에서 서식하는 생

물종과 조우하고 채집하여 저장한다. 미션을 완수하면 이름이 새겨진 ‘명예 도림천 살

리기 시민 레인저 인증서’를 획득한다. 

이는 복원 전후의 생물종(식물, 곤충, 수서무척추동물 등)과 해당 생물종의 발견 장소

가 정리된 데이터베이스를 증강현실 기반 앱에 탑재하여 사용자가 해당 생물들과 관

련된 위치를 지나갈 때 정보를 제공하고 퀴즈 등의 게임 미션을 완수하는 방식으로서 

예술가의 작업이 기술과 어떻게 통합되는지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작품에 어떻게 효

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작가뿐 아니라 도림천 살리기 운동의 주

요 활동가가 참여하여 도림천의 복원 전후의 생태 환경 변화, 복원된 환경에서의 다양

한 생물에 대한 소개를 진행한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이처럼 <사물들의 우주 × 별빛 내린 천>은 시민들에 의해 27년간 이루어진 환경운동

의 배턴을 이어 받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림천의 생태 환경 

회복에 참여하도록 촉구한다. 비단 예술이 동시대의 사회적 이슈를 반영할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대안을 제공하며, 공동체

의 감각을 강화시키고 연대와 소통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을 목도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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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 도림천은 하천 정도로 인식되던 곳 -> 시민들의 휴식공간, 운동을 위한 공간

도림천은 본인이 학교를 다니면서 매립되어있는 땅 밑의 하천정도로만 인식하던 

곳이었다. 그리고 가끔은 여름에 범람을 하여 하류쪽에서는 많은 피해를 보는 장소

이기도 했다. 최근 사업지 조사차 몇차례 방문하여 보니 현재는 주변의 많은 시민들

의 휴식공간과 운동, 산책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천의 오른쪽은 산책과 휴식공

간으로 조성되 있고, 왼편은 도로밑으로 자전거길과 산책길이 있고 고가의 기둥들

이 있어서 오른편과 대비되게 다소 삭막한 공간이다. 

- 삭막한 콘크리트 구조물 -> 오가닉적 생명체가 숨쉬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변화

콘크리트 구조물을 활용하여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여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밝과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도록 본 공간을 꾸밀 계획이다. 본

인의 회화작업에서 따온 다양한 자연적 이미지와 색상을 활용하여 삭막한 콘크리

트 기둥과 벽을 자연이 피어나는 오가닉적 생명체로 만들것이다. 그리고 많은 시민

들이 이용하는 자전거길에서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시각적 위안과 휴

식을 주는 공간을 조성하려 한다. 

작품설명

- 콘크리트 구조물에 벽화와 설치, 미디어 영상 설치작품

본 작품은 도림천변 차도 밑의 공간을 꾸미는 것으로 크게 벽화와 설치, 그리고 미

디어 영상 설치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플랫폼 사이트 일대의 차도 밑 공간의 약 500

미터되는 길이에 80개의 고가 기둥이 있다. 이 기둥을 위주로 벽화와 설치, 미디어 

설치로 구성된다. 80여개의 기둥 중에서 60여개의 기둥은 자연의 변화를 느낄수 

있는 오가닉 벽화와 설치작품이 조성된다.

- 사계절을 상징하는 형상으로 4구역을 콘크리트 기둥에 작품 제작 

벽화는 사계절을 대표하는 이미지와 색상으로 그려지며, 원기둥의 그림에서 확장

하여 기둥위로 번져가는 자연의 느낌을 살리는 설치물이 오브제로 설치된다. 4계절

의 대표이미지는 본인의 회화작업에서 따온 이미지로 봄(새싹과 잎), 여름(물고기), 

가을(갈대), 겨울(눈꽃과 씨앗)을 대변한다.

이 이미지들이 구역을 나누어 그려지며, 바탕색의 변화를 주어 시각적 다양성을 준

다. 그리고 이미지 위에 오브제 설치를 통해 공간의 확장성을 도모한다.

관악구 김호준

김호준

자라나는 생각의 기둥들

도림천변의 도로 밑 자전거길과 산책로의 기둥과 주변을 밝고 화사한 그림과 영상으

로 꾸미는 작업입니다.

고가 도로밑의 산책길과 자전거길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산책과 운

동을 위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지금은 삭막한 콘크리트 기둥으로 어둠고 침침하지

만 이 공간을 밝과 화사한 자연의 이미지와 색상으로 꾸미고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벽화와 미디어 작품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시민들이 상상의 나래를 펴고 환경을 생각하는 장을 만들고자 한다.

대상자치구 관악구(문화플랫폼 SITE 일대)

공모유형 도시환경 개선

지원유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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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밑 어두운 공간에 영상작품 설치

사업지의 아래쪽 다리밑 10여개의 기둥에는 반 원형의 미디어 판을 설치하여 앞의 

자연 이미지들이 변화하는 동영상을 24시간 재생하여 다리밑의 어두운 공간을 밝

은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세부계획

도림천 건너편에서 본 작품 실행 계획

조성지의 강 건너편에서 본 벽화와 설치의 예상도로 기둥은 디지털 전사하여 색상

의 변화를 주어 기둥을 꾸민다. 그리고 몇가지 대표 이미지를 MDF판을 레이저 커

팅하고 채색한 설치물을 기둥 위로 확장하여 꾸민다. 설치물은 부분적으로 야광도

료로 채색하여 조명을 받아 빛나도록 한다. 

4계절을 표현한 벽 중 1섹터인 ‘봄’

기둥의 벽화설치는 구역을 크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섹터로 나누어 대표 이미

지를 매핑하여 그리고 설치한다. 본 섹터는 봄으로 색상을 변화를 주어 화사한 느

낌을 주게 한다. 1개의 기둥 사이즈는 높이 3미터 가량이며 기둥의 지름은 1여미터 

된다. 이미지는 디지털전사후 기둥에 부착하고 그 위에 MDF로 만든 설치물 조각

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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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을 상징하는 대표 이미지의 세부 계획도

디지털 전사를 통해 벽에 부착하고 그 위에 MDF설치물을 페인팅하여 부착한다. 조

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는 자체발광하도록 한다.

다리밑의 어두운 구역의 영상미디어 판을 설치

4계절을 느낄 수 있는 이미지들을 애니메이션화하여 상영한다. 

영상 미디어 설치판 세부계획도

미디어 설치가 되는 기둥에 들어갈 대표적인 이미지들로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주

어 자연의 생동감을 느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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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도림천변의 오른쪽 라인은 위에 도로가 지나가고 있어 어둡고 삭막한 콘크리트 구

조물로 이루어져 있다. 시민들의 산책과 운동, 자전거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지

금까지는 삭막한 공간으로 남아있었다. 본 미술작품 설치를 통해 콘크리크 구조물

과 공간을 자연친화적이고, 밝은 이미지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반추상화된 자연의 이미지는 관람자들에게 미술에 더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하고 

자연의 이미지에서 편안을 느끼며, 생동감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영상 설치물을 

통해 움직이는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군데군데 조형물을 비추는 조명과 

영상설치물을 통해 어두운 공간이 밝아지며, 생동감이 느껴지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자전거를 타고 교행하는 시민들에게는 라이딩의 명소 구간이 될 수 있으며, 지루하

지 않게 지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2008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박사 수료

2002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1999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12회

50여회의 주요단체전

1기 난지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파주아트플랫폼스튜디오 입주작가

레지던시

레지던시

관악구 김호준

소개글

박세미    공간지 선임기자 

기둥의 가능성을 깨우다

도시의 인프라를 위해 구축된 도로의 하부공간은 대부분 어둡고 습한 공간으로 인식

된다. 상부 구조물로 인해 밤낮 상관없이 짙게 드리워진 그림자며, 휴먼스케일에 비해 

거대한 기둥들의 나열, 그리고 콘크리트가 이루는 삭막한 분위기는 공간을 계속 침체

시키기 때문이다. 시각적으로 도시 풍경과 단절된 도로 하부 공간은 구조체을 떠받치

고 있는 기둥들의 기능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반내부적 성격을 띄는 도로 하부 공간은 환경 조성

만 잘 이루어진다면 가치 있는 공공 공간으로서 충분한 잠재력을 갖는다. 

김호준은 관악구 도림천을 따라 조성된 도로 하부 공간에서 그야말로 ‘구조’ 그 이하

도 이상도 아니었던 ‘기둥’에 주목한다. 기둥에 벽화와 설치를 통해 자연의 이미지를 

입히고 미디어 영상 설치를 통해 어두웠던 공간을 환하게 밝힌다. 약 500m에 걸쳐 있

는 80여개 기둥은 잠에서 깨어나 저마다 다른 옷을 입고 예술작품으로서 <자라나는 

생각의 기둥들>이 된다.

자연의 질서를 부여하다

미학박사 임성훈은 “김호준은 일상적인 풍경-이미지가 아니라 일종의 유닛(unit)들은 

연결한 풍경-이미지를 보여준다. 풀, 바람, 꽃, 등과 같은 예술적 유닛은 화면 전체에 

생명의 이미지를 형성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김호준의 작품세계에서 자연의 

유닛들이 구성하는 생명의 이미지는 <자라나는 생각의 기둥들>에서 벽화와 미디어 

영상으로 구현되었다. 벽화는 총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사계절, 즉 봄(새싹과 잎), 여

름(물고기), 가을(갈대), 겨울(눈꽃과 씨앗)이 표현되었다. 그 이미지 위에 설치된 오브

제는 고정된 기둥의 확장성을 탐색한다. 

같은 크기, 같은 재료, 같은 간격으로 설치된 것이 기둥의 질서라면, 김호준은 여기에 

자연의 순리와 질서를 부여한다. 자연의 질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며, 

프랙탈과 같은 반복의 구조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이 표현된 그의 벽화가 원형의 

기둥 표면에 설치되고, 기둥의 질서와 자연의 질서가 결합되면서, 그 생명의 이미지는 

더욱 극적으로 드러난다. 

영상 미디어로 공간을 밝히다

김호준은 또한 영상 미디어 설치를 통해 도로 하부 공간을 밝힌다. <자라나는 생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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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들>에서 기둥은 구조이자 예술작품이 되고, 미디어 영상은 예술작품이자 조명이 

되어 시시각각 도림천과 도로 하부 공간의 풍경을 바꾼다. 이제 도림천의 도로 하부 공

간을 산책하거나 라이딩을 할 때 경험하는 풍경은 이전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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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관악구는 문화 플랫폼 SITE 일대에 커뮤니티 아트에 대한 공공미술을 제안했는데 

관악구 현장 답사 및 지역 리서치를 통해 관악구 노인정과 실버 시설, 지역 주민 센

터와 문화센터의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그리기, 만들기, 음악, 무용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워크숍을 통해 약도로 지도 만들기, 악기 만들기, 무용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들

을 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노인들의 여가시간을 좀 더 의미 있는 예술 활동으로 전

환시켜 노인들의 창작욕구 증진 및 우울증 개선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의학의 발달과 경제적 안정으로 인해 점차 늘어나는 노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노인들의 지난날 삶의 경험을 하나의 아

카이브로 남길 수 있다. 1000명의 노인으로부터 모은 기억속의 약도로 관악구 전

체의 지도를 만들고 그들의 글과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판할 계획이다. 그리고 대규

모 전시와 공연을 통해 노인들의 힘과 에너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결과물은 지난 수 십 년간의 경험과 지역적 목격담을 하나의 구슬 지도 형

태로 텍스트와 이미지화한다면 이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지나치게 급변하는 미래 

지향주의 시대에서 조금은 천천히 지역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작품설명

관악구는 청동기 유적을 시작으로 한반도의 역사를 그대로 전승한 지역이다. 그런 

역사적 시간의 종축과 지역적 횡축을 연결하는 지도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다. 흔히 현대적 지도는 지리적 환경을 시각

적으로 표현한 기호지만 본래 지도는 각 나라와 지역의 문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속되어왔다. 말로 전해지던 구술 지도나 약도의 형태, 글의 형태로 내려오던 지도

는 현대의 위성지도나 내비게이션의 형태로까지 발전되어왔다. 

사회적으로 획일화된 시각 지도가 담지 못하는 개인의 삶과 디테일한 사유의 지

점을 현대 지도가 담지 못한다면 어떤 형태의 지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프로젝트는 100명의 작가들이 6개월간 1000명(작가 1인당 10명)의 노인들과 워

크숍을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관악구 문화 플랫폼 SITE에서 전시하려 한다. 

여기에는 저명한 현대무용가 안은미 컴퍼니와의 협업을 통해 할머니들의 움직임

과 몸의 역사를 현대무용 워크숍과 접목시키며 6월 말 대규모 공연장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과거 금천구청과 서울시 인권센터에서 진행한 할머니 학교와 다양

한 노인인권 단체, 노인 학습 기관들과 협업하여 하나의 다원예술적 교육 워크숍

을 진행할 계획이다.

관악구 이원걸

이원걸

관악 생활지도 만들기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우리 시대를 이끌고 살아왔지만 현재는 소외된 노인 인구에 대해 주목

하고자 한다. 특히 관악구는 노년층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시촌, 서울대학교 등

으로 인해 외부에서 유입되고 나가는 학생 및 청년 인구가 많고 청년 사업에 대한 정

부와 관악구의 집중으로 인해 노인 사업에 대한 예산과 문화지원이 적다. 이에 주목하

여 노인들, 특히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의 기억과 경험을 공유하고 예술작품으로 발

전시키는 공공미술 커뮤니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자 한다. 

대상자치구 관악구(문화플랫폼 SITE 일대)

공모유형 작품설치, 공간조성 및 전시, 주민참여 공동체 활동

지원유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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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

관악구 문화 플랫폼 SITE와 주민센터, 관악구 문화센터 등 관악구 공간을 대여하여 

1월부터 약 2달간 노인정, 관악구 주민센터, 문화센터, 주변 중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등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약 1000명의 워크숍 참여자를 모집하고 100명

의 미술작가 등과 함께 6월 말까지 지역사회를 리서치 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

양한 관악의 역사 경제, 환경 등을 소재로 한 현대미술 워크숍과 공연 전시를 진행

할 것이다. 여기서 지역 노인들의 기억으로 그려진 약도 3천장을 하나도 연결해 관

악구 전체를 보여주는 가로 20m 세로 30m의 세계 최대 규모의 약도로 제작된 지

도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 아날로그 지도는 다시 디지털화 되어 노인들이 길거리에

서 관찰한 물건과 풍경을 그린 그림이 하이퍼링크를 통해 뜨는 관악구 약도 어플을

제작할 계획이다.

이 워크숍을 통해 나온 지역에 대한 아이디어를 2달 동안 미술작가, 교육전문가, 무

용가, 음악가 등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발전시켜 관악구 문화 플랫폼 SITE와 서울

대 미술관 등 다양한 공간에서 1000여 점이 넘는 작품들을 선보이고 퍼포먼스, 연

주의 기록 영상들을 상영할 것이다. 또한 관악 아트홀과 삼모 아트센터에서 3회차

로 안은미 컴퍼니와의 협업을 통해 노인들과 함께하는 현대무용 작품을 공연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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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본 프로젝트를 통해 관악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현대미술과 다원예술에 대한 새

로운 지점을 제안하고 예술적 접근법을 통해 관악구라는 지리와 지역의 인식 확대

와 흥미로운 시각적 형식을 보여줄 것이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스스로의 창작 욕구를 채

워줄 것이며 젊은 세대들은 노인들의 경험과 시점을 통해 현재의 지정학적 위치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될 것이다.

2020 히든 타임즈 빌라 이태원 해밀톤 단체전

2019 을지로 문화복합 공간 육일봉

히든 사이드 금천예술공장

단체전

단체전

2018 토포하우스 갤러리 단체전 토포하우스 갤러리 단체전

2019 Little boy on the beach 사진집 출간 출판

관악구 이원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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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심상용    서울대학교 미술관 관장

이원걸의 ‘구술 지도’ 미술 프로젝트

<관악 생활지도 만들기 프로젝트>의 의미는 예술이 어떻게, 지역의 생활에 다가서고 

관여하여, 공동체적 의미를 되새기고, 특히 지역주민, 특히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는 데 관여할 수 있는가에 관한, 공공미술, 또는 미술 공공성의 의미있는 실험형식이다. 

   

이러한 실험이 새로운 것은 아님에도, 방법론이나 성과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던져져 

있는 채로 남아 있다. 예술을 지역과 일상생활과 결부시킴으로써, 공동체적 생활의 일

환으로 호출해내려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가 특히 주목하는 바도 모호하지 않다. 지역

과 일상, 특히 “우리 시대를 이끌고 살아왔지만 현재는 소외된 노인 인구”의 삶에 초

점을 맞추고, 그들의 기억과 경험으로부터 미적 자원을 소환해내자는 생각인 것이다. 

이러한 모티브 자체가 이미 이원걸의 사전적인 지역 연구의 결과물이다. 작가에 의하

면, 관악구는 특히 노년층 인구가 많고, 고시촌, 서울대학교 등으로 인한 청년층 인구

의 유동이 크고, 노인 사업, 노인 문화경험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하

다는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더라도, (드물지 않은 오해에도 불구하고) 동기부의 정당성이 그 성취를 위한 예

술적 접근의 수준이나 질의 문제를 자동적으로 완화시키는 요인은 아니다. 이것이 대

체로 ‘다원예술’-여전히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프로젝트에서 누락되곤 하는 지점

이다. 관악구 거주 노인의 삶에 주목하는 이 프로젝트의 원칙적인 접근은 지역 거주 

노인들의 “기억과 경험을 공유하고”, 그것을 “예술작품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이다. 

부연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구술을 토대로 그들의 기억을 소환해내고, 구술을 기

반으로 지역의 지도를 만드는 것이다. 

   

‘구술지도’로 명명되는 이 지도는 객관적 정보와 그것의 수학적 처리를 기반으로 하

며, 전적으로 중립적이고 기능적인 근대적 지도에 대한, 설득력 있는 문제의식이 반

영되어 있다. 구술지도는 객관적 테이터가 아니라 주관적 기억에 더 가치를 부여하고, 

지리의 공간적 배치보다 그 안에서의 삶의 시간적 축적에 기반하고, 사후의 기능에 있

어서도 단순한 지리적 정보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와 공동체적 삶에 대한 인간적인 접

근을 허용할 것이다. 

다만, 1000명의 워크숍 참여자, 100명의 미술작가, 지역 노인들의 기억으로 그려진 약

도 3천장 등의 접근은 부수적인 설정이거나 다소 인위적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생각과 

달리 본래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반면, 지역사회를 리서치, 

경제, 환경 등을 주제로 하는 ‘현대미술 워크숍’ 개최는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

는 활동이 될 것 같다. 구술채록과 기억기반 지도제작이 이미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

을 요하는 활동이고, 길거리에서 관찰된 일상의 이미지들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관악

구 약도 어플 제작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여기에 “워크숍에 나온 지역 관련 아이디어

를 2달 동안 미술작가, 교육전문가, 무용가, 음악가 등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발전시켜 

관악구 문화 플랫폼 SITE와 서울대 미술관 등 다양한 공간에서 1000여 점이 넘는 작

품들을 선보이고 퍼포먼스, 연주의 기록 영상 상영” 은 자칫 이 프로젝트를 다양한 이

벤트들의 숨 가쁜 병렬로 이끌 개연성이 크다. 구술채록과 그것에 기반하는 구술 지도

에 보다 집중해 에술적 의미를 저 긴밀하게 함축하는 등의, 프로젝트의 취지와 목적에 

집중하는 것이 성과를 위해 더 나은 길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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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원 회화/디자인편집

오에리사 설치/디자인편집

윤웅로 디자인/디자인편집

김가형 금속공예/영상편집

노한솔 동양화/디자인편집

류성훈 회화/영상연출편집

이해반 회화/디자인편집

이정웅 디자인/애니메이션

김해경 설치/애니메이션

성시흡 영상/영상연출편집

김성언 디자인/영상편집

기획의도

관악구 신림동 도림천은 지역주민을 위한 힐링 쉼터입니다.

낮에는 자연을 즐기러 나오신 노인분들의 쉼터와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되어주고, 

밤에는 친구들과 운동하러 나온 청년들의 운동장, 중고등학생 자녀와 산책 하는 가

족들을 위한 산책로 그리고 데이트를 즐기러 나온 연인들의 로맨틱한 공간이 되어

줍니다. 

저희 팀 WONS는 공공미술과 대중 간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의 일방적인 제작과 전시가 아니라 지역주민과 같이 지역사회의 이슈를 공

유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공미술이 성공적인 공공미술이라고 생각하기에 저

희 팀은 이번 공공미술 제작의 주체를 지역주민과 도림천을 방문하는 방문객으로 

특정하였습니다.

WONS 팀은 지역주민이 그리고, 쓰고, 만들면 예술가가 도와서 함께 완성하는 방

식으로 지역주민과 예술가가 한 팀이 되어 제작한 다양한 미술작품을 지속적이며 

효과적으로 전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항상 참여하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이 아닌 현장 참여 신청이 가능한 형식으로도 기획하여 도림

천을 방문하는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좀 더 친근하게 지역주

민을 포함한 대중에게 접근함으로써 누구나 더 자주 찾고 싶고 더 오랜시간을 보내

고 싶은 힐링의 공간으로 도림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WONS

Little Artists (우리는 모두 작은 예술가)

주민이 주체인 공공미술, 나와 내 이웃의 이야기가 공공미술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웃과의 소통이 간절한 시기입니다.

WONS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도림천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이야기를 전달하

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한명 한명의 이야기를 공공장소로 끌고 나옴에 있어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하게 하려 합니다.

미술 비전공자의 투박하고 서투른 표현 방식을 개인의 표현 양식으로 인정하면서 이

를 바탕으로 전문 예술가가 다듬고 편집/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주민과 예술가가 한 팀

이 되어 만드는 공공미술을 추구 합니다.

활동명(팀명) WONS

대상자치구 관악구(문화플랫폼 SITE 일대)

공모유형 작품설치, 공간조성 및 전시, 도시환경 개선, 주민참여 공동체 활동

지원유형 팀

팀 조슬기

이주연 회화/디자인/미디어/디자인편집

최지현 회화/미술교육

박노을 회화/미술교육

정호상 회화/디자인편집

관악구 WONS



185184 코로나19 서울공공미술 100개의 아이디어관악구 WONS

작품설명

어린시절 우리는 모두 예술가였습니다.

어린시절의 우리는 배우지 않은 붓질을 두려워 하지 않은 화가였고 상상력 넘치는 

이야기꾼 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나이가 들어가고 어른

이 되어가면서 잃어버린 동심을 상기시키고 어린시절로 돌아가는 경험을 지역주민

과 도림천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체험하게 함으로써 어린시절의 행복함을 전달

하여 도림천을 찾는 지역주민과 방문객에게 힐링하는 쉼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악구 지역주민과 도림천 방문객의 작품을 예술가와 함께 혹은 예술가의 손을 거

쳐 디자인 편집/애니메이션/영상으로 만들어서 도림천내 문화플랫폼 SITE 일대

에 전시합니다.                                                                                            

제작: 도림천을 방문하는 지역주민 및 방문객 (아이/성인/노인 등)과 참여 예술인

유형: 그림/글씨/사진 등

공간: 기둥/돌담/천장/흰 벽면(현재 벽화 그려진 곳)

형식: 방수 PET프린트/LED모니터/빔프로젝터/고보라이트

- 영상기기는 영구설치하여 관천로 문화플랫폼 공간 완공시 지역예술가와 연계하

여 새로운 프로젝트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예: 어린이그림 - 노인들의 시 - 어린이 글씨 편지 - 말하지 못한 말/전달하지 못

한 편지를 영상으로 전시 - 어린이 그림 움직이게 애니메이션 만들어서 영상으

로 만들어 전시)

세부계획

1. 관악구 지역주민 도림천 방문객과 소통하며 이미지와 글 등 예술 작품을 취합하

는 방법

도림천에 작가들이 미술재료를 가지고 나가서 주민참여를 독려하며 작품을 현장

에서 수집. 

완성된 작품을 스캔하거나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이메일, 웹하드, 문자를 통해 

작가들에게 전달.

미술 수업을 연계 (지역 학교/노인 센터/문화 센터 등)

2. 수집된 작품 이미지를 참여작가가 디자인 편집/레이아웃하여 전시 이미지로 재

창조

전문 미술인처럼 완성도가 높거나 화면 구성 및 구도에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망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부담없이 즐기면서 그린 그림 혹은 글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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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시 작품 이미지를 투사할 영상기기(고보라이트/빔 프로젝터/LED 모니터) 리스트

관악구 WONS

3. 공공미술 전시장소 및 전시 예상 합성 이미지

프로젝터 빔/고보 라이트/LED 전광판/글라스 미디어에 투사한 작품 이미지들은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제작하여 전시 할 수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된 영상기기 들은 그림을 바꿔 전시하며 지속가능하면서도 새로운 공

공미술 프로젝트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합니다. 

도림천 범람을 대비하여 PET 재질에 인쇄한 작품은 매 프로젝트가 끝날때 마다 참

여 지역주민/방문객에서 기념품으로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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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관악구는 지역주민들이 문화인들과 모여 자연과 더불어 문화 예술을 나눌수 있는 

공간인 관천로 문화플랫폼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실내 전

시장 방문이 어려운 시대에 도림천을 야외에서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문화 예술

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 바꿈 시킴으로서 지역주민과 도림천 방문객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지역경제에 새 성장 동력을 찾을 것 입니다. 

관악구와 참여작가는 끊임없이 협력하여 지역주민과 도림천 방문객의 공공미술 제

작 참여를 독려하여 보기만 하는 공공미술이 아니라 지역작가와 소통하고 만드는 

행위까지 문화 예술을 향유하는 과정의 일부로 체험하게 합니다.

지역주민과 도림천 방문객들은 자기 자신이 작품 제작의 주체가 된 공공미술 작품

의 제작과정과 자신의 작품이 대중에게 전시되는 모습을 유투브나 인스타등 SNS

에 노출하여 자발적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발생시키고 그들의 주변인들에게 도림천

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시킬 것입니다. 이 관심으로 인해 도림천에 새로운 방문객이 

유입이 될 것 이고 지역 상권과 도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일으킬 집객요소로 작용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WONS의 공공미술은 도림천

을 더 자주 찾고 더 오래 있고 싶은 힐링 쉼터 공간으로 대중에게 다가가게 할 것

입니다.

2016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 박사 수료

2020-2017 서울대학교 관악창의예술영재교육원 7기(관악구청, 서울시 인가) / 선임연구원 / 미술

영재 프로그램 전체 운영 기획 관리 및 총괄

한국은행 어린이 화폐 박물관, 미술특강 강사

2020 Attack on Daddy, 뉴욕 트라이베카 Cinema360, 미술팀

Attack on Daddy, 프랑스 칸영화제 VR영화부문 초청작, 아트 디렉터

2020-2019 종로구/중랑구/중구/강서구 아트테리어 사업 참여작가 (중간 예술가)

2019 시흥시-서울대학교 교육협력사업 스누앱(SNUEP) 2019 교사 직무연수 주 강사

시흥시-서울대학교 교육협력사업 스누콤(SNUComm) 2019 학교밖 교육 주 강사

서민 금융 진흥원 간판 프로젝트 참여 작가

7기 서울대학교 관악창의영재교육원 선임 연구원 및 예술강사

관악구 WONS

5. 연계가능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이미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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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지윤    대안공간 루프 디렉터 

관악구 신림동 도림천은 지역 주민을 위한 힐링 쉼터이다. 

낮에는 자연을 즐기러 나오신 노인분들의 쉼터와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되어주고, 밤에

는 친구들과 운동하러 나온 청년들의 운동장, 중고등학생 자녀와 산책하러 나온 가족

들을 위한 산책로, 데이트를 즐기러 나온 연인들의 로맨틱한 공간이 된다. 

WONS는 공공미술과 대중 간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술가들의 

일방적인 제작과 전시가 아니라 지역 주민과 같이 지역사회의 이슈를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공미술이 성공적인 공공미술이라 생각한다. 이번 공공미술 제작의 주

체를 지역주민과 도림천을 방문하는 방문객으로 특정하였다. 

WONS는 지역주민이 그리고, 쓰고, 만들면 예술가가 도와서 함께 완성하는 방식으로, 

지역 주민과 예술가가 한 팀이 되어 제작한 다양한 미술 작품을 지속적이며 효과적으

로 전시할 방안을 모색했다. 항상 참여하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이 아닌, 현

장 참여 신청이 가능한 형식으로 기획하여, 도림천을 방문하는 지역주민과 방문객들

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좀더 친근하게 지역주민을 포함한 대중에게 접근함으로써 누

구나 더 자주 찾고 싶고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은 힐링의 공간으로 도림천 도시 환

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_기획 글에서 발췌

WONS는 구체적 실천 방법으로 다음을 제시한다. 관악구 지역 주민과 도림천 방문객

을 현장에서 만나서, 그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글을 수집한다. 이를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디지털화하고, 예술가들에게 전달한다. 예술가들은 디지털화한 이미지를 바탕으

로 전시할 이미지로 다시 만든다. 도림천의 한 공간에 프로젝터, 고보 라이트, LED 전

광판 등을 사용하여 투사한다. 주민들이 본인의 오리지널 작업을 떠올리며 투사된 이

미지와 비교해 보는 경험을 갖는다. 

프랑스의 도시 사회학자인 앙리 르페브르는 “도시에 예술을 배치한다는 것이 예술작

품으로 도시 공간을 예쁘게 꾸미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환경 미화 차

원에서나 공공 장소를 장식한다는 시각적 목표 대신, 예술이 사회적 차원에서 새로운 

실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즉 도시에서의 생활 자체가 예술이 될 수 있다. 예술의 

미래는 예술적인 것이 아니라 도시적인 것이라는 관점이다.

WONS 기획서를 보며 1980년대 뉴욕에서 그룹 머티리얼의 활동을 떠올려 본다. 1970

년대 정치적 예술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대안 공간들이 전문화되고 제도화되면

서, 오히려 정치적 예술을 위한 공간으로서 기능이 쇠퇴한다. 이런 상황에 대한 비판에

서 그룹 머티리얼은 시작한다. 그 지향점은 정치에 관한 정치적 예술이 아니라, 일반인 

또는 비미술인과의 소통을 통해 예술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길거리 상점, 지하철이

나 버스 같은 예술을 전시하기에는 비전통적인 공공장소를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디아 아트 센터에서 진행한 <교육과 민주주의>(1988년)가 대표적 사례이다. 그룹 머

티리얼은 예술 작품뿐만 아니라 미술 교사, 학생들과 함께 한 결과물을 동일한 방식으

로 전시한다. 전시장은 책상과 걸상을 가져다 놓아 교실처럼 보인다. 이는 ‘교육과 민

주주의’라는 프로젝트의 주제가 개인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들로 복잡하게 얽

혀 있음을 보여준다. 

2020년 10월 관악구는 도림천을 ‘별빛내린천’이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만들고, ‘별빛

공간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같은 해 12월 이 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했음을 

관악구는 밝힌다. ‘가로녹지 등 주민편의 시설 공간을 개선하는 별빛테마존, 주민 수

요가 높은 산책로 조성을 위한 가로변 시설’ 등을 개선하여, ‘서남권의 대표 하천 생

태축이 완성’할 것이라 말한다. ‘별빛내린천 브랜드와 다양한 유·무형 가치를 창출하

는 특화사업’을 통해 도림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관악구의 목적은 

전형적인 기업적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로 보여진다. 도림천이라는 도시 속 공공 공간

을 별빛내린천이란 이름으로 브랜드화하여, 관악구의 시장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능

을 수행한다. 

WONS는 관악구의 별빛내린천 사업에 대한 예술적 대응이 될 수 있다. 예술가들이 직

접 주민들과 만나 소통한 결과물을 주민들이 감상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르페브르는 

사회적 공간이 사회와 사회적 관계가 재생산되는 이데올로기적 장소로 바라본다. 지

배적 이데올로기의 자본주의적, 이윤지향적 도시발전정책과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

로 본다. 기업적 도시 마케팅을 개발한 이들이 도시를 자본의 생산물로 보는 반면, 르

페브르는 도시를 작품oeuvr라는 개념으로 바라본다. 주민들이 비상업적 상호 작용을 

통해 성숙한 도시를 구성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일상 공간을 예술가들과 함께 가꾼다는 목표. 

WONS가 추구하고자 하는 지점이 일반적으로 행해져 온 시민 참여 공공미술의 지향

점과 괘를 같이 한다. 그 목표에 다다르기 위한 현실 속 실천 안에서 새로운 차원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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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생산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 과정 자체를 공공 미술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

까. WONS의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들이 도시를 다시 경험할 수 있게 하고, 개인이 도

시를 전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2021년 서울에서 

공공 공간이 갖는 예술적 가능성을 실험하기 위해서, 독창적이고 역동적인 방식에 대

한 실천적 고민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서울공공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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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스튜디오 아텍 194

오순미 202

이민성 210

키치팝 220



197196 코로나19 서울공공미술 100개의 아이디어

기획의도

책은 활자를 담은 종이를 넘어서 예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책의 의미

와 형태를 구조적으로 관찰해보았고 어떻게 하면 ‘책’의 다양한 의미와 시선을 표

현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았습니다. 나름의 규칙으로 조용히 정렬된 책, 그 앞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계속 들여다보게 하는 것은 무엇일지 고민해 보았고, 더불어 

책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흥미, 그리고 무궁무진한 상상의 세계를 열고자 본 프로

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책은 사람들의 경험, 사상 등이 기술되어있는 방대한 지식·정보의 산물입니다. 책

을 한 권 읽는 것 만으로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사고를 

넓히며 새로운 차원의 공간을 마치 꿈꾸듯 탐구하는 행위를 합니다. 

우리는 ‘꿈더미’를 통해, 책이 가진, 사람들의 경험, 사상, 기술들로부터 파생되는 꿈

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좋은 책 한 권이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것

처럼, 조형물 ‘꿈더미’를 통해,시민에게 예술을 통한 행복과 영감을 전하려합니다. 

도서관이라는 자유로운 지적공간에 예술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많은 시

민과 교류하기를 바랍니다.

작품설명

작품 ‘꿈더미’는 실시간으로 시민과 반응하고 상호작용하는 책 형태의 미디어아트 

조형작업입니다. 

상부 구조는 책이 주는 무궁무진한 비상함을 모티브로 16개의 책 형태의 큐브가 교

차로 쌓여 만들어진 하나의 거대한 책 더미 형태입니다. 

하부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앉을 수 있도록 좌대와 같은 받침구성을 하여, 패러매트

릭 하고 모던한 조형적 아름다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상부의 육면체 프레임 측면

에는 RGB LED가 내장되어 다채로운 빛스펙트럼을 발산합니다. 평소, 광진 정보도

서관의 ‘공공도서관 도서 대출 현황’ 실시간 공공데이터를 반영하여 실시간으로 색

상과 스펙트럼이 바뀌며 발산됩니다. 

시민들이 잠에 드는 늦은 밤이 되면, 빛 공해 방지를 위해 평소보다 낮은 조도로 잔

잔하게 색상을 발산하며 도서관 주변을 아름답게 수 놓습니다. 작품에 설치된 센서 

범위 안에 사람이 지나가거나 앉으면, 사람의 좌표에 따라 각 책장 속 LED가 반응

하여 일렁이는 등의 애니메이션이 연출됩니다. 

또한, 일정 시간 간격마다 LED 조명의 애니메이션이 연출되어, 시각적으로 따뜻하

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므로 광진 정보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작은 공연

을 선사하며 즐거움을 줍니다.

광진구 스튜디오 아텍

스튜디오 아텍

꿈더미

‘꿈더미’는 겹겹이 쌓인 책더미의 모습을 모티브로 조형적 해석을 한 미디어아트 조형

물입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책’을 오브제로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활용

하여 극대화하고, 시각적으로 아름다고 따뜻하게 조명합니다. 더불어 책과 상호작용

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공감각적인 형태로 물리적 공간에서 재현합니다. 

조형적 특징으로는 패러매트릭 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모던하면서도, 조형의 다각적

인 감상 뷰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책이 가진, 사람들의 경험, 사상, 기술 그리고 이것으

로부터 파생되는 꿈을 작품에 담아보려 합니다.

활동명(팀명) 스튜디오 아텍

대상자치구 광진구(광진정보도서관)

공모유형 작품설치

지원유형 팀

팀 박문석

김성필 미디어아트/공동기획, 공동연출, 공동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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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

크기(m): 가로 4.2 x 세로 4.7 x 높이 6.2

작품 재질: 알루미늄 프로파일, 스테인리스 스틸, LED, PVC 아크릴, 모션인지 센

서, 컴퓨터, 청동, 화강석, 각 파이프 등 

작품 골조는 기초 콘크리트에 철근 배근 작업을 통해 횡력에 대한 내성 확보 및 흔

들림 방지. 상부구조는 모서리를 둥글게 연마, 접합부 매끄럽게 처리한 후 용접.

조명 및 전자기기를 위해 작품 내 220V 60Hz 전기를 인입합니다.

침수를 대비하여 바닥면에서 300m/m 높이로 전선관 및 메인 분전반에 누전차단

기를 설치하고 접지. 각 접합부 실링테이프, 물끊기 시공으로 누수를 방지합니다. 

작품의 A/S가 쉽게 모든 부품은 공산품 및 모듈형으로 제작합니다. 예산규모 및 환

경에 따라 재료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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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꿈더미’는 도서관이라는 자유로운 지적공간에 환상적인 분위기를 더하며, 예술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많은 시민과 교류합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

리고, 보관하는 곳을 넘어서 예술과 문화, 역사가 공존하는 장소입니다. 

작품은 광복절, 기념일, 추모일 등 특정일 마다 그에 맞는 LED 조명과 애니메이션

이 반영되고, 다양한 의미를 내포 및 표현하며, 시민들의 정서와 상호작용하게 됩니

다. 이를 통해 도서관이 가진 복합지식문화공간으로서의 상징성과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작품은 결과적으로 광진 정보도서관의 데이터 및 이곳을 찾는 시민

들의 동적에너지를 빛으로 탈바꿈하며, 공간을 빛의 에너지로 채우고, 정보도서관

을 더욱 아름답고 에너지 넘치는 공간으로 만듭니다. 

광진 정보 도서관은 2000년 11월 10일에 개관한 광진구를 대표하는 이 일대에 가

장 크고 역사가 있는 도서관입니다. 우리의 작업물이 설치되기에 배경적으로 적합

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곳의 상징조형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0 부산 에코델타시티 스마트가로등 기획/제작 공모 당선 수상

광주문화재단 미디어랩 지원작가

젠틀몬스터 중국 심양/심천 프로젝트 영상제작

LH 한국주택공사 진도혁신도시 영상제작

LH 한국주택공사 진도공공행복주택 영상제작

아르코 예술극장 ATF 초청 작가 전시

광주 송정역 LED ZONE 콘텐츠 제작

평창 문화복지센터 미디어월 ‘Floral Rain’ 제작

신세계 경기점, 신세계 부산 센텀점 IOT LED 볼 제작

강릉 복합문화공간 ‘BLANK’ 공간 디자인

광진구 스튜디오 아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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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윤진섭    미술평론가 

관객과의 상호작용적 연출을 통한 미적 체험의 다변화

‘코로나 19’가 발생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돼 간다. 이에 대한 최근의 긴급한 정부 

대응에서 보듯이, 확진자 수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인구

가 밀집돼 있고 대중교통이 발달한 관계로 시민들의 밀착형 접촉 빈도가 높기 때문이

다. 인구가 1천만을 상회하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비단 ‘코로나 19’와 같은 ‘유행병

(pandemic)’이 아니더라도 생활환경에서 오는 시민들의 피로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이번에 서울시가 주최한 <코로나 19 서울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명칭에서 보듯이 코

로나로 인해 위축된 미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작가

들에게는 공공미술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시민들에게는 예술 

향수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 것이다. 

 

서울시가 주최한 이번 공모에서 최종작으로 선정된 스튜디오 아텍의 <꿈더미>는 책

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광진구에 위치한 광진정보도서관 건물 입구에 설치될 예정인 

이 작품은 책을 모티프로 삼아 제작한 오브제들(이하 ‘책’으로 약칭함)을 탑처럼 쌓아 

올린 형태를 띠고 있다. 높이가 무려 6.2미터에 달할 정도로 웅장한 자태를 뽐낸다. 책

을 소용돌이 형태로 쌓아 다양한 시각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게다가 쌓아 올린 책

들은 소재가 반응형 LED로 돼 있어 빛을 뿜어냄과 동시에 주변에 있는 관객들의 움직

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 일종의 미디어 아트 작품인 셈이다. 

 

우선 스튜디오 아텍의 <꿈더미>가 놓여질 장소가 광진정보도서관이라는 사실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책을 모티프로 한 이 작품은 정보 집약의 총아인 정보도서관 앞 광

장에 놓여짐으로써 공공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성을 획득한다. 여기서 작가가 작

품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는 브론즈나 철조와 같은 기존 조각의 대표적인 아날

로그 재료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LED라고 하는 빛의 소재를 택함으로써 ‘빛’의 수동

성이 아닌 능동적 속성에 주목하고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을 빛이 없으면 볼 수 

없듯이, 단순히 빛을 받아들여 관객의 눈에 보이게 하는 아날로그 조각작품의 수동성

과는 달리, 빛이 스스로 발광하여 눈에 들어오게 하는 그 ‘과정’에 주목한 것이다. 게

다가 작품에 센서를 부착하여 관객의 신체적 개입이 작품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도

록 설계하고 있다. 

 고대 중국의 죽간(竹簡)이나 이집트의 파피루스 두루마리에서 보듯이, 책은 동서고금

을 막론하고 다양한 정보를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해 왔다. 컴퓨터의 등장 이후 정보의 

저장 및 보존 매체는 현재의 USB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를 거쳐 왔다. 그러나 비디

오의 등장이 영화관시대의 종말을 가져오지 않았듯이, 아무리 발달한 컴퓨터 저장 매

체라도 아날로그적 물질로서의 책의 종언을 고하게 하지는 못 했다. 

 

스튜디오 아텍이 주목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비록 이번 공공미술 작품을 위해 첨

단의 미디어 아트 형식을 도입하고는 있지만, 정보의 상징적 존재로서 책이란 형식

의 모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정보가 낡은 정보를 밀어내듯이, 정보 순환

의 관계를 소용돌이 모양으로 책을 쌓아감으로써 종국에는 거대한 모뉴멘트의 형태

를 취하게 된다. 

‘탑’의 형태에서 오는 이 상징성은 마치 브랑쿠시의 기념비적인 작품 <무한열주>처럼 

수직상승을 암시한다. 지식의 증대를 암시하는 이 수직적 형태는 이 도서관을 방문하

는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게 될 것이다. 

 

미디어 아트가 지닌 장점 가운데 하나는 관객과의 상호작용이다. 스튜디오 아텍의 <

꿈더미>는 관객이 없으면 그 효용이 반감되는 특징을 지닌다. 작품과 관객과의 거리

는 빛으로 이루어진 작품의 조도 변화와 함께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LED 애니메이션

이 연출되는 등 다양한 시각적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이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의 정

서 함양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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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어린이 대공원은 어릴 적 소중한 추억들이 켜켜이 담긴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 근처에서 살았던 나는 국민학생(현 초등학생) 6년 내내 어린이 대공원으로 소

풍을 갔다. 이 공간에서 어릴 적 소풍의 설렘과 어린 시절 친구들과 음식을 나눠 먹

고 백일장을 하기도 하고 풍경을 담아 수채화를 그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신기한 

동물을 구경했던 기억들이 아름다운 추억들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다. 20대에

는 친구들과 놀이공원에서 신나게 놀이기구도 타고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2006년에는 어린이 대공원이 무료로 개방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운동

을 하러 자주

방문한 장소이기도 하다. 이렇듯 어린이 대공원은 많은 이들의 추억들이 쌓여 있는 

공간이라 생각 된다. 이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옛 추억을 더듬어 보고 새로운 추

억을 만들어 가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품을 기획하였다.

작품설명

구상 주안점

- 어린이 대공원에서의 기억들의 편린들을 작품으로 승화시킴

- 동물과 자연이 동화되어 친근감을 주는 휴게 놀이 공간

- 작품에 벤치 기능을 넣어 사람들이 작품과 하나되어 자유로운 감상이 가능하게 계획

- 동물원에서 친근하게 볼 수 있는 동물들이 우리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같이 어우러져 즐거움을 주고 동심을 유발시킴

공간 구성

- 관문을 지키는 잡상: 대공원 정문 지붕에 설치된 서유기에 나오는 인물 및 토신

(土神)을 형상화한 잡상들이 동물들과 같이 어울리며 관문을 지킴

- 어린이 대공원의 맵: 바닥 보도블록에 어린이 대공원의 맵을 설치해 관람객에게 

공원의 정보 제공

- 대공원 동물들: 컬러풀한 동물과 벤치로 상징성 및 접근성 강조하여 공간의 활기

를 불어 넣음

COLOUR PLAN (현대와 전통)

어린이 대공원 정문에 위치한 전통 문의 단청 적, 청, 황, 흑, 백의 오방색을 기본으 

로 배합하여 작품의 패턴을 계획

Yellow + 미래 /  Violet + 신비 / Blue + 꿈 / Red + 열정 / Green + 회복

광진구 오순미

오순미

대공원 나들이

소풍

어린이 대공원은 온 가족이 소풍을 가는 장소로 추억을 만드는 동시에 쌓아가는 장소

대상자치구 광진구(자유)

공모유형 작품설치

지원유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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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코끼리와 달팽이

 3. 범과 손행자(손오공)

광진구 오순미

세부계획

작품 아이디어 컨셉

작품 조감도 및 사이즈

 1. 코뿔소와 사화상(사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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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광진구에 위치한 어린이 대공원은 온 가족이 소풍을 가는 장소로 추억을 만드는 동

시에 쌓아가는 상징적인 장소이다. 공원 정문에 계획된 “대공원 나들이”는 잘 활용

되지 못하고 있던 공간을 재탄생 시켜 시민들에게 예술공간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데 중점을 두고 계획하였다. 

어린이 대공원 1973년 개원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사랑을 받는 공원으로 

2006년부터 무료로 개장되는 오픈 플레이스다. 하지만 대공원의 관문인 정문은 전

통 기와 건물의 출입구와 마당에는 플랜트가 자리잡고 있을 뿐 대공원의 이미지를 

형상화 하는 상징성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번 프로젝트에 기획된 “대공원 나들이”는 진입 공간인 정문에 대공원을 맵을 바

닥에 새겨 공원을 방문하기 전에 공원을 둘러보고 예술작품을 감상하며 쉬어 갈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될 것이다. 동시에 자연스럽게 시민과 어우러지는 작품으

로 공원의 활기를 불어 넣고 대공원을 맞이하는 예술작품의 공간으로 승화되길 기

대해 본다.

2019 Mauser EcoHouse 예술가레지던시 국제교류 지원금, 경기문화재단 수상

2017 스페인 PINEA-LINEA DE COSTA 국제교류 지원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수상

2016 노르웨이 Messen 국제레지던시 지원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수상

2021 아시아 작가 초대 개인전, Korean Cultural Centre India, 뉴델리, 인도 개인전

2018 시간의 불가역성, 루프탑 아트라운지 탐, 서울 개인전

2017 오순미, Ann B. Kim, PINEA-LINEA DE COSTA, Rota, Spain 개인전

2016 오순미, Club Sandwich, Galleri Puls, Norway 개인전

2020 칸딘스키 시각의 멜로디, 세종미술관, 서울

5·18 40주년기념 특별전,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단체전

단체전

2019 족쇄와 코뚜레, OCI 미술관, 서울

청주공예비엔날레, 청주시

DMZ 대붕호 국제설치미술전, 파라호 일대, 강원도

단체전

단체전

단체전

2018 Irreversibility of time, Gallery COSA, 서울

Por una Corea,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법대, 아르헨티나

단체전

단체전

2019 Mauser EcoHouse 예술가 레지던스, 푼타레나스, 코스타리카 레지던시

2017 PINEA-LINEA DE COSTA, Rota, Spain 레지던시

2016 Kunstnarhuset Messen, Alvik, Norway 레지던시

광진구 오순미

 4. 기린과 저팔계

작품 설치 계획

제작 방법

- 화강석은 포천석과 고흥석을 사용하고 작품 표면은 물갈기와 잔다듬으로 마감하여

돌의 명암을 대비 시킨다.

- 화강석 위 도색은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mm 잔다듬한 후 석재용 지정 안료

+석재용 에폭시 본드 혼합 후 도색한다. 

시공 방법

- 주체측과 협의하여 작품의 설치될 위치에 터파기와 기초를 설치한다.

- 철근콘크리트 기초 후 철근콘크리트와 화강석을 안전성에 문제없이 스테인리스 

스틸 봉과 석재 에폭시로 고정 시킨다.

- 화강석과 화강석의 연결 스테인리스 스틸 봉은 에폭시를 사용하여 안전에 문제

없이 시공한다.

- 작품 바닥안은 제안이며, 작품 위치 및 크기는 조경 공간에 의해 변경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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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수경    차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학과 교수 / 미술에 관한 이야기를 사람에 관한 

이야기와 이어내려는 인문적 미술비평가

어른을 위한 어린이대공원 : 오순미의 ‘대공원 나들이’

서울어린이대공원은 과연 어린이대공원일까? 느닷없는 이 물음은 도심에 자리하였

으나 다소 정체되고 낙후된 느낌을 주는 대규모 공원의 오늘과 내일을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 근대사의 한 자락과 궤를 함께 해온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은 실은 벌써부터 

소리 소문 없이 조금씩 변모 중이었다. 예컨대 1970년 클럽하우스로 문을 연 대공원 

내 한 건축물은 낡았다는 이유로 철거될 뻔 했으나, 나상진 건축가의 작품임이 밝혀지

면서 2011년 골조를 유지한 채 주변 환경을 건축 조형으로 끌어들인 ‘꿈마루’로 다시 

태어났다. 어르신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려주는 카페가 있는 그곳 ‘꿈마루’에는 어린이

보다는 어른들이 훨씬 많이 찾아든다. 옛것을 밀어버리고 새것으로 채우기 일색인 서

울의 주류 도시 공학과는 사뭇 다른 이 바람직한 행보는 그러나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왜? 부분적으로 벌어지는 느린 변화는 감지되기 어렵고, 사람들의 머릿속 어린이대공

원은 예전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들로 가득한 소풍지의 대명사라는 어린이대공원의 옛 명성은 사라진지 오

래다. 어린이들은 볼거리, 탈거리가 더 많은 신식 놀이동산으로 소풍을 가고, 어린이대

공원에는 어린이가 아닌 이들이 넘쳐난다. 그리고 이는 어린이대공원 정문 입구의 풍

경을 가장 많이 바꾸어놓았다. 40대 중반인 오순미 작가 자신의 어릴 적 추억들이 곳

곳에 배어있다는 어린이대공원, 그 중에서도 정문 입구 공간은 특이한 집단적 기억이 

저장된 독특한 공간이다. 지금은 왜 그리 넓은지 이해하기 어려운 정문 입구 공간이 

7~80년대에는 소풍 버스에서 내려 매표소 앞에 반별로 무리지어 줄을 선 어린이들로 

발 디딜 틈도 없던 곳이었다. 노오란 유치원복이 개나리 꽃무더기처럼 피어나던 시절

이었다. 이제 그런 대규모 소풍은 사라졌고, 고풍스러운 양식의 솟을 대문이 우뚝 서

있는 정문 입구 공간은 좀 휑하게 느껴진다. 어제에 박제된 어린이대공원의 오늘을 압

축해 보는 느낌이다. 

오순미 작가는 친근하고 유쾌한 동물 형상을 이용한 벤치들을 설치하여 이 정체된 공

간을 살려내는 기획을 제안한다. ‘대공원 나들이.’ 정문 입구는 말 그대로 나들목이다. 

나게도 하지만 들게도 하는 공간. 이곳의 활기가 대공원의 내일을 위해 중요한 까닭

이다. 작가는 먼저  넓은 바닥 공간에 어린이대공원 지도를 펼쳐놓음으로써 그 공간

을 상징적으로 채워나간다. 태양광 LED를 적용한다면 야간 경관으로서도 더할 나위 

없을 터이다. 그리고 그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공간 곳곳에 수십 년 동안 이 공원을 즐

겨온 사람들의 추억 속에 살아 있는 동물들을 형상화한 벤치를 설치하여 행복한 기억

을 소환하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한다. 코뿔소, 코끼리, 달팽이, 기린, 원

숭이, 표범 등 다양한 동물 형상들은 둥근 화강석 돌 벤치들과 잘 어우러지는 유려한 

조형에 솟을 대문에서 따온 오방색을 배합한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 등의 경쾌한 

색을 입어 생기를 얻는다. 

이처럼 대공원 지도 위에 얹어진 동물 형상 벤치들은 공원 바깥에서 공원 안을 상상하

고 꿈꾸게 하는, 그리하여 마음으로 먼저 공원에 발을 들이게 하는 새로운 나들목이 되

어줄 것이다. 그때 유치원, 초등학교의 단체 버스로 채워졌던 정문 입구 공간의 과거는 

대공원 앞길을 지나는 광진구 남녀노소 누구라도 잠시 추억을 떠올리며 편히 머물 수 

있는 현재에 의해 다시 쓰일 것이며, 그리하여 어제의 ‘어린이’대공원은 ‘모두’를 위한 

오늘의 대공원으로 환골탈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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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능마루 맛의 거리에서 사람을 만나 식당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주변에 마땅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능마루 맛의 거리 내부도로는 늘 복잡하고 식당들의 주차로 인한 민원이 많으며 공

공에서 사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능동로 대로변은 보행공간을 포함하여 스트리트뮤지엄 조성사업을 위해 사용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충분하며 공공에서 즉시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대로변이라 인

지성도 탁월합니다.

향후 광진구에서 추진하는 능동로 청년문화예술거리 추진시 연계를 고려한 거리의 

시작점이자 완결점이 될 수 있는 위치로 최적의 공간입니다.

능마루 맛의 거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작점에 상징적인 공간을 

조성하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만남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공간을 이용하여 비대면 미디어작품과 설치작품 전시가 가능한 마이크로

뮤지엄(쇼콘)을 조성한다면 다양한 활용성을 가진 전시공간이 될 것입니다. 

작품설명

“모여라”는 미디어작품 전시(마이크로뮤지엄), 설치작품 전시(마이크로뮤지엄), 커

뮤니티 공간으로 이루어질 복합공간입니다.

첫 번째,  미디어작품 전시(마이크로뮤지엄)를 위한 “우물” 은 우리가 빠른 산업화 

시대를 통과하며 잊어버린 기억 속 커뮤니티 장소인 우물가를 다시 떠올리는 상징

적인 공간입니다. 우물은 우리 생활의 중심이었고 시작점이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설치작품과 연계 전시가능)

두 번째, 설치작품 전시(마이크로뮤지엄)를 위한 “모여드는 사람들” 은 강화유리(

도시의 여백없는 도심)로 만든 부스 안에서 4개의 금속 조형물(박제되고 정형화되

면서 생활 속 이방인으로 방치되던 사람들)이 기획전시를 통해 공간의 가운데 설치

될 설치작품을 중심으로 모여드는 형상을 통해 시민들은 커뮤니티를 갈망함을 표

현하고자 하였습니다.(미디어작품과 연계 전시가능)

세 번째, 커뮤니티 공간은 우물(미디어작품 전시)과 모여드는 사람들(설치작품 전

시)의 합(+)이 “우물가”라는 잊혀진 공간을 다시 복원하고 이를 통해 누구나 생활

에서 만날 수 있는 일상의 예술이 되어 삶에 예술적 여백을 제공함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광진구 이민성

이민성

모여라

“마을의 커뮤니티 공간이었던 잊혀진 우리의 우물가를 다시 만들자”

우리의 우물가는 소중한 마을의 커뮤니티 장소였습니다.

광진구 스트리트뮤지엄 조성사업을 통해 우리의 잊혀진 우물가처럼 다양한 커뮤니티

가 일어나는 공간을 능마루 맛의 거리에 다시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대상자치구 광진구(능마루 맛의 거리)

공모유형 작품설치, 공간조성 및 전시

지원유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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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

“모여라” 는

우물, 모여드는 사람들, 우물가 의 3개 작품으로 이루어진 복합공간입니다.

첫 번째. 우물 (미디어작품/마이크로뮤지엄)

- 소재: 콘크리트, 화강석, 스테인레스, 미디어디스플레이, 강화유리

- 사이즈: 콘크리트로 외경을 둘러싼 3m의 원형

- 구현방식

1) 원형의 콘크리트 테두리를 구성 후 내부에 화강석 디딤판을 설치

2) 착색강화유리를 설치하여 우물의 물을 표현

다. 강화유리 하부에 미디어디스플레이 설치하여여 미디어작품 전시

두 번째. 모여드는 사람들(설치작품/마이크로뮤지엄)

- 소재: 강화유리, 구로강판, 착색도장강판, 스테인레스

- 사이즈: 강화유리로 외경을 둘러싼 2.5m의 원형

- 구현방식

1) 원형의 강화유리 외관을 구성 후 내부에 사람들을 형상화한 금속조형물 설치

2) 조형물 중앙의 여백공간에 정기적으로 설치작품 기획전시 진행

세 번째. 우물가(커뮤니티 공간)

- 소재: 콘크리트, 화강석, 구로강판, 착색도장강판, 스테인레스

- 사이즈: 콘크리트로 외경을 둘러싼 3m의 원형형태안에 분수

- 구현방식

1) 원형의 콘크리트 테두리를 구성하여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벤치 설치

2) 우물가로 모여드는 사람들을 형상화한 조형물 설치

3) 분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화강석 디딤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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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우물가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누구나 이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커뮤니티를 확인하였습니다.

도시화로 어느듯, 마을마다 있었던 우물가는 사라지고 잠시라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생활 속 자그마한 여백의 공간조차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도시의 공간을 비집고 들어간 의외의 장소에서 만나는 생활 속 공공미술 작품

은 시민들에게 무료한 일상 중 신선한 재미와 예술적 흥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멀게만 느껴지던 예술이라고 이름 지어진 유리벽을 넘어 한걸음 더 생

활로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누구나 예술작품을 생

활 속에서 접하는 일상의 예술로서 의미있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삭막한 도심 광진구 능마루 맛의 거리에.

우리는 잊혀진 우물가라는 잠깐의 쉼이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일상에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여백의 공간으로서.

새로이 만들어지는 커뮤니티가 어우러지는 만남의 장소로.

2000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졸업

2018 성수지역 문화예술 전시 [느슨한 사이]전 (주관/주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후원:문화관광부, 헤이그

라운드)

성수도시재생축제 “꽃길만 걸어요” 주민참여 예술프로그램 [아키타 숲에서 서울 숲으로~] (주관/주최:

성동구청)

성수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주민참여 예술프로그램 [성수를 거닐다] (주관/주최: 성동구청)

2017 예술프로그램 SEASON1 주관

프로그램 A: 일상의 드로링(미술을 통한 힐링)

프로그램 B: 성수동 어린이 여행자(코딩과 조각작품을 통한 예술체험)

2016 도심제조지역 공공미술 아트플랜 [예술공작소 성수] 기획 (주최: 서울디자인재단)

소개글

윤진섭    미술평론가

우물을 통한 공동체 의식의 회복

옛날, 농경사회에 기반을 둔 전통적 생활공간에서 우물의 의미는 크고도 넓었다. 흔히 

동네의 한 가운데에 자리 잡은 우물은 정보의 집합장이자 확산지의 역할을 했다. 마을

의 크고 작은 소식들이 우물에 모여 물을 긷거나 빨래를 하는 여인들의 입을 통해 모이

고 퍼져나갔다. 오늘날 전 지구촌의 규모로 소통되고 있는 얼책(facebook)이나 인스

타그램, 트위터와 같은 대표적인 SNS 매체의 원조가 바로 아날로그 시대의 대표적인 

전통 사회적 관계망(SNS)인 우물이었던 것이다. 그랬던 것이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는 

사이 속절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것은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만이 유튜브를 통해 감상

할 수 있는 옛날 풍속이 돼 버렸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인가? 

 

이민성의 <모여라>는 얼책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로 대변되는 현대 최첨단의 SNS 

시대에 바로 이 ‘우물의 시대’를 상기시켜준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작품이

다. 그의 작품은 우리를 ‘우물가’로 모이라고 한다. 이 첨단의 사회적 관계망 시대에, 

이 현란한 디지털 문명의 시대에 거꾸로 아날로그적 발상을 통해 우리를 따뜻한 과거

의 세계로 안내하고자 한다. 아니, 단지 과거로 이끌 뿐만 아니라 현대의 첨단적인 작

품을 통해 현재와 과거를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미적 체험의 세계로 관객들을 안내하

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그가 작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 <모여라>라는 공공미

술 작품이 설치될 공간은 능마루 맛의 거리이다. 광진구 군자역 6번 출구에서 나와 직

진하면 바로 능마루 맛의 거리가 펼쳐지는데, 그 거리로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이 작

품이 설치될 쉼터가 있다. 

 

작가가 제안한 작품의 계획서에 의하면, <모여라>는 미디어 작품 전시(마이크로 뮤지

엄), 설치작품 전시(마이크로 뮤지엄),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루어진 복합공간의 성격

을 띤다. 향후 일부 기획전시와 연계될 것을 전제로 한 이 공공미술 플랜은 구체적으

로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것이겠지만, 전체적인 인상으로

는 옛 우물이 지닌 공동체적 온기를 회복하고자 하는 작가의 열망을 담고 있다. 그것이 

이 작품이 지닌 의미이다. 삶의 따뜻한 체온보다는 익명성에 가려진 현대 산업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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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박한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는 현실에 작가는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작가는 구체적으로 과연 어떻게 해서 이 작품을 통해 과거의 공동체적 형식을 

시각적으로 현재화할 것인가? 우선 주목해 볼 것은 미디어 작품이다. 이민성은 콘크리

트로 원형의 외곽 쉼터를 만들고 그 안에 둥근 형태의 가상 우물을 만들기 위해 내부

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화강석 디딤판을 설치한다. 작품의 중심부에는 원형의 착

색 강화유리를 설치하여 우물의 물을 표현하고, 그 안에 미디어 작품을 내장하여 관객

이 감상할 수 있게 한다. 미디어 작품은 광진구의 과거와 현재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는 영상 이미지들을 편집한 것이다. 

 

<모여드는 사람들>은 원통형의 강화유리를 덧씌운 작은 형태의 미디어 아트 기획 전

시관이다. 이 안에는 네 개의 크고 작은 기둥들이 있는데, 기둥들의 판면에는 김홍도

의 <우물가>라는 작품에 나오는 남녀의 이미지들이 음각된다. 기둥들이 세워진 중앙

의 여유 공간에는 정기적으로 다른 작가들의 미디어 아트 작품을 기획할 수 있는 작

은 갤러리가 만들어진다. 

 

끝으로 세 번째 공간은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실제의 공간이다. 둥

근 형태의 우물가 의자에 앉아 기둥에 새겨진 김홍도의 음각으로 된 <우물가> 그림을 

감상하면서 쉬거나 사람들과 두런두런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이민성의 <모여라>는 현대 물질문명의 소산인 인간소외를 극복하고 농경사회의 산물

인 우물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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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HAPPY FACTORY in Gwangjin는 일종의 해우소로 일상 속 크고 작은 고민들

을 시각 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가상의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작품을 중심으로 일종의 플레이그라운드가 형성되며 구민들의 참여로 완성되

는 온/오프라인이 복합된 공공미술 작품을 기획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는 우리의 생활 속 당연시되던 다양한 행복들을 제한

했습니다. 개인과 집단에는 우울감이 스며들었고 이러한 우울감은 단순 백신이나 

의학적 치료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공공미술을 통해 예술을 현실

을 버티게 해주는 희망을 주는 요소로서 제공하여 내면을 치유하는데 그 의의가 있

습니다. 이를 위해 보다 직설적이고 동적인 시각적 이미지를 차용하여 직관적인 메

시지를 전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 구민들에게 새로운 일상 속 활력 요소 

및 행복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새로운 문화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미술작품과 연계된 온라인 콘텐츠를 복

합적으로 구성하여 색다른 경험을 제공합니다.

기존 일방통행적인 수동적 형태의 공공미술작품에서 벗어나 구민들의 호기심을 자

극하여 참여를 이끌고 하나의 놀이와 같은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키치하고 팝

한’ 가상의 행복공장을 설립합니다.

작품설명

HAPPY FACTORY in Gwangjin은 총 4가지 작품이 하나의 공장으로 구성됩니

다. 이는 부정적 에너지를 행복 에너지로 치환하기 위한 과정을 보여주면서 하나의 

흐름으로 구성됩니다. 다양한 작품의 군집으로 가상의 공간이 형성됩니다.

HP-1호기: 복잡한 세상 속 해소하고 싶은 고민과 두려움만 쏙쏙 집어 뽑아내는 기계

입니다. 산업기계 중 크레인을 차용하여 직관적으로 집어내는 이미지를 갖습니다.

HP-2호기: 1호기로부터 전달받은 부정적 에너지를 분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계 상단부는 분쇄기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모터가 회전하며 부정적 에너지가 시

각적으로 분해됩니다.

HP-3호기: 2호기를 통해 분해된 부정적 에너지를 해독하여 행복에너지로 치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계 상단부 스마일이 회전하며 분쇄된 부정적 에너지를 끌어

올리고 해독제와 함께 부양하며 섞이는 과정을 통해 해독의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광진구 키치팝(KITSCHPOP)

키치팝(KITSCHPOP)

HAPPY FACTORY in Gwangjin

HAPPY FACTORY는 부정적 에너지를 동력 삼아 행복을 제조하는 예술공장입니다.

HAPPY FACTORY MACHINE을 통해 일상 속 걱정, 고민들을 수거하고 해독하는 

과정을 통통 튀는 반응형 시각 작품으로 구현하여 대중에게 행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작품 내 키네틱적 요소를 배치하여 시각적인 집중도를 높이며 타이머를 이용해 정해

진 시간마다 통제되어 작동됩니다. 또한 작품 내 배치된 QR코드를 이용하여 온라인 

콘텐츠로 확장되며 실제 시민들이 작품과 연계된 반응형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활동명(팀명) 키치팝(KITSCHPOP)

대상자치구 광진구(자유,건대 맛의 거리)

공모유형 작품설치

지원유형 팀

팀 최종환

정경우 시각예술/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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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장치 이미지>

구현 방식 (설치작품)

1) ESP를 이용한 유기적 형태 조형 후 FRP 소재로 내구성 확보.

2) 모터를 이용한 회전 장치 및 에어볼 부양장치.(자동 타이머를 이용하여 전기장치

    안전성 확보)

3) 좌대 (약 3*7m)를 설치하여 전기장치 배선 및 작품 영역 구분.

4) 각 작품은 조립식으로 분해되어 이동과 설치가 용이하게 구성.

광진구 키치팝(KITSCHPOP)

HP-4호기: 3호기를 통해 만들어진 행복 에너지를 세상 곳곳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

행합니다. 레일의 형태로 구성되어 가상의 공간으로 행복을 배달하는 이미지를 제공

합니다. 4호기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구민들은 해당 작품과 연계된 행복 호르몬 

지수 측정 테스트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부계획

<전체구성 이미지 2D>

사이즈: 약 6000(w) * 2000(d) *3000(h) (mm)

<전체구성 이미지 3D>

소재: 야외 작품 설치에 적합한 FRP(강화플라스틱) 및 철제(분체도장)를 이용하여 

우천 및 파손에 대한 저항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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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방식 (연계콘텐츠)

1) 작품 내 QR코드를 이용하여 HAPPY FACTORY와 연계된 놀이 콘텐츠로 확장.

2) 유형별 *도파민 지수 테스트 등 콘텐츠 제작(*행복할 때 생성되는 뇌 속 신경전달

물질.)

3) 10가지 문항의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도파민 지수를 수치화하여 9가지 유형으로

분류.

4) 시민들은 각자의 유형을 확인 후 작가가 제공하는 드로잉과 메시지를 웹상으로 

전달받고 SNS에 공유할 수 있음.

<QR을 이용한 콘텐츠 이미지>

광진구 키치팝(KITSCHPOP)

<QR을 통한 시민참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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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공통

1) 기존 광진구가 가진 젊은 이미지와 키치팝 팀의 팝한 이미지와 연계되어 새로운 

놀이문화로의 공공미술을 제안하며 단순 설치형 조형물이 아닌 구민들에게 참여

형 콘텐츠를 병행하여 제시하여 즐길 거리를 제공합니다.

2) 지역적으로 어린이대공원부터 이어지는 능동로 청년문화예술거리 활성화와 연계

하여 시너지를 기대합니다.

3) 시각적으로 강렬한 작품의 설치로 공간 내 랜드마크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4) 체험형 공공미술로 설치장소 활성화 및 온라인 콘텐츠 병행으로 비대면으로도 

작품 경험이 가능합니다.

광진구 맛의 거리(광진구 제안장소): 기존 금연구역이나 버스킹 및 특정 행사가 없

을 시 방치되어 흡연구역으로 사용되는 지점을 활용하여 상시 설치되어 공간을 환

기하는 역할을 기대합니다.

나루아트센터 광장(자유 제안장소): 해당 아트센터가 기존에 공연을 기반으로 주로 

운영되었던 것에서 영역을 확장하여 광장을 적극 활용하여

공공미술로 주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문

제 상황 속 공연이 제한되더라도 아트센터로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장소협의가능)

2020 예술해독제: KF-94 FACTORY (롯데백화점 강남, Seoul)

서울은미술관 공공미술축제 I.MEME.U (문화비축기지, Seoul)

015: 아티스트 광진구 <스퀘어프로젝트> (나루아트센터, Seoul)

2019  KIAF2019 (Coex, Seoul)

족쇄와 코뚜레 (OCI미술관, Seoul)

2018 MAISON & OBJET (Nord Villepinte, Paris)

2017 생각,생각 신해철추모전 (JEAN GALLERY, Seoul)

Start (Saatchi Gallery, London, UK)

2016 아시아프 (DDP, Seoul)

소개글

이선영    미술평론가

코로나 블루를 여과하는 상상의 공장

키치팝 팀이 작업을 펼칠 장소는 광진구의 어린이 대공원 앞 공간이다. 70-8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낸 시민이라면 즐거운 마술의 장소로서 기억이 쌓인 곳이다. 그러나 이

후 다른 곳에 더 화려하고 업그레이드 된 놀이 공원들이 생겨난 이후에는 오래된 벚꽃

길이 있는 공원으로 자리 잡았다. 그곳은 여전히 어린이와 가족 단위들이 많이 들르는 

장소로, 공공예술이 펼쳐지기에 최적의 장소다. 물리적 설치물 뿐 아니라 가상공간과

도 연계되는 그들의 작업은 어린이들은 물론, 인간에 내재된 유희 본능을 어른이 돼서

도 유지하는 종족인  키덜트(kidult)를 겨냥한다. 한때 화려했지만, 지금은 아닌, 그렇

지만 퇴락한 장소라고도 할 수 없는 이 장소에서 키치팝 팀이 작업하는 것은 매우 어

울린다. 그룹명의 키워드로 들어간 키치나 팝 자체가 감상과 향수, 유희와 환타지에 기

반 하는 정서를 깔고 있기 때문이다. 키치팝 팀은 공공예술이든 ‘사적’ 예술이든 어쭙

잖은 예술적 자의식을 아마추어 식으로 늘어놓는 스타일은 지양한다. 

그들이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가치는 예술에서는 오랫동안 금기시 되던 것이다. 

근대에 종교의 후예가 된 예술은 금욕주의와 성상파괴주의(추상미술), 심오한 관념과 

미학적 선명성(개념미술) 등에 빠져 들어 대중과는 멀어졌다. 키치팝 팀은 억압된 감성

을 공공/예술의 영역에 다시 불러들인다. 상상의 공장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지만, 개

념만 번지르르한 일시적 가설물을 넘어서는 견고함을 갖추기 위해 야외 작품에 적합

한 강화플라스틱 분체 도장를 이용했다.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접근하여 놀 수 있는 안

전성,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로 가지를 칠 수 있는 이상적인 인터페이스인 이 ‘공장’으

로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가 아니다. ‘공장’은 1960년대 앤디워홀의 작업실 ‘팩토리’나 

팀 버튼 감독의 영화 [찰리의 초콜릿 공장](2005)을 떠올리며, 예술이나 대중문화 어

느 것이든 리좀적으로 연결시켜 관객과의 접촉면을 최대화한다. 공장이라고 해서 선형

적 인과관계를 따르는 것은 아니고, 참여 관객의 상상력에 따라 개방적 구조를 가진다. 

작품 안에 있는 QR코드는 다양한 놀이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질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가 개념화한 ‘욕망하는 기계’처럼 이것저것이 연결된 공장

은 미지의 것을 생산한다. [HAPPY FACTORY]는 고민과 두려움을 뽑아내는 기계, 부

정적 에너지를 분쇄하는 기계, 부정적 에너지를 해독하여 행복 에너지로 치환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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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행복 에너지를 세상 곳곳으로 전달하는 기계 등, 4가지가 모여 하나의 공장으로 구

성된다. [HAPPY FACTORY]를 이루고 있는 기계를 이해하기 위해 펠릭스 가타리가 

[카오스모제]에서 구별한 ‘machinisme’과 ‘mecanisme’을 참고할 수 있다. 메카니즘

이 동일한 것을 반복하는 폐쇄된 체계라면, 머신은 기계들의 다양한 접속을 중시한다. 

[카오스모제]는 ‘죽음의 반복이라는 기계학적 관념(mecanisme)과 과정적 열림이라

는 기계적 관념(machinisme)’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제안한다. 그렇다하더라도 공장

이란 비유는 확실한 결과물을 지향한다. 작품 [HAPPY FACTORY]가 실행하는 여러 

프로그램에는 행복지수를 체크하는 항목이 있을 정도다. 

그 팀은 지금도 여전히 활기찬 재래시장 통에 자리한 신당창작 아케이드에서 수년

간 작업하면서 예술가의 독백이 아닌 대화적 상상력을 지향해 왔다. 사업규모가 그들

이 작업을 잘 알고 있는 다른 작가들의 협업을 요구하기 때문에 유리한 지점에 있다.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도파민을 예명으로, 무한대의 환상을 재현하는 일러스트레

이션과 애니메이션을 전공한 최종환(DOPAMIN. C), 그리고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

는 안 되는 공예 및 디자인 베이스의 작가 정경우(craft & design studio ZEZO)가 주

축이 된 팀이다. 행복과 중독 사이에 있는 도파민 호르몬, 그리고 지배적 사회가 강요

하는 기능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디자인 분야는 적절한 균형의 지점을 요구한다. 

공공 무대에서의 집단적 작업은 개인적 실험 및 발표에서 검증된 항목들을 절묘하게 

연결시킬 것이다. [HAPPY FACTORY]는 도시의 다른 스펙터클과 경쟁해도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강렬한 이미지가 다소간 주변화 된 공간을 색다른 랜드마크로 만들

고, 한동안 계속될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예술가들의 공공적 실천이 될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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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현대인에게 가사노동은 흔히 기피하고 싶은 비생산적이고 비경제적인 일로 여겨졌

고, 비교적 최근까지도 남성 중심의 경제활동 구조에서 전업주부는 ‘집에서 놀고 먹

는다’ 정도의 하대의식이 만연했다. 하지만 코로나시대를 맞아 많은 시간을 집에서 

생활해야 하는 생활방식의 변화를 겪으며 현재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집이라는 공

간과 집안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렇기에 나는 지금껏 하찮게 여겨졌던 집안일, 그리고 그 주체로서의 가정주부들

이 주인공이 되는 예술적인 경험을 제안하여 일상을 돌보고 지탱하는 가사노동의 

귀한 가치와 예술적으로 소외되었던 전업주부들의 이야기를 보다 많은 사람들과 소

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작품설명

전업주부와 가사노동의 참여형 작업을 기반으로 한 전시 프로젝트를 통해 60대 

이상의 프로 전업 주부들의 가사 활동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구로구는 서울에서 

‘노동’이라는 단어와 함께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몇 개의 구 중 하나이다. 

하지만 단순히 산업적인 노동만 생각하는 것을 떠나 우리의 삶을 오랫동안 지탱해

왔던 살림이라는 것 또한 마땅히 고려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노동의 한 부분인 것

을 생각한다면, 주부들의 가사노동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구로구는 긴밀한 장소성

을 띄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 코로나 시대에 그 어떤 때보다 우리는 집에서 보내

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집안활동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

을 보내고 있다.

전업주부의 삶과 집안일의 희노애락이 담긴 그림을 투명한 유리판의 표면에 새겨 

반투명한 이미지로 만드는 이 작업은 멀리서 보거나 유리판 자체를 그대로 바라볼 

때는 그저 희미하고 뿌연 이미지로만 보인다. 하지만 그 유리판에 빛을 비추면, 그

때서야 비로소 그림자가 나타나면서 뚜렷한 이미지가 보여진다. 

이러한 과정은 말 그대로 참여자와 주부들에게는 가사활동으로 이루어진 자신들의 

삶에 대해 새롭게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관람자들에게는 그 의미를 새로

운 시각에서 발견해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세부계획

수집계획

부녀회 및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전업주부들의 희노애락이 담긴 이야기를 수집

한다.

구로구 강나래

강나래

주부 온 더 레코드

현대사회에서 저평가받고 있는 전업주부와 가사노동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민참여

형 전시 프로젝트.

대상자치구 구로구(갤러리)

공모유형 공간조성 및 전시, 주민참여 공동체 활동

지원유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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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가정주부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라인드로잉으로 표현할 

수 있는 워크샵을 실시한다. 이때 드로잉과 함께 참여자의 육성(내레이션)을 함께 

녹취하여 기록한다.

제작방법

30x30cm의 투명 유리판에 다이아몬드 드릴을 이용하여 참여자의 라인드로잉을 

따라새긴다. 레코드 앨범 자켓와 동일한 형식의 종이봉투에 유리판을 담는다. 이때 

참여자의 이름, 가사노동 경력등을 함께 앨범에 표시한다.

이때 종이봉투에 RFID스티커를 부착하여 인터뷰 당시 녹취했던 육성을 함께 인

식, 저장시킨다.

레코드 가게의 벽장처럼 제작된 전시장의 벽면에 참여자의 이름과 경력이 잘 보이

도록 배치해 놓는다.

구현방식

전시장에 설치된 영사기(오버헤드프로젝터)에 유리판을 올려놓으면 그 그림이 확

대 투영되어 전시장 벽면을 가득 채우게된다. 이때 유리판을 담고 있던 커버를 프

로젝터 옆에 있는 RFID리더기에 올려놓으면 함께 녹음했던 내레이션이 재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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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가사활동과 집안일, 그리고 그 행동 주체인 전업주부의 의미를 재발견하여 그 일상

적인 활동의 의미를 되묻는 메세지를 던질 수 있으며, 세대 간의 대화와 소통을 도

모하는 장을 제안할 수 있다.

갤러리 미술문화가 낯선 중년 여성들의 예술활동의 주체적 참여를 돕고, 나아가 문

화적 다양성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0 수창청춘맨숀 기획전시 ‘생존신고’ (대구)

2020 Here’ 및 아티스트 레지던시, The Brookline Arts Center, Brookline, MA, the US 개인전

2019 ‘Home Work’, BAAA Gallery, Cambridge, MA, the US 개인전

2018 Summer Studio Scholarship, Corning Museum of Glass, NY, the US

2015-2017 중구 을지로 디자인/예술 프로젝트 입주작가

2015 업사이클링 유리공예 교육,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서울문화재단

업사이클링 유리공예 교육, 꿈타래학교, 서울

201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육성사업 선정 및 재활용유리공예사업 지원

2013 Stanislav Libensky Award 2013, 입선, The Czech Republic

세라믹스 리빙오브제 공모전, 장려상, 한국도자재단

소개글

이단지    큐레이터 

<주부 온더 레코드>, 생의 경험에 대한 아카이빙

쉭쉭 김을 내뿜는 압력밥솥 뚜껑 사이로 막 지어 따닷한 밥 내음이 솔솔 나기 시작할 

때, 부엌 엄마 옆에 모이는 우리 집 딸은 모두 넷이었다. 앉으나 서나 늘 책을 끼고 살

던 세 살 손위 언니부터 나와는 한 날 한 시에 태어나 네 것, 내 것 할 것도 없이 서로

의 비밀을 속속들이 함께 나눈 쌍둥이 동생, 이렇게 위로 셋 이후 한참을 더 있다가 태

어난 막둥이까지. 고소하고 짭짤한 손맛으로 무쳐낸 촉촉한 나물 반찬과 숟가락으로 

푹 떠 풀어 넣은 된장, 숭덩숭덩 썰어 넣은 뽀얀 두부, 파릇한 풋고추가 뽀글뽀글 끓어

오르면 말수 없는 우리 아부지 수저를 가지런히 정리해 놓고 식탁에 둘러 앉는다. 그

날 그날의 대소사를 조곤 조곤 나누는 우리의 식탁은 끼니와 함께 각자의 삶이 고민

을 풀어놓던 시간이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경제발전의 과정 안에서의 삶은, 가정의 울타리보다는 산업사회

의 현장으로 빠르게 눈을 돌렸다. 산업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누구 하나의 노동이 그

렇지 않을까마는, 행복한 ‘집 안’ 일은 성능 좋은 세탁기와 청소기, 에어프라이어, 오븐

과 식기세척기로 대체된다. 먹이고 입히고, 빨아 말려 다리는 손의 노동은 빨리 먹고 

싸게 입고,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는 세련된 제품 광고의 이미지와 함께 효율 높은 간

편함이라는 태도를 선물한다. 먹는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핸드폰의 문자 몇 번으로 24

시간 어디에서건 충족할 수 있는 일상이 되었다. 이제 손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일은 전

자동 기계의 버튼이나 문자 자판이 대신하는 요즘이다.  

누구나 열심히 ‘산다’는 문제를 놓고 각자의 목표점을 안고 살아 가겠지만 경제활동과 

학업의 일선에 곁을 내어준 ‘가사’는 통장의 잔고와 째각 째각 흐르는 아까운 시간 속

에서 부수적인 일로 물러난다. 전통적으로 대부분 ‘어머니’가 혼자 지고 가는 삶의 고

락으로 치부되던 ‘가사’라는 것이 언제나 고귀하다거나 ‘손’의 노동이라는 특권의 우선

순위를 가져야 하는 법은 없다. 그런 오류야말로 다양한 삶의 문제를 특히나, 가족 최

우선이라는 납작한 유교적 가치 밑의 일들로 전락시키는 꼴이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나래 작가가 작업의 동료로써 초대한 대상들은 60대의 전업주

부들이다. 이들은 가족 구성원들과 ‘집’의 문제를 가까이에서 돌보아 왔던 어머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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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는 가사 스킬과 노하우의 특별함들이 드러날 지언정, 이번 <주부 온더 레

코드> 프로젝트는, 비슷한 시절을 살아온 주체들이 모여 ‘집안 일’이라는 역사 안에

서 지속적으로 축적되어온 생의 경험들을 스스로 말하게 하고 그것을 채집한 작가가 

타인들에게 들려주는 과정이다. 대화를 통해 드러나는 시간 속에는 각자의 삶을 누비

고 다녔을 가장의 동선, 자녀들을 위해 결단해야 했던 많은 고민과 선택과 같은 우리

가 거쳐온 생활이 기록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훌륭했던 밥 한끼, 또는 반짝 반

짝 윤이 나는 집 안 걸레질의 촉감 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는 말이야’ 하

고 쉬어가는 대화의 틈 안에서 개인들의 역사를 발췌하는 것에 그 초점이 있을 것이다. 

<주부 온더 레코드>의 가능성은 지속성과 다양성에 있다. 그 가장 작은 단위로서의 가

사 노동을 시작으로, 오히려 가족과 떨어져 있는 이주 노동자, 혹은 학업을 위해 최소

한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 독립하여 혼자 사는 사회 초년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성원들의 생의 시간들을 반추하는 기회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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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구로구와 주민들의 희망사항인 공원이 예술공원으로 특화될 수 있는 예술적 시민

공원으로 자리 잡길 바라며 근린공원내의 갤러리 내부공간과 연계한 전시와 참여 

및 인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예술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병행 가능한 전시구

성에 대한 구로구의 컨셉이 조립아트인 블록작품과 블록으로 가능하다여겨 구로

구를 선택하게 되었다.

구로근린공원은 공원을 중심으로 대공연장, 야외무대, 갤러리, 분수대, 실내쉼터가 

모여 있는 시민이 누리고 창조하여 예술로 소통하는 장소로서 여가문화 공간으로

서 공공미술 작품 필요하다 여겨 대형 공공미술 3작품 총 6개의 다양한 형상을 설

치하여 공원을 풍부한 볼거리를 만들고자함이 기획의 의도이다.

작품설명

작가가 개발한 육각형 모듈인 Block을 매체로 포토존 역할의 공공미술과 체험형 

전시이다.

공원에 설치될 공공미술 중 대표작인 <앵무새케이지>는 인간 친화적인 앵무새에 

케이지의 망 형태로 결합한 작품으로 공원의 공간과 갤러리 공간을 연계하는 상징

적 작품이며 <걷는 사람들>은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을 미니멀하게 연출한 작품

으로 각각의 사람형상에 투과되는 공간을 구성하여 공간감과 더불어 공원으로부터

의 시야를 확보하도록 구상하였다.

<일상을 담다>는 가방형상에 구로구를 상징하는 이미지와 공원과 어울리는 일상

의 물건들이 담겨있는 독특한 구조의 작품으로 지금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원 내 갤러리에는 공공미술과 연계된 체험전시로 네 가지 크기의 Block으로 제

작된 다양한 블록 작품이 전시되며 정물, 드로잉, 풍경을 주제로 벽에 설치 될 부조

형식의 작품과 <일상의 사물들>을 주제로 한 작품들 및 공원에 설치 될 공공미술작

품을 소형 Block으로 제작하여 전시한다.

갤러리 내 체험공간을 구성하여 관객과 주민들이 Block으로 작품을 제작해보는 체

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전시와 체험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한다.

구로구 김계현

김계현

Block,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다

Block,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다는 제목이자 주제로 Block의 네거티브 의미중 장벽과 

단절의 개념이 아닌 매체로서 건설, 연결의 의미로서 공원의 야외 공간과 공원 내 갤

러리 공간을 Block 작품을 매개체로 서로 연결하는 주제로 구성하였다.

구로근린공원 야외 공간은 대중에게 익숙한 형상에 공원과 주변 환경의 공간적 특성

을 컨셉으로 구상하였다.

공원 내 갤러리는 공원 야외 공간의 공공미술작품과 연계된 전시로 참여와 체험을 컨

셉으로 진행된다.

대상자치구 구로구(구로근린공원, 갤러리)

공모유형 작품설치, 공간조성 및 전시

지원유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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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명: 앵무새 케이지, 걷는 사람들, 일상을 담다

사이즈: 60x45x20cm

구현방식: 좌대 설치

체험 공간

체험용 벽화 300x120x5cm x2점

체험용 블록 30,000개

체험용 테이블작품 3점

* 소재: ABS플라스틱 동일

세부계획

근린공원 야외에 설치작품 될 공공미술

작품명: 앵무새케이지

소재: 스틸, 우레탄 도장

사이즈: 450x320x120cm

구현방식: 조립 및 용접, 콘크리트 타설 후 앙카볼트 고정

작품명: 걷는 사람들

소재: 스틸, 우레탄 도장

개별 사이즈: 330x150x50cm

구현방식: 조립 및 용접, 콘크리트 타설 후 앙카볼트 고정

작품명: 일상을 담다

소재: 스틸, 우레탄 도장, ABS플라스틱

개별 사이즈: 400x300x150cm

구현방식: 조립 및 용접, 내부 각재 보강

근린공원 내 구루지 갤러리

작품명: 정물

사이즈: 320x200x20cm

구현방식: 조립 후 벽면 설치

작품명: 드로잉

사이즈: 320x200x20cm

구현방식: 조립 후 벽면 설치

작품명: 풍경

사이즈: 600x120x20cm

구현방식: 조립 후 벽면 설치

작품명: 일상의 사물들

사이즈 및 수량: 200x120x100cm x3점, 그 외 사이즈 10점

구현방식: 조립 후 공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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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첫 번째는 위치적 특성으로 구로근린공원은 다양한 문화 예술 공간을 끼고 있는 구

로구 문화 예술 중심지로 인근 신도림역은 도시철도 이용률 전국 1위로 하루 이용객

이 50만 명이며, 특히 가족단위 및 젊은 연령대의 유동인구가 높다는 점은 블록으로 

제작된 공공미술 작품과 전시는 포토존의 역할을 할 것이며 인스타그램이나 SNS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지역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구로근린공원을 문화예술 공간으로의 환원이다.

공원 야외 공간에 총 6점의 공공미술과 공원 내 갤러리 공간에 총 20여점의 작품을 

전시하여 주민들과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남녀노소에게 익숙하며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블록의 장점을 갤러리 내 전

시와 연계된 체험존을 구성하여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체험프로

그램을 통한 예술표현의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며, 구로근린공원 내 구루지 갤러리

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이다.

1995-2003 독일 쿤스트아카데미 뒤셀도르프 로제마리트로켈 클라세 아카데미브리프 및 마이스

터 쉴러

2020 조립아트전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개인전

2019 초대전 블록 미술로 놀다 롯데갤러리 롯데백화점 / 미로 갤러리 시민공원 부산 개인전

2018 내가 만드는 블록 미술관전 인천서구문화회관 아트갤러리 인천

조립아트기획전 북서울 꿈의 숲 아트센터 /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서울

개인전

개인전

2017-2018 조립아트 체험전 블록바다 김해문화의 전당 김해 그 외 국내외 20여회 개인전

2020 놀이가 미술이 될 때 광주 단체전

2019 어른들은 누구나 어린이였다전 가산수피아 아트센터 개관기념전 경북

마음을 그리는 4가지 방법 중랑아트센터 서울 그 외 국내외 250여회

단체전

단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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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성훈    성신여대, 미학

관계의 미학을 보여주는 공공미술 - Block,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다

공공미술에서 장소특정성, 소통가능성, 대중성 등은 중요한 요소들이다. 김계현 작가

의 이번 프로젝트는 이러한 요소들을 블록(Block)의 조형성을 통해 합목적적으로 제

시하고 있는 공공미술이다. 작가가 개발한 육각형 모듈인 블록은 프로젝트의 핵심 개

념인 연결을 구현하는 조형적 모나드(monad)이다. 소외와 단절이 심화되고 있는 현

대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공간의 연결 또한 중요하

다. 아마도 작가는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블록 미술을 통해 미술이 표현할 수 있

는 관계의 미학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제시하고자 하는 듯 보인다. 

 

김계현 작가의 블록 미술은 단순한 발명품이 아니라 그의 오랜 작업의 과정 속에서 이

루어진 조형적 한 결과물이다. 블록 미술이 탄생하기까지 작가가 걸어온 예술의 길을 

돌아보면, 전통적인 미술 개념에서 부단히 벗어나고자 하는 조형적 탐구와 실험이 지

속되고 있었음을 그리 어렵지 않게 감지할 수 있다. 작가의 블록 미술이 미술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조형적 성과가 충분히 인정되었기 때문일 터이다. 오늘날 

현대미술에서 재료의 미학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현대미술에서 재료는 단순히 미

술의 재현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미술이 된다. 작가의 블록은 이

러한 재료의 미학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블록은 입력과 출력이라는 관점에서 흥미

로운 조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에, 무한히 변용되는 블록의 재생산은 미술의 표현

가능성을 새로운 차원으로 드러내고 있다. 

<Block,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다>는 대상지인 구로근린공원과 공원 내의 갤러리에 가

장 적합한 조형성이 무엇인지를 작가가 심층적으로 고민한 결과로 추진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이다. 작가는 블록 미술을 통해 지역과 장소의 특수성은 물론이거니와 소통

과 대중성의 측면을 충분히 숙고하고, 지연주민들이 바라는 자연, 일상 그리고 미술이 

공존하는 예술공원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또한 

조형적으로만 규정되고 계획된 예술공원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찾아가고, 만들어가

고, 열어가는 공공미술이 있는 공원을 위해 다양한 참여와 체험 미술 프로그램들도 제

공하고자 한다.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설치될 작품들, 곧 <앵무새 케이지>, <걷는 사람

들>, <일상을 담다> 등이 보여주는 조형적 이미지는 단순히 볼거리라는 차원을 넘어 

미술로 소통하면서 지역 내의 문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일상의 공간이 예술로 표상

될 수 있는 문화적 매개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갤러리에서는 공원에 설치

될 작품들과 연계하여 <정물> <드로잉> <풍경> 등을 주제로 한 블록 부조작품이 전

시된다. 또한 공공미술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주민과 일반 관객의 참여와 체험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다양한 미술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블록 미술이 만들어내는 공간은 문화적 공간이자 소통의 공간이다. 공공미술의 큰 장

점인 대중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블록 미술을 매개로 한 공공미술 작품은 상

당한 호응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누구에게나 익숙한 블록이 미술로 재현되어 지

역의 문화적 소통이 활성화되고, 구로근린공원의 환경이 예술적으로 환기될 수 있다

는 점에서, 블록 미술은 이 지역의 미학적 지표(index)가 될 것이다. 김계현 작가의 

<Block,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다>를 주제로 한 공공미술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가

는 복잡한 도시 공간에서 예술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관계의 미

학을 오롯이 보여주는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미술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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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구로근린공원은 구로구청에서 구로구민회관, 구로도서관, 도림천으로 이어지는 구

로동의 공공 인프라 축의 길목에 있는 주요한 장소이다. 또한 인근 주민들이 활발

하게 이용하는 일상의 쉼터이자 공연과 전시가 이루어지는 문화공간이기도 하다. 

이 일상의 장소 위에 빛과 그림자를 이용한 예술적 경험의 공간인 “빛의 산책로”를 

조성한다. 빛의 산책로는 공원의 주요 출입구와 주변 동선의 흐름을 연계할 수 있

도록 중심부에 위치하여, 공원을 넘어서 구로구의 문화, 예술 인프라 축의 중심 공

간이자 매개공간이 된다. 

일상의 공원에 덧입혀진 이 새로운 산책로는 특별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

에 기존의 장소가 품은 시간성과 맥락을 내포하며 자연스레 장소와 사람들의 삶에 

녹아든다.

작품설명

빛의 산책로는 구로구민회관 전면 유휴공간에 선형의 흐름을 따라 놓인 연속적인 

구조체이다. 가느다란 기둥과 철판으로 이루어진 사선패턴의 지붕으로 구성된다. 

각 철판의 틈을 통과한 빛은 반복적이며 역동적인 그림자를 바닥에 떨어뜨린다. 

이 빛과 그림자의 공간은 시간과 계절에 따라 변화하며 이 곳을 거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감상을 유도한다. 한편 그림자가 지는 공간에는 박스형태의 스툴을 

두어 노약자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그늘과 휴식처를 제공한다.

세부계획

주요 재료는 코르텐 강판이다. 공원 내 구민회관의 붉은 벽돌벽과 그것을 둘러싼 

넝쿨들, 공원에 심겨진 무성한 나무들은 구로근린공원이 품은 시간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코르텐 강판은 이러한 장소적 맥락에 자연스레 녹아들 수 있는 재료이다. 

또한 내식성과 내구성도 뛰어나 외부 설치물에도 적합하다. 

기본 구조는 6.6M x 6.6MX 4M(H) 의 모듈로 이루어지며 이 모듈이 결합하며 확

장되어 전체를 이루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각 부재들은 용접을 통해 견고하게 결

합된다.

구로구 남상현

남상현

빛의 산책로

빛과 그림자를 이용한 예술적 경험의 공간이자 시민을 위한 쉼의 공간

대상자치구 구로구(구로근린공원)

공모유형 작품설치, 공간조성 및 전시

지원유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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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빛의 산책로는 한정된 공간에서 바라보기만 하는 오브제가 아닌 넓은 영역을 아

우르며 직접 거닐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일상의 공원을 누리는 많은 시민들

이 자연스레 빛의 산책로 유입되면서 일상의 장소와 경험은 예술적 공간의 특별한 

경험으로 확장된다. 이 자연스러우면서도 특별한 공간은 구로 근린공원을 예술 공

원으로 만들고 나아가 구로구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연계하는 매개공간으로 작동

할 것이다.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마인드핸드 건축설계사무소 대표

메디트 신사옥 리노베이션 설계 및 감리

관악구청 열린 민원실 관악청 설계 및 감리

후암동 카페 다자인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

후암동 디자인 스튜디오 D/파사드 설계 및 시공

연남동 주택 리노베이션 설계 및 감리

서울시 빨래골 청소년문화센터 현상설계 4등

강원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현상설계 2등

수상

수상

구로구 남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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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준희    건국대 현대미술과 겸임교수

기념비적이지 않은 친환경 <빛의 산책로>

미술, 나아가 예술의 역사는 가치전복의 결과다. 동서고금 가릴 것 없이 마찬가지다. 

상식처럼 여겨지던 앞선 세대의 당연한 가치와 권위를 거부하고 균열을 낼 때, 비로소 

새로운 미술-예술이 탄생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른바 ‘공공미술’은 필연적으로 논쟁 

속에서 변모해왔다. 미술에 앞서 ‘공공(公共, public)’이라는 개념에 대한 입장차이 때

문이다. 따라서 ‘공공성’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 대목에서 퍼포먼스 작가이자 패미니즘 미술가인 수잔 레이시(Suzanne Lacy)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공공미술에 대한 중요한 화두를 던졌기 때문이다. 수잔 레이

시는 공공미술을 “공공장소의 미술(art in public places)”과 “공공관심 속의 미술(art 

in Public interest)”로 구분했다. 그러면서 미술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다. 후자의 계

보에서 새로운 공공미술의 가능성을 찾았다. 그녀가 주장하는 새로운 공공미술이란

“주제에 대한 것만도, 작품의 배치나 그것이 놓이는 장소에 대한 것만도 아니며, 활성

화된 가치체계들의 미학적 표현에 대한 것”이다. 이처럼 최근 공공미술의 쟁점은 사회

적 효용성을 둘러싼 문제로 확대된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문제를 직접적인 행동을 통

해 해결하려는 행동주의(activism) 예술로 나타난다. 

이런 전제에 비추어볼 때, <빛의 산책로>는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공공미술은 아니다. 

과격하거나 직접적이지 않다. 오히려 간접적이고 우회적이며 노골적이지 않다. 시나

브로 장소와 공간에 스며드는 방식의 공공미술을 지향한다. <빛의 산책로>가 설치될 

구로근린공원 일대는 구로동의 문화중심축이다. 구로구청에서 구민회관, 도서관, 도

림천으로 이어지는 관공서와 공원이 어우러져 있다. 물리적 공원의 기능을 넘어 일상

과 휴식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빛의 산책로>를 제안한 남상현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건축을 전공했다. 그래서인지 

공공미술을 이해하는 방식이 폭넓다. 단순히 기념비적인 오브제를 제안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개념적 프로젝트로 접근하지 않는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 장소가 지닌 특

성을 파악한다. 기존에 장소가 지닌 특성과 성격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데로 ‘스며드는’ 방식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구현되는 구조물 자체가 결과물이 아니다. 

지붕 위치에 반복적인 패턴으로 설치된 구조물 틈을 통과한 빛과 그것이 만들어낸 그

림자가 진짜 작품이다. 이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패턴 무늬는 길이와 방향이 다르

다. 짧게는 하루 동안의 시간 흐름, 길게는 봄여름가을겨울 계절변화에 달라지는 태양

의 위치와 일조량에 따라 변한다. 만약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이나 비 또는 눈이 오는 

날엔 온전히 역할을 하지 못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빛의 산책로>는 이렇게 피치 못할 

경우까지가 모두 작품의 일부분인 셈이다.

<빛의 산책로> 구조물 재료는 코르텐 강판(Corten Steel). 검붉은 색으로 녹슨 철판을 

생각하면 된다. 내후성 강판이라고도 불리는 이 금속판은 애초에 공장에서 생산될 때

부터 인위적으로 녹이 슨 질감으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일정시간 이후 더 이상 녹이 슬

지 않는다. 제안자 남상현이 이와 같은 재질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하다. 붉은 색 벽돌

로 지어진 구로구민회관과 담쟁이 넝쿨, 그리고 구로근린공원 일대에 조성된 수목(樹

木)과의 조화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기존의 장소가 지니고 있는 시간성

과 고유한 색채의 감각을 최대한 존중하는 의미다. 코르텐 강판은 이런 장소적 맥락에 

자연스레 스며들고 녹아드는 재료다. <빛의 산책로>는 밖에서 바라보고 감상하는 오

브제가 아니다. 사람들이 작품 속을 직접 거닐며 빛과 그림자의 표정을 느끼고 경험하

는 참여의 공간이다. 이렇게 조성된 <빛의 산책로>는 요란하지 않다. 하지만 구로근린

공원에 예술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장치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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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4차산업혁명 시대, 예술작품이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일 수 있다. 지원자는 미디어 아트 작업을 하며, 최신 기술을 꾸준히 연구 및 사용하

여 작업에 적용하고 있다. 기술이 이 시대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문화적, 윤리적

인 측면으로 연구하며, 이러한 생각들을 작품에 담고 있다. 이 작업은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점차 자연을 모사하며 우리가 인식하는 자연 세계의 영역을 침범하고 그 경

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인공 생명체에 담아 설치된 공간을 자연으로 부터 만들어

진 빛(자연을 찍은 사진)으로 밝혀 현 시점의 기술이 보여주는 단면을 조명하는 작

업이다.

작품설명

지원자의 2011년 작업 <민들레(Dandelion)>을 공공미술 조명설치 작업으로 재해

석한 작품이다. 시카고예술대학 재학시절인 2010년부터 기술과 생명성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지금은 인공지능 기술을 중점적으로 사용하며 

이로인한 윤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작품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작품의 원작은 지원자의 초기 연작인 Artificial Life 시리즈의 한 작업으로 전자 공

학에서 사용되는 부품들의 역할과 구성을 자연계에서 이루어지는 생명활동과 비교

하는 작품이다. 원작품을 공공 미술로 확장하여 사용자 참여와 인공지능을 통해 완

성되어지는 작업으로 기획하였다. 반사되는 질감으로 제작되어 주변환경을 반영하

여 공간과 어우러지도록 제작되며 밤에는 작품 상단부가 빛을 발산하며 공원을 꽃

의 색으로 물들이게 된다. 

작품이 발산하는 빛은 작품에 표기되어 있는 QR코드를 통해 사용자가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업로드한 꽃 이미지를 인공지능이 꽃으로 인식하면 그 이미지의 꽃 색상

을 반영하여 만들어진다. 꽃으로 인식되어 업로드된 이미지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저

장되어 인공지능 기술이 분석한 꽃의 개화 계절과 사용자 참여 시간 등의 데이터로 

정리되어 주기적으로 작품의 색상을 변화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해 간다.

구로구 홍현수

홍현수

Dandelion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발돋움 하고 있는 현재, 

기술 발전 속도로 인해 문화적 예술적 가치관도 동시에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본 작가의 작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최신 기술에서 나타나는 이슈를 다루며 기술 발전

에 의해 나타나는 인문적, 윤리적 문제들을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는 시

각을 제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본 작품은 생명과 기계를 비교하며 근본적으로 자

연을 탐구하는 순수과학을 통해 발전된 모든 기술은 자연을 닮아가고 있음을 은유적

으로 담고 있는 작품이다.

대상자치구 구로구(구로근린공원)

공모유형 작품설치

지원유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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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다루는 작품이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세부 계획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전기를 사용하는 미디어아트의 특성상 외부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만큼 방수와 전

기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제작 할 예정이다. 본 작가는 남해에 위치한 골프리조트

와 한강둔치에 조명작품을 야외설치한 경험이 있다. 

또한, 인터넷 연결을 위해 구로구의 협조가 있다면 유선 인터넷을 연결하고 불가한

경우 LTE를 통한 인터넷 연결도 고려하고 있다. 조명으로 사용하는 LED 모듈은 고

장을 대비하여 최소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을 제작하며 쉽게 구할 수 있는 기

성 제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인공지능 관련 서버는 외부에 배치하여 현장에

는 조명 관련 설비만 설치하여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방식으로 구현하여 현

장 설치 하드웨어를 최소화 한다. 조명 구조와 의자에 쓰이는 외관은 스테인레스 스

틸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발광부는 크롬도금을 하여 구조물과 이질감이 없

도록 제작한다.

발광부의 높이는 성인 손에 닫지 않는 높이로 하며, 하단의 원형 구조물은 전자 부

품을 보호함과 동시에 벤치의 역할도 동시에 하게 된다.

파란 꽃을 시민이 업로드 한 경우

인공지능이 꽃 이미지로 분석하면 조명에 적용되며

사이트에 접속해보면 현재 이미지를 확인 할 수 있다.

붉은 꽃의 이미지를 적용한 경우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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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본 기획은 구로근린공원을 예술공원으로 특화를 위해 요구한 사용자 참여 및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담은 미디어 조명 설치작업이다. 또한 조명으로서 야간에 어둡고 

한적한 공원 분위기를 꽃의 색으로 밝혀 분위기 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지원자는 구에서 레퍼런스로 제시한 시카고의 밀레니엄공원 앞에 위치한 시

카고 예술대학 출신으로 밀레니엄 파크의 예술 작품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시카

고 지역 공공미술 작업 경험도 있어, 구로구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이해가 높다

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구로구가 구로근린공원을 예술공원으로 자리잡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2017 스튜디오 볼라레, 서울 2017 인터랙티브 라이팅 아트 개인전

2019 현대자동차 ZER01NE(제로원) 크리에이터

2011 프로젝트 카브리니 그린-시카고 공공미술 참여

2019 라이프플러스 디자인위크-여의도 한강공원, 서울 2019 한화 라이프플러스 후원

ISEA 2019 -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19 ISEA 주최/아트센터 나비 미술관 주관

Phantom city 팬텀시티-세화미술관, 서울 2019 태광그룹 세화미술관 도시기획전

2018 예술정거장-인천시청역, 인천 2018 인천문화재단 주최

서울공유페스티벌-문화비축기지, 서울 2018 서울특별시 “미디어 갤러리” 단독 전시

대전비엔날레 2018-대전시립미술관, 대전 2018 대전비엔날레 프로젝트대전

2017 인공지능과 인공적 창의성-SeMA 창고, 플랫폼 L 20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시시각각 변하는 빛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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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보를 투입함으로서 활성화 된다. 그의 작품은 관객이 QR 코드를 찍어서 참여하

는 작품이라 업로드에 따라 다양한 빛/색으로 변모한다.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는 

관객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일당백(一當百)의 역할을 한다. 작품 [민들레]는 통로 역할

에 머무는 작은 공원이 어둠 속에 잠길 무렵 독보적 존재감을 발휘한다. 원래 밤에는 

잘 안 보이는 꽃 색을 빛으로 변환하여 공원 전체를 밝히게 된다. 한 공간에 하나의 형

태로 고정된 전통적 작품과 달리, 시간이라는 변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 인공 생

명/작품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나이테가 커지듯이 빅 데이터로 쌓인다. 관객의 관심과 

참여에 의해 시시각각 모양새를 달리하는 과정중의 작품이기에, 그 누구도 이 작품의 

전모를 봤다고 말할 수 없다. 

에너지와 물질이 결집하여 생산된, 자연과는 또 다른 구조적 과정이 태양이 진 후에도 

이어진다. 백화만발(百花滿發)에 대한 동서고금의 상상력이 있었지만, 홍현수는 민들

레에서 발견되는 완벽한 기하학을 원형으로 하는 구조로 다른 꽃들도 피워낸다. 루돌

프 아른하임은 [시각적 사고]에서 ‘단순성을 추구하는 형태 탐구정신 때문에 자연관을 

지배한 기하도형은 태양계나 원자 모형같은 패턴들에 적용되었다’고 말한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명체의 특징인 대칭적 형태를 색이 변주되는 인터페이스로 만드

는 것이다. 하나의 모형이지만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그의 작품은 색색의 과일 사탕을 

하나씩 꺼내먹으며 그때 마다 오렌지와 포도, 딸기를 상상할 수 있는 것과 같다. 24시

간 불 밝히는 사회는 누군가에게는 유토피아로 다른 누군가에게는 디스토피아로 다가 

올 것이다. 홍현수는 기술의 보다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는 작업을 해왔지만, 작품 [

민들레]는 그러한 판단 또한 관객에게 맡겨둔다. 

소개글

이선영    미술평론가

기술적 예술에 의한 자연의 재구성

홍현수의 작품이 설치되는 장소는 여러 공공건물로 둘러쳐진 작은 중정 같은 공간이

다. 넓지 않은 공간에 이미 다른 조형물들이 있는 ‘예술 공원’이다 보니, 규모보다는 

강도가 더 효과적이다. 선택지가 많지 않은데, 작가는 잘려나간 나무 자리를 택했다. 

나무가 있던 자리 둘레에 벤치가 있는데, 그 부재와 박탈감을 인공 생명으로 대신하려

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그가 예술 같은 작품보다는 자연 같은 작품을 지향함을 알려

준다. 자연을 외적으로 모사하는 것을 넘어서, 구조적으로 모사하는데 있어 기술은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홍현수의 미디어 아트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

명이 이미 개시된 시점에서, 예술작품 또한 인공생명체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 공공

영역에 설치되는 작품 [민들레(Dandelion)]는 미국에서 유학하던 십 수 년 전 부터 해

오던 ‘Artificial Life’ 시리즈의 한 작업으로, ‘전자 공학에서 사용되는 부품들의 역할

과 구성을 자연계에서 이루어지는 생명활동과 비교하는 작품’이다. 

그의 미디어 조명 설치 작업은 유선 또는 무선 인터넷을 비롯한 여러 구성요소가 퍼즐

이나 레고블럭 처럼 딱 맞아 떨어져야 작동하는 구성적 작품이다. 1920년대 유럽 여기

저기에서 꽃을 피운 구성주의 미학/방법론이 키네틱 아트 정도에 머물렀다면, 인터넷

을 바탕으로 한 구성 요소의 선택과 조합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다. 기술은 

보다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것이다. 구성은 객관 세계의 반영도 주관 세계의 표현도 아

닌, 이러한 이원 대립 항 자체를 지양하는 방법론과 미학이다. 

가라타니 고진은 [은유로서의 건축; 언어, 수, 화폐]에서 ‘사이버네틱스는 모든 것을 

차이/정보로 재구성함으로서 물질/생명, 동물/인간과 같은 전통적인 이분법을 무화

시킨다’고 말한 바 있다. 홍현수는 자신의 작업에 대해 ‘생명과 기계를 비교하며 근본

적으로 자연을 탐구하는 순수과학을 통해 발전된 모든 기술은 자연을 닮아가고 있음

을 은유적으로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말한다. 21세기의 (공공)예술에서 자연과 인공

에 대한 경계 또한 해체, 또는 재구축되어야 할 범주가 된다. 

과학과 기술은 자연을 이미 많이 파괴했지만, 자연은 이제 내부적으로 탐색된다. 예술

가 또한 과학자들처럼 자연의 언어를 분석하여 자연에 상응하는 무엇을 만들고자 한

다. 빈 나무 자리에 위치한 또 다른 인공생명은 햇빛 대신에 전기를, 물이나 양분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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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현재 ‘정조대왕 능행차’는 금천구과 수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케 하는 축

제이다.

예로부터 정조대왕 능행차는 정조가 행차길을 오가며 백성들의 어려운 고충을 들

어주는 소통의 자리였다. 행렬이 지나는 시흥 은행나무 사거리에 정조의 효심과 애

민의 정신이 깃든 디자인을 하고자 한다. 이는 시민들이 정조대왕의 행렬이 가지는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우며, 일상속에서 예술을 가까이 느끼고 참여하는 즐

거움을 줄 것이다. 

작품설명

대상지로 정해진 은행나무 1번과 2번은 도로와 맞닿아 시민들의 발길이 잦은 곳임

에도 시각적으로 단조로우며 특색이 없다. 이에 금천구의 축제 ‘정조대왕 능행차’를 

컨셉으로 하여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정서적 만족감을 고취한다.

1번의 벤치는 시흥현령 선정비의 곡선을 딴 라인으로 앉을 때 즐거움을 준다.

전통적이지만 세련된 라인으로 시각적 측면에서 축제 행렬과도 이질감 없이 잘 어

울린다. 데크는 행렬도에서 따온 그림을  단순화시켜 한눈에 이해되게끔 한다. 

얕은 음각으로 넣어 제작한다.

특히 은행나무 2번 대상지에는 천년 은행나무를 기리는 당고제가 열리므로 은행나

무를 설명하는 사인디자인도 새롭게 정비한다. (사진 2 참고)

은행나무 3번 대상지는 도심 주택가 근처의 공터로, 현재는 펜스가 쳐져 있어 시민

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에 펜스는 은행나무만을 보호

하도록 최소한 축소하고 빈터에 작가가 디자인한 ‘큐드닝’을 설치한다. 큐드닝은 성

별, 연령, 장애의 유무를 가리지 않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이

는 정조 대왕의 애민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도시 경관 정비에 사용하는 꽃 화분을 

일정부분 지원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가드닝을 하도록 유도한다.

세부계획

은행나무 1번의 데크와 벤치, 3번의 평상과 벤치, 큐드닝은 외부 오염에 강한 방부

목으로 제작한다.

방부목은 주기적으로 오일스테인으로 관리하면 지속적 사용이 가능하다.

벤치: 1600x600x580/평상: 1800x1800x400/큐드닝: 1200x800x1000

금천구 김소진

김소진

큐드닝(cure+gardening)을 통한 유니버셜 문화공간 조성

금천구 축제인 정조대왕 능행차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그 뜻을 지닌 가드닝을 통해 공간 조성 및 환경개선을 한다.

대상자치구 금천구(시흥5동 은행나무 사거리)

공모유형 공간조성 및 전시

지원유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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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은행나무와 함께 잘 정비된 대상지는 시민들로 하여금 시각적인 만족감을 주고 금

천구의 전통 행사들과도 잘 어우러질 것이다. 벤치와 큐드닝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게는 정조대왕 능행차를 시각적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얕은 음각으로 새겨진 행렬

도 그림은 바쁜 도심 속에서도 한 번에 눈에 들어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은행나무 3번 대상지의 큐드닝은 주민참여 프로젝트로 진행하여 지역주민들

에게 다양한 문화 경험을 주고 도심 속에서 자연을 접하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

을 것이다.  (큐드닝은 화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 계절에 따른 다양한 식물들로 도

시 미관에 도움)

2019 공예트렌드페어 단체 참가 단체전

2016 갤러리 누다 학생 단체전 참가 단체전

소개글

정고은    롯데갤러리 큐레이터

시민들의 정서 회복의 공간

코로나19로 많은 분야에서 제약을 받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화합 도모를 목적으로 하

는 축제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다 시민들과 가까이 소통하

고 즐기는 축제야 말로 지역 커뮤니티의 장이라고 볼 수 있다. 각 자치단체를 중심으

로 지역적 특성을 강화하여 정체성을 확고히 드러내면서 지역 문화산업으로 자리 잡

은 축제들이 연기되고 취소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코로나가 잠식되고 다시 모일 수 있

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규모 축제의 공간으로 자리하던 마을 어귀 고목에 새로운 활력

을 불어 넣을 제안을 소개한다.

금천구로 사업지를 정한 김소진 작가는 작업의 시작을 ‘정조대왕 능행차’를 주제로 형

태적 컨셉을 잡고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가드닝을 제안한다. 전통에서 현재를 발견한 

점이 창의적 발상으로 보여진다. ‘정조대왕 능행차’는 정조가 행차길을 오가며 백성

들의 어려운 고충을 들어주는 소통의 자리였다. 작가는 가드닝을 교통약자까지 자유

롭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배려하는 등 시민들의 삶을 더욱 가까이서 들여다보고자 하

는 듯하다.

‘정조대왕 능행차’는 금천구과 수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케 하는 축제이다. 작

가는 행렬이 지나는 시흥 은행나무 사거리에 정조의 효심과 애민의 정신이 깃든 디자

인을 실행하고자 한다. 이는 시민들이 정조대왕의 행렬이 가지는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며, 일상 속에서 예술을 가까이 느끼고 참여하는 즐거움을 줄 것이다. 또한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정서적 만족감을 고취 시키고자 한다.

전통적 주제를 가져와 제작되었지만 이러한 배경 설명을 배제하고 본다면 현대적으

로 새롭게 제작된 공공디자인과도 같이 인식 될 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제작 배경을 

기록하고자 행렬도에서 따온 그림을 단순화시켜 한눈에 이해 할 수 있게끔 얕은 음각

으로 데크에 새기는 정성을 더했다. 시각적 측면에서 축제 행렬과도 이질감 없이 잘 

어울린다.

가드닝의 역할은 수목을 보호하는 펜스의 역할과 도시 경관 정비에 사용하는 꽃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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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심을 수 있는 가드닝의 역할을 동시에 겸한다. 작가가 이번 프로젝트를 큐드닝

(cure+gardening)이라 이름 붙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번에 제안하는 지역구가 아닌 장소에도 어울릴만한 디자인으로 제작된 큐드닝은 성

별, 연령, 장애의 유무를 가리지 않도록 하였으며, 이는 정조 대왕의 애민정책과도 일

맥상통한다고 작가는 제작 의도를 밝힌다. 작가가 제안한 외부 오염에 강한 방부목은 

주기적으로 오일스테인으로 관리하면 지속적 사용이 가능하나 다양한 재료의 시도도 

기대해 본다. 금천구를 시작으로 여러 장소에서 마주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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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우리는 과거의 전통에서 현재, 미래를 살아가고 있다. 현재 이곳은 주민들이 쉬다가 

가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조대왕의 행차길 이자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소통

했다고 전해지는 자리이다.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잠시 머무르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공간을 조성고자 한다. 역사적인 흔적

은 찾기 어렵지만 정조가 머무르다가 갔던 역사적인 기록들을 바탕으로 잠시 쉬어

가며 느껴볼 수 있는 공간조성 기획을 제안한다.

작품설명

이번 공간 조성 작품은 지역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편안한 쉼터이자 주변 환경과 

적절히 조화된 작품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잠시 머물다 간 정조대왕의 자취에 대한 

건축물의 흔적은 없으나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머물다 가는 과거와 현

재를 이어주는 작품이다. 

스텐소재를 사용하여 움직임이 느껴지는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야간에는 벤

치 아래에서 밝혀주는 조명으로 움직임이 느껴지도록 하였다. 기록에 존재하는 행

렬도 속 정적이면서 움직임이 느껴지는 것에서 영감 받았으며 이 작품을 통해서 과

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세부계획

현재 쉼터로 사용되고 있는 주변 환경에 해치치 않는 디자인으로 계획

소재: 유리, 스텐레스, 조명 led

- 주변으로 머무르다 갈 수 있는 벤치 디자인을 계획.

- 벤치 디자인은 움직임이 느껴지는 능행차 행렬의 곡선 디자인

- 자연과 어울리는 소재를 사용

- 스텐으로 디자인한 난간으로 보호수를 감싸안음

- 벤치 아래와 유리에서 나오는 조명계획

금천구 김연정

김연정

ITDA(잇다)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작품과 머물다갈 수 있는 공간 조성

대상자치구 금천구(자유)

공모유형 공간조성 및 전시

지원유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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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공간 조성을 통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게 머무르다 갈 수 있는 공간, 예술작품을 공유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매년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가 크게 열

리고 있으며 시흥 행궁을 복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지는 지역이다. 

상징적인 작품도 필요하지만 지역 주민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공공미술 작품과 주변환경이 적절히 어우러져 사람과 함께 만들어지는 조화로운 

작품이 될 수 있다.

2020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조소전공 졸업

2018 제주대학교 미술학부 조소전공 졸업

2016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기획자전문양성과정 수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관 문화리더과정 수료

금천구 김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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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유진    디자인정글 수석기자

역사 속 진심 어린 소통 기억하며 사람과 마음 잇는 <ITDA(잇다)>

금천구에는 역사와 관련된 뜻깊은 장소가 있다. 정조가 능행시에 머물렀던 행궁이 있

던 시흥행궁터로, 정조는 이곳에서 백성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백성들의 고민을 듣

고 해소해 주고자 했다. 백성들을 위한 정조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흥행궁의 흔적

을 지금은 찾을 수 없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은행나무는 과거엔 풍치림으로, 현

재는 정자목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그 가치를 전하고 있다. 

김연정 작가의 작품 <ITDA(잇다)>는 이 보호수를 중심으로 기획됐다. <ITDA(잇다)>

는 장소가 지닌 역사적인 특성과 그곳에 위치한 보호수의 의미와 역할을 고려한 작품

으로, 과거와 현재, 역사와 삶, 시간과 장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 

작가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사람 사이, 시간 사이에 있는 무

언가를 연결하고자 ‘잇다’라는 제목을 붙였다. 영문으로 붙여진 제목 ‘ITDA’는 현대적

인 느낌을 전달하면서도 작품을 통해 현재와 과거를 잇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더욱 

쉽게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잇다’에 대한 의미는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스테인레스 피스들의 반복적인 

설치로 이루어지는 벤치는 물리적으로 연결돼 나무 주변을 둘러싼다. 보호수 앞에 위

치하는 펜스도 ‘연결’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부분적으로 유리를 소재로 사용해 여러 

개의 패널을 어긋나도록 설치하는 방식은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외부와 나무가 있

는 내부를 단절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나무를 보호함으로써 밖과 안, 공간과 공간, 사람

과 나무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도록 구상됐다. 

작품의 주를 이루는 벤치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은 리듬이 느껴지는 형태라 할 수 있

다. 스테인레스 조각들은 비슷한 형태와 크기로 이루어져 있지만 각각 섬세하게 조율

된 위치에 서서 동적인 느낌을 전달한다. 이는 벤치의 아래쪽에서 빛을 비추는 조명에 

의해 야간에 더욱 극대화된다. 

벤치의 형태에서 비롯되는 운율은 작가가 기록 속에 존재하는 행렬도에서 영감을 받

은 것으로, 정적인 행렬 속에서 느낀 움직임을 표현한 것이다. 스테인레스와 조명 등

의 요소가 연출하는 현대적인 이미지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과거와 잇고, 시민들

로 하여금 역사적인 장소에 담긴 뜻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 

역사가 담긴 공간에서 시민들은 시간, 그리고 타인과의 교류를 경험하게 된다. 진심 어

린 소통이 이루어졌던 공간에서 시민들은 휴식을 취하고 서로와 좀 더 가까이에서 만

나 진심으로 뜻을 나누며 시간과 마음이 연결됨을 느낀다. 

작가는 나무가 서있는 그 자리를 “과거와 연결돼 있는 지점”이라 말한다. 그곳을 이

용하는 시민들이 작품을 통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과거를 만나 더 깊고 넓게 어우러

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작가가 <ITDA(잇다)>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

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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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1. 도로중앙

스토리의 첫 시작을 알리는 부분. 도시의 일상은 단조롭다.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가상의 스토리를 전개함으로, 약간의 판타지를 통해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고자 한

다, 풍경소리는 과거의 시간을 열어주고, 새는 과거 행차의 순간을 현재로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한다. 은행나무가 과거에도 그랬듯 현재에도 그 모든 순간을 목도한다.

2. 골목길

오래된 나무와 교감. 화성행궁을 예로 들면, 지역민들이 힘을 모아 죽어가던 느티

나무를 살려 보호수로 지정하고, 그곳에 자신들의 소원지를 적어 걸어두었다. 단순

히 민간신앙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그 나무를 얼마나 아끼고 존중하는지를 엿볼 수 

있었다. 은행나무의 공간 안에 작은 둥지를 틀어, 주술적 힘을 갖는 오래된 노거수

를 향해 내밀한 고백을 띄워보는 것도 좋겠다. 조용히 책을 읽거나 차를 즐길 수 있

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겠다.

3. 기타

-지지대: 은행나무의 한쪽에는 지지대가 있는데 철골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마치 

나무가 아파 부축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그 모습이 안쓰러워 작업으로 제안해본다.

-새조형물: 새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전령사이다. 행렬이 있던 곳곳에 배치되

어 행렬의 길을 안내하고 빛을 비춤으로 길을 인도한다.

작품설명

1. 도로중앙

행궁의 문을 마치 개선문과 같이하여 높이를 크게 확장하고 비석의 배열 끝에 세운

다.(비석거리를 지나 행궁이 나오듯이) 이때, 행궁 문의 몸체는 석조(비석이나 바닥 

돌과 연결되는 자연물, 오랜 화석과 같은 느낌)로 하고, 윗부분을 색유리로 하여 낮

에는 햇빛이 투과되어 제 스스로 빛나고, 밤에는 조명이 되어 빛을 내도록 한다. 문

의 지붕 위로 색유리로 만든 새가 앉아 있다. 문의 처마 밑에는 풍경이 달려 있어 바

람이 불면 풍경소리가 도시에 낮게 울리도록 한다. 가시적인 조형물을 세워 상징적

인 의미가 돋보이게 한다.

2. 골목길

행궁담장과 문을 재현하고, 안으로 구 모양의 공간이 연결된다. 공간에는 주민들이

금천구 박선희

박선희

은행나무가 들려주는 마을이야기

바람에 풍경이 흔들이며 소리를 내자,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반짝이며 날아들고 이내 

행궁이 열리기 시작한다. 문이 열리자, 행차가 시작되고 늙은 은행나무는 조용히 입을 

열어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세월을 머금어 식물의 단계를 넘어선 노거수, 은행나무를 통해 마을의 역사이자 전설

이 된 그날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작업은, 동네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과거와 현재를 묶어내는 가상스토리를 통해, 오

래된 보호수가 지역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지역민들에게 들려준다는 방식이다.

대상자치구 금천구(시흥5동 은행나무 사거리)

공모유형 작품설치, 도시환경 개선

지원유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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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보호수에 기원하는 소원지를 매달고 은행나무가 들려주는 마을의 소소한 이

야기들이 오랜 과거의 역사적 흔적과 함께 전시된다. (주민센터에 조성될 전시와 차

별됨) 조립, 분리 가능하며, 방음이 되고, 벤치가 놓여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담

장 밖 나무데크에 앉아 휴식을 취하거나 담소를 나눌 수 있다. 기존 휀스보다 안으

로 들여, 앉을 자리를 확보하고 차선으로부터 멀리 하였다.

3. 기타

- 지지대: 은행나무 지지대를 예시처럼 채색하거나, 유머러스하게 만들 수 있겠다.

- 새조형물: 겉은 색유리로 만들고 안은 조명을 설치하여 낮과 밤 모두 빛을 낸다.

세부계획

1. 도로중앙은행나무: 

소재: 석조, 색유리, 풍경 등

사이즈: 가변사이즈

구현방식: 설치, 담장(휀스)

2. 골목길은행나무: 

예시1, 2 소재: 혼합재료

사이즈: 지름300x높이300cm 내외

구현방식: 설치, 담장(휀스), 벤치

3-1. 기타작업:

지지대 소재: 채색 

사이즈: 가변사이즈

구현방식: 기존 설치방식

3-2. 기타작업:

새조형물 소재: 색유리

사이즈: 높이20cm 내외

구현방식: 설치



289288 코로나19 서울공공미술 100개의 아이디어금천구 박선희



291290 코로나19 서울공공미술 100개의 아이디어금천구 박선희

기대효과

- 평범하고 일상적인 동네에 스토리를 넣어 시각적 이미지로 재현함으로써, 장소의 

상징성을 색다르게 드러낼 수 있다. 도시는 가끔 판타지가 필요하다.

- 보호수를 단순히 지켜야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인간과 더

불어 살아가며 서로에게 위안과 안식을 주고받는 그것을, 공생의 관계를 유지해

온 역사의 산증인으로써 존중할 필요가 있다. 나무를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

역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880년 세월을 견디어 온 나무에 대해서도 되돌아보

는 기회가 될 것이다.

2. 궁의 담장과 문이 시흥행궁과 은행나무의 역사적 배경을 암시한다. 시흥행궁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정서적으로는 일상에서 낭만성이 연출된다. 

덕수궁 돌담길을 걷던 경험은 서울시민에게는 꽤 오랫동안 회자되는 추억 중 하나

이다. 언젠가 지역민들에게서 “우리, 은행나무 돌담 길 좀 걸을까요?”, “저녁에 은

행나무 돌담길에서 만나요~~”라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지역의 역사적 배경

을 길을 지나며 장을 보러 집 대문을 나서며 마주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될 것이다.

2019 4회 위안사물도&원화전, 마포문화원갤러리 개인전

2016 3회 붉은숲, 스페이스나인, 서울문화재단 개인전

2006 2회 ZIP/134.877, 스페이스평화 개인전

2005 1회 절대환상에 빠지다, 보충대리공간스톤앤워터 개인전

2019 위안사물도_시시한 사물이 들려주는 특별한 삶의 이야기 전, 서울시청 시민청갤러리/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시민청

2014 우건마을 집성촌 며느리이야기, 북촌 나노갤러리

2006 돈암동 아트프로젝트 no.1_고래의 도약, 서울 돈암동 작은극장 프로젝트

2009 수유마을시장프로젝트, 서울 수유동, 문전성시 프로젝트

2008-2007 동네예술가프로젝트, 서울 망원동,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2016 해망동공공미술프로젝트, 군산 해망동 프로젝트

소개글

임성훈    성신여대, 미학

소통과 돌봄을 위한 공공미술 - 은행나무가 들려주는 마을이야기

박선희 작가의 <은행나무가 들려주는 마을이야기>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공공미

술의 장소특정성에 대한 심층적인 성찰을 통해 지역성과 역사성에 상응하는 공공성을 

미술의 내러티브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미술의 장소특정성과 관련해서 고려

해야할 중요한 사항들 중의 하나는 지역성과 역사성이다. 이는 왜 이곳에 공공미술이 

있어야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과도 연관된다. 

실상 지역의 문화적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도 없는 상태에서 작품들이 그저 설치된다

면, 오히려 미술의 공공성이 저해될 위험 또한 상존한다. 작품의 대상지는 시흥5동 은

행나무 사거리인데, 이곳에 있는 은행나무는 보호수이자 동시에 이 지역의 역사에 대

한 기억을 고스란히 저장하고 있는 문화적 나무이기도 하다. 미술을 통해 이 은행나무

가 지역민들에게 들려주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내러티브를 펼쳐나가는 것, 그것이 <은

행나무가 들려주는 마을이야기>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지향점이다. 

그런데 대상지를 꼼꼼하게 검토해보면, 이곳에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하는 작업이 그

리 간단하지 않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박선희 작가 또한 심층적인 분석

을 통해 이 점을 무엇보다 잘 인식하고 있는 듯 보인다. 작가는 대상지의 역사적 아우

라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이 공간을 예술적으로 변용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

민이 많았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은행나무의 공간성과 매스감이 압도적이다. 그러기

에 어떠한 조형적 작업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지역성, 역사성 그

리고 공간의 특수성에 따른 여러 어려움을 단순히 조형적 기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기에 작가는 여기에 상징적인 오브제를 설치하는 대신에 지

역의 문화성을 최대한 조화롭게 이끌어낼 수 있는 조형적 공간을 조성하고자 시도하

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매우 적절해 보인다. 

작가는 은행나무 사거리에 가상적인 미술의 내러티브를 풀어냄으로써 대상지의 공간

을 지역의 역사성이 미술로 드러나는 문화풍경을 만들고자 한다. 그러기에 보호수인 

은행나무를 압도하는 오브제가 아니라 은행나무의 이야기를 부각시키는 배경으로서

의 미술작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비석이 배열된 끝에 설치될 행궁의 문, 은행나무

와 적절한 거리를 두고 설치될 구모양의 조형적 공간 그리고 담장과 문 등은 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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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오래된 이야기가 지역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조화로운 조형적 배경의 역할을 

한다. <은행나무가 들려주는 마을이야기>는 지역의 문화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공공미술을 통한 소통의 미학을 보여준다.  

은행나무가 있는 풍경을 미술을 통해 그려내고자 하는 박선희 작가의 공공미술은 대상

지의 공간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계기를 촉발하는 미술 프로젝트로 평가될 수 있다. 여

기에는 공공미술의 소통과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미술적 감응인 돌봄의 미학이 내

재되어 있다. 지역주민들이 미술로 재현된 은행나무의 문화풍경을 바라보면서 지치고 

힘든 일상을 다시 회복하는 미술의 공간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조형적 

오브제를 부각시킬 경우 대상지의 공간이 오히려 어색하거나 부담스러운 공간이 된다

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마치 무대의 배경처럼 미술의 내러티브를 풀어가는 작업은 

공공미술에 대한 작가의 이해도가 매우 깊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이런 점들

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은행나무가 들려주는 마을이야기>는 지역의 문화적 소통과 돌

봄을 위해 최적화된 공공미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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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대상지인 은행나무 사거리는 주택 밀집 지역인데다가 대형 쇼핑센터가 바로 인접

해 있어 매우 혼잡한 구역이다. 은행나무를 두르는 돌담은 주민들의 모임터로도 활

발히 쓰이고 있지만, 차도와 매우 가깝게 붙어있어 그곳에 걸터앉은 주민들이 다소 

위험해 보였고 가드레일 안 조경은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할 

방안이 필요하나, 무엇을 더하는 건 옳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정리하고 덜어내는 작업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고 여겨진다. 하여 이곳을 정비하여 가드레일이자 벤치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한다.

지금의 도시가 형성되기 전 1966년의 항공사진을 보면 행궁지였던 이곳 주위로 물

길이 나 있었다. 800년 가까이 마을을 지키는 노거수(老巨樹) 주위로 사람들이 모

이고 흩어지는 현재의 모습 역시 물길처럼 둥글게 나무를 감싸고 있다. 이것에 착안

하여 조형물을 잔물결이 이는 유기적인 형태로 제작하고자 한다.

작품설명

- 은행나무 주위를 두르는 난간, 돌담, 꽃 등을 제거하고 공간을 정비한 뒤 주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공 조형물을 제작

- 땅을 윤택하게 하는 물길에 착안한 유기적 디자인

- 가드레일과 돌담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하여 이전보다 더 넓은 공간을 확보

-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닌 덜어내어 주민에게 공간을 되돌려주는 작업

- 마을의 중심에서 사람들을 지키는 보호수의 역할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시각적으

로 즐거운 형태의 조형이 될 것

- 등받이의 굴곡은 자연스럽게 앉은 자리의 간격을 두는 효과를 줌

- 고령인구의 활용이 특히 높을 것을 예상하므로 벤치의 높이를 일반 의자의 앉은키

보다 낮게 제작

-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내구성이 있게 제작

- 조도가 낮은 조명을 바닥에 함께 설치

세부계획

- 강도가 높은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내구성 및 유지, 보수가 가능하도록 제작하여 

영구적으로 이용 가능함

- 등받이 높이 - 800mm+@ / 앉는 높이 450mm+@, 폭은 현장에 맞춰 조절

- 은행나무의 뿌리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은행나무의 주변을 둘러 설치 

금천구 5℃

5℃

물결 벤치

은행 나무 주위로 물이 흐르던 옛 모습처럼, 현재에도 사람들이 둥글게 둘러앉아 잠

시 쉬는 모임터로 쓰이는 보호수의 쓰임에 착안하여 잔물결이 이는 유기적인 형태의 

조형물을 제작. 조형물은 보호수로의 접근을 막는 동시에 주민들이 잠시 휴식을 취

할 수 있는 벤치의 역할을 함께 수행. 땅을 씻어내고 비옥하게 채워주는 물길처럼 포

화 상태의 대상지에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닌 ‘덜어내어 되돌려주는’ 작업이 될 것.

활동명(팀명) 5℃

대상자치구 금천구(시흥5동 은행나무 사거리)

공모유형 도시환경 개선

지원유형 팀

팀 신정희

신지이 기획/공동제작,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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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매립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이용 가능하도록 함

- 벤치의 등받이 부분을 잔물결에서 모티브를 가져와 리듬감있게 구성

- 기존에 있던 나무를 둘러싼 가림막을 제거하여 더욱 자연과 어우러지는 도시 풍경

을 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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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지친 도시인에게 잠시나마 보호수 아래의 휴식을 선사

- 거대한 쇼핑몰과 과도한 조경으로 인해 답답한 인상을 줬던 은행나무 주변을 간결

하게 정비

- 동시에 차도와의 안전거리도 확보

- 바닥 매립 조명으로 야간에도 이용이 가능하며 보행자의 안전도 대비

- 기존의 구조물을 말끔히 정리하여 보행자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함

2018 두 번째 도착자, 갤러리 공.도.사(공에도사가있다), 서울 개인전

2016 막연한 두려움: 집에 들어 왔다, 양주시립창작스튜디오 갤러리777, 양주 개인전

2019 페이퍼룸_page 1, 예술공간+의식주, 서울 단체전

2018 Mullae Vaule #1: 發火 (문래의 가치), GS강서 N타워 1층, 서울 단체전

2017 별과 우리들의 시간, 아르코미술관 스페이스 필룩스, 서울 단체전

2015-2017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 777레지던시 레지던지

2020 서울특별시청 박물관과, 2018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작품소장

소개글

조관용    미술과 담론 대표, DTC 아트센터 미술감독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

<잔물결 벤치>의 공공미술 작품은 결과만 본다면 동네어귀에 벤치 하나 설치하는 것

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세금낭비’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며 비난

의 화살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잔물결 벤치> 작품은 단순히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

들이 쉬어가는 하나의 벤치에 불과한 것일까.

<잔물결 벤치>는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는 잠시 쉴 수 있는 특이한 의자에 불과

할지도 모르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잔물결 벤치>의 작품은 현대미술

의 주된 쟁점이 되는 공공미술의 특성을 띠고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그것

은 직선 형태가 아닌 곡선 형태로 된 등받이를 들 수 있다. 

그 등받이의 곡선 형태는 특이한 디자인 형태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니

라 그곳이 1966년도 이전까지는 물길이 형성되어 있던 곳임을, 그리고 오래전부터 동

네 주민들이 사랑방과도 같이 그곳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대화를 나누던 동네의 공공 

장소였음을 조형적인 형태로 그려내고 있다. 

또한 그 벤치는 곡선 형태가 지닌 상징성뿐만 아니라 통행자들에게 그곳에 앉아 편안

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또는 담소를 나누면서 보호수로서 지정된 은행나무를 향해 자

연스럽게 시선을 가게 함으로써 자신의 조형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보호수인 은행나무

를 통해 공공미술의 주된 담론이 되는 ‘장소특수성’과 ‘역사적인 내러티브성’을 자연

스럽게 상기시킨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1980년대 후반부터 행정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장소를 주민들에게 되돌려 준다는 것

은 그 동네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애정을 갖고 관찰하지 않으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지점이다. 또한 은행나무의 보호 장치에 어떠한 장애나 위협을 주지 않고 동

네 주민들에게 커뮤니티의 장소를 되돌려 주었다는 점에서 공공미술의 지향점을 새

롭게 제시하고 있다.  

즉 <잔물결 벤치>의 공공미술은 자신의 조형성을 드러냄으로써 공공미술의 주된 담

론인 ‘장소특수성’과 그 지역의 역사적인 ‘내러티브’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

의 조형성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은행나무를 통해 ‘장소특수성’과 그 지역의 역사적인 

‘내러티브’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점에 있다. 또한 자신의 조형성을 최소화시킴으

로써 그곳을 동네 사람들에게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또 하나의 장

(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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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물결 벤치>는 하나의 벤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공미술의 또 다른 하나의 지향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 작품은 비어있는 공간에 거대한 조형물로 설치되어 있지 않더

라도 그 어떤 공공미술 작품보다도 그곳에 앉아서 이웃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동

네 주민들에게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의 거대한 작품으로 가슴한편에 자리 잡을 것이

다. 이렇듯 공공미술은 <잔물결 벤치>와 같이 ‘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덜어

냄으로써 주변의 것들로 시선을 향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결국에는 그 비어있

는 곳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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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 현대적 건축 자재, 디자인,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결합으로 본래의 무심하

고 삭막한 지하철 역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미래지향적인 공간을 구현합니다.

-  유난히 거리가 긴 노원역 환승 통로의 특성을 작품의 주요 요소로써 새롭게 응용

하고 해석하여 이용자들의 긴 보행에 따른 심리적 피로감을 감소시킵니다.

-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일상 속 소통의 예술성을 환기시키고 일을 위해 떠

나는 길과 쉼을 위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감을 제공합니다.

- 고려부터 조선 시대까지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했고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노원역의 공간적 특징과 역사적 의미를 작품에 반영해 지역 문화 가치 향

상에 기여 합니다.

작품설명

지하철을 환승하기 위해 걸어가는 좁은 통로에 펼쳐지는 ‘어디로가는가’는 21세기 

현대인의 앞을 향해 나아가는 움직임을 미디어 화면 속 시공간에 재구성함으로써 

우리는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며,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함

을 사유하는 인터렉티브 공간 작품입니다.

90m터널 형태의 환승 통로 한쪽 측면을 따라 설치된 미디어 스크린 벽면에는 카메

라가 일정한 간격으로 내장되어 있고 전체 스크린 구간을 지나가는 사람을 거울처

럼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카메라는 5초의 시간차를 두고 좌우 반전된 이미지

를 통로의 대칭되는 반대편 지점의 스크린에 출력합니다. 

이는 스크린에 자신의 5초 전 모습이 반대 방향으로 지나가는 상황을 연출하여 마

치 자신의 과거를 시각적으로 마주하고 교차하게 되는 새로운 경험을 줍니다.  

인터렉티브 매체로써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지 않은 채 작품에 참여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환승 통로라는 공간적 특징과 작품의 요소인 ‘미래를 향해 현재

를 걷는다’라는 의미가 부합되어 사람들이 일상에서 쉽게 참여하고 함께 공감하고 

사유할 수 있는 공공 미술입니다.

세부계획

설치 작품 사이즈 및 구현 방식

- 터널 식으로 길게 펼쳐진 환승 통로를 따라서 미디어 스크린 벽(8300x220cm) 

설치

노원구 강민희 · 이오섭

강민희 · 이오섭

어디로가는가

‘어디로 가는가’는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사회에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하루하

루 숨이 차도록 멈춤 없이 달리는 우리 사회의 모든 ‘나’에게 바치는 작품입니다. 바쁘

게 앞으로만 나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작품에 담아, 우리가 향하는 궁극적 목적지가 

어디인지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시각적 경험으로 자극합니다.

노원역 환승 통로에 위치한 ‘어디로가는가’는 지나가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이

루어지는 인터렉티브 미디어 설치 작품으로서 디지털 시대의 예술 형태를 갖추고 기

존의 지하철 벽화와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는 지하철역 공공미술입니다.

활동명(팀명) 강민희·이오섭

대상자치구 노원구(자유, 노원역 4·7호선 구간)

공모유형 작품설치

지원유형 팀

팀 강민희 작품 공간 기획

이오섭 모델링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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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에는 카메라 모듈이 내장되어 있고 raspberry pi(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해 

실시간 스트리밍 되는 영상에 5초 지연 시간을 둬 5초가 늦는 이미지 출력+이미

지를 좌우 반전시키고 반대편 대칭되는 지점의 스크린에 출력

(카메라 출력 이미지와 특정 효과를 스크린에 최대한 왜곡 없이 자연스럽게 표현

해내 작품 참여 경험의 질을 향상 시킵니다.)

(카메라가 찍는 이미지는 저장 및 기록이 되지 않고 상을 비추는 작품 요소로서만 

쓰입니다. 이를 설명해주는 글이 벽면에 작게 안내됩니다.)

공간 리모델링

- 돌출된 건축 뼈대가 보이지 않게 천장과 바닥 마감을 새로 하여 깔끔한 공간을 연출

- 바닥과 벽을 경계없이 이음으로써 통로의 건축적 기존 원형 형태를 더 부각하고 

미래의 우주선 내부 같이 깊게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의 공간 연출

- 흰 알루미늄같은 재질의 내부 벽면, 천장, 바닥 마감

- 환기를 위해 기존 창문을 유지하며, 반투명한 재질로 유리 마감 처리

  

지하철역 필수 안내 구성

- 바닥에 점자블록으로 통행 방향 구분 

- 작품 공간 밖, 통로의 시작과 끝에 지하철 환승 안내 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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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노원역 자체가 하나의 미술관이 되어 그 곳을 일상에서 접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예술의 높은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고, 시민의 참여로 인해 완성이 되는 인터렉

티브 설치 미술로서 남녀노소 모두가 어렵지 않게 경험하고 사유할 수 있는 문화

의 장을 형성합니다.

- 기존의 다른 지하철역 벽화의 밋밋한 형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콘텐츠 기술을 적극 

사용한 21세기 지하철역 공공미술을 실현합니다. 

- 2019년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한 녹사평역처럼 노원역이 또 하나의 지하철역 

핫 플레이스로 부상하고 노원의 지역 명소로서 지역 중심 상권을 높이는데 기여

  합니다.

- 교통 중심으로서 지역과 지역을 잇는 역할을 해왔던 노원역의 역사성에 이어 사

람과 세상과 미래를 잇는 문화예술 중심의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강민희

2019-2021

2013-2017

영국왕립예술학교 조소과 석사과정

로드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 섬유예술과 졸업

이오섭

2020 샌프란 핀테크 스타트업 Kalshi의 파운딩 프로덕트 디자이너

2013-2019 로드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 산업디자인과 졸업

노원구 강민희 · 이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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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공공미술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한다. 

작품 공간 기획을 맡은 강민희 작가는 작품의 기획 과정에서 이곳을 지나치는 사람들 

즉, 걷는 이들에 초점을 두고 실제 현상과 자료들을 연구했다. 오귀스트 로댕의 <걷고 

있는 남자>,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걸어가는 사람>, 서울스퀘어를 장식한 줄리안 오

피의 걷는 사람들에서 영감을 받은 작가는 특히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고독과 실존에 

대한 표현에 매우 공감하며 현대 시대를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했고, 

현대인들이 몇 초 전 자신의 모습에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일상적인 공간에서 현대사회의 미디어를 통해 군중들에게 걷는 모습을 마주 보게 하는 

<어디로 가는가>는 우리의 모습을 새로 발견하고 하고 그 모습을 살피는 찰나의 여유

와 각자가 추구하는 미래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전한다. 

소개글

최유진    디자인정글 수석기자

바쁘게 지나치는 일상의 공간에서 삶의 방향성을 묻다_ <어디로 가는가>

서울 시내를 잇는 지하철역 중 몇몇 장소는 서로 다른 호선과 호선이 만나는 곳으로, 

많은 이용객들이 목적지를 향해 방향을 트는 곳이다. 이곳에서 승객들은 다른 노선으

로 지하철을 갈아타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한다. 노원역은 환승을 위해 시민들이 바쁘

게 몸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환승역 중 하나다. 긴 환승 구간과 복잡한 구조로 잘 알려

진 노원역에서는 서둘러 걸어가는 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어디로 가는가>는 귀에는 이어폰을 꼽고 외부의 소리를 차단한 채 속도를 내 이 구

간을 걷는 사람들을 위해 기획됐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교통의 주요 중심지 역할을 하

고 있는 지리적 특징과 노원역만의 구조적 특징을 활용한 장소특정적 공공미술로 시

민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선사한다. 

노원역 환승 구간의 기존 형태를 유지하면서 터널 모양의 디자인으로 공간을 변형시

키는 이 작품은 장소를 변화시키면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시각적 요소로 이곳의 이

용객들에게 새로운 환경을 제공한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시민들을 작품 속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다. 터널 형태로 꾸며진 

환승 통로 벽면에 미디어 스크린을 설치하고 여기에 사람들의 모습이 비치도록 하는

데, 이때 시민들의 형상을 스크린에 담는 방식이 무척 흥미롭다. 사람의 형체를 단순히 

거울처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5초의 시간차를 두어 그들이 

향하는 방향 끝 쪽 스크린에 출력하고, 이 이미지가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 즉, 형

상의 실체를 향해 움직이도록 한다. 어떤 곳을 향해 걷는 사람은 스크린에 비친 5초 전 

과거의 자신과 만나게 된다. 시민들은 과거와 현재의 자신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이동

을 이어가고, 앞으로 나아간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이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작업은 원통 형태의 터널 안에 설치

된다. 바닥과 벽의 경계를 없애 원형 구조를 더욱 부각시키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은 

공간을 마치 우주선의 내부 혹은 미래도시의 통로같이 느끼도록 한다. 목적지이자 미

래인 어디론가를 향해 지나치는 지점이다. 

작품의 주인공은 바로 이 구간을 오가는 사람들로 작가는 이곳을 그들을 비추는 무대

이자 개개인의 주관적 스토리를 안겨주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다. 환승통로라는 공

간 속에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고 적극적으로 작품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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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기획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반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이 한정적이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지하철 환승통로에 미디어아트 작품의 상설전시를 

통해 출퇴근길에 지친 시민들에게 활력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배경

노원구는 산을 업고 맑은 물이 흐르는 갈대밭에 터를 잡았다.

노원구는 자연과 인공의 어우러짐을 표방하며 구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

며, 기능적인 측면의 인프라 설치를 통해 구의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노원역은 구민들이 가장 빈번히 이용하는 라이프 인프라 중 하나이다.

노원역 4-7호선 환승통로라는 라이프 인프라 문화적 장치를 더하여, 이용자가 폐쇄

적인 기능공간을 단순히 이용하는 것이 아닌 확장된 공간 속에서 미디어아트를 통

한 감정적 전환을 이루고자 한다.

작품설명

정보를 갖지않은 최초의 3차원 입자(파티클)의 생성은 또다른 입자를 파생하게된다.

이때 파티클은 꽃(노원의 상징1: 산철쭉)의 색(산철쭉 컬러값 추출)을 띄며 새(노원

의 상징: 산비둘기)의 움직임(날개짓)을 기본으로 한다.

작품 속에서, 최초 생성된 파티클이 날개짓의 운동을 통해 또다른 파티클로서 만개

하며 새로운 파티클을 생성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파티클 의 운동 궤적에서 그려지는 드로잉들은, 이 공간을 지

나는 이용자들이 공간 상부 스크린을 올려다 볼 때, 마치 별자리를 연상케하기도 

한다.

이 영상이 의미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설치된 도시구조 공간 자체는 이미 하나의 가

능성이며, 그 공간에 빛과 소리의 정보가 맵핑되므로 인하여 의미를 가지는 공간으

로서의 또다른 꽃피움이다.

작품영상 링크

1. 공간시뮬레이션

   https://youtu.be/WWDHYww0f-M

2. 맵핑영상 

   https://youtu.be/L3bKvqu6aPY

   https://youtu.be/PBw92gYSOSM

노원구 김병관

김병관

Particle Drawing

주제: Digital art station_Particle Tunnel (지하철을 타고 가는 또 다른 공간. 파티클

(입자)가 만들어내는 미디어 터널)

컨셉: 파티클(입자)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과정의 드로잉 궤적을 통해 노원의 상징인 

비둘기와 철쭉의 형상을 표현한다.

대상자치구 노원구(노원역 4·7호선 구간)

공모유형 작품설치, 공간조성 및 전시

지원유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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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

설치 장소

- 노원역 4호선~7호선 환승통로 중앙부 천정면

소재

- 천정면: 합판 설치 후 스크린페인트 마감

- 바닥면: 흑경 마감 (실사용 환경에 맞춘 반사율 조절 필요)

사이즈

- 40m x 5m

구현방식

- 복수 프로젝터 활용한 천정 스크린의 미디어아트 맵핑

- PC를 활용한 미디어 컨텐츠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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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작품설치 대상지인 4호선과7호선 환승통로는, 고가 위에 설치된 4호선과 지하에 

설치된 7호선을 잇는 공중 구조물이다. 이 곳은 아치형 구조체로서 길이가 90미터

에 이르는 터널 공간이다. 

현재 이용자는 기다란 폐쇄적인 통로의 양옆 제한된 띠창을 통해 노원역 주변 고가

도로와 상가 건물을 바라보며 공간을 통과한다.

환승통로 중앙부 (40미터) 구간 천정면에 미디어아트 설치를 통해 이용자에게 새

로운 환승/전환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공간적으로는 측면의 작은 띠창이 아닌 상

부의 넓은 면을 미디어아트를 통해 시각적으로 공간을 확장하여 개방성을 극대화

한다.

풍경적으로는 건조한 도시 풍경이 아닌 파티클이 만들어내는 역동적이고 경쾌한 

리듬과 노원구의 상징(산비둘기/산철쭉) 이미지를 통해 공간 이용자인 지역민에게 

좋은 에너지와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더하고자 한다.

컨텐츠는 세대별 선호에 맞춰서 조정이 가능하다. 20-30대 향 다이나믹한 분위기 

혹은 50-60대 향 경쾌한 분위기한 등 세대의 기호에 맞춰 음악 및 파티클 생성 리

듬에 변화를 줄 수 있으며, 다양한 효과는 시간대 별 다양한 세대의 이용자가 파티

클 터널 속에서 기분을 전환하게되는 효과를 기대한다. 

2013 SeMA NANJI RESIDENCY Award, Seoul, Korea 수상

2012 SIA Media Art Awards_Finalist 수상

2018 SEOUL MUSEUM, Seoul, Korea

2016 Jankossen Contemporary, NY, USA

PROGR, Bern, Switzerland

2015 Karimacelestin Gallery ＠Marseille,France

2013 SeMA NANJI EXHIBITION HALL, Seoul

2012 SIA Media Art Awards Winner Exhibition, Seoul Museum of Art

2020 현대자동차_올뉴아반떼_글로벌광고(기획/제안) 프로젝트

2006-2018 TV 에니메이션 <로보카폴리> CG 프로젝트_3D Artist/Tech-Director 프로젝트

2003-2006 극장 에미이션 <아치와 씨팍> CG 프로젝트_3D Artist/Tech-Director 프로젝트

노원구 김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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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황석권    월간미술 편집장 

사이트 분석

서울지하철 4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노원역. 역사적으로 교통의 요지였고 현재 다수

의 인구가 밀집해 있고 그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이곳은 서울 도심과 강남으

로 분기하는 곳으로 주요 환승역이기도 하다. 공공미술을 실현할 이곳에 대한 발주처 

노원구의 니즈는 회색도시의 삭막한 환경을 공공미술로 말미암아 환기하겠다는 것이

다. 노원역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문화공간으로 꾸미겠다고 제안한 바탕에는 그간 노

원구가 펼쳤던 다양한 문화예술 이벤트(예) 노원탈축제, 노원달빛축제 등)에 대한 거

주민 및 이벤트로 인한 방문객의 긍정적인 반응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는 김병관이 주목하고 있는 공공미술에 대한 이해와 맞아 떨어지는 지점이 있다. 

“공공미술이 설치된 공간, 시간 등의 여건에 따라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그의 

말은 수용자로서 시민의 요구와 작가의 콘셉트가 상호작용해야 성공한 공공미술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작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에 그가 선택한 장소는 4, 7호선 환승

을 위한 이동공간이다. 폭 6m, 길이 90m에 달하는 이곳은 목적지를 향하기 위해 급

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공간인 바, 출퇴근 시간 이곳을 이용하는 이들 속 한 개인의 

익명성이 도드라지는 장소였다. 90m 복도식 공간을 걸어가는 데 필요한 시간은 보통 

사람의 보행속도라면 넉넉히 잡아 대략 1분 여 남짓. 하루의 출발과 마감을 치러야 하

는 이곳을 예술체험의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작가의 제안

김병관은 이곳의 천장에 LED방식의 디스플레이를 활용하여 “파티클 입자를 다루는 

영상작업”을 40m 구간에 선보일 계획이다. 이 영상의 내용은 노원구를 상징하는 꽃 

산철쭉의 색과 새인 산비둘기의 날개짓을 바탕으로 한다. 하나의 입자는 운동(날개짓)

으로 변이하고 이것이 연속하면서 또 다른 연속된 움직임으로 제시된다. 이에 지속적

인 생성과 소멸이 이어지는데 천장이라는 작품 설치장소가 마치 하늘이라는 공간을 

대변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아치형 공간이라 이러한 개념은 이곳을 지나는 이들에게 

설득력을 발휘하며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안의 차별성

김 작가의 제안이 갖는 차별점은 먼저 최초 노원구의 요구였던 벽화라는 전형성을 벗

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벽화작업은 한 번 설치하면 같은 이미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명확하지만 영상작업은 관람객에게 역동성을 전달할 수 있다. 그들이 일터에 

오고가면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하늘을 바라보며 날려버릴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작가가 고려한 까닭이다.

더불어 영상작업이 갖는 이점인 다양한 콘텐츠 제공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김 작가는 

연령과 세대가 선호하는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다고 이미 계획서에서 밝히고 있다. 이

는 시간대 별로 이곳을 지나는 이들을 모니터링 해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콘텐츠 제공

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다시 말하자면 작가와 관람객 상호소통이 이뤄진다는 

것으로 김 작가는 “공공미술이란 설치된 공간, 시간 등의 여건에 따라 반응해야 한다”

라고 자신의 공공미술관(觀)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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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사운드그라운드 노원>은 ‘사운드+플레이그라운드’와 ‘사운드+언더그라운드’의 

컨셉이 만나 탄생하였습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도시철도 공간을 이용하는 시

민들과 예술가들이 사운드를 매개로 함께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사운드그라운드 노원>은 시민들에게 휴식과 이완, 그리고 활력과 영감을 제공하

며 지역민들의 문화예술놀이터이자 쉼터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과 예술가들의 사운드 작품을 선보이는 공간으로 기능하

며  창의적 워크샵, 전시, 페스티벌, 사운드 아카이브 구축 등의 활동을 통하여 노원

구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형성하고 발전시켜나갑니다.

작품설명

<사운드그라운드 노원>의 첫 작품으로 노원역사의 사운드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

으로 추상적이지만 장소 특정적 요소들을 내재하고 있는 앰비언트 사운드 작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동을 위해 지나쳐가는 장소에 국한되었던 지하철 역사를 사

운드를 통해 기록하고 재해석하여 지역 주민들과 역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노원

역을 새롭게 추억할 수 있는 청각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사운드그라운드 노원>의 청사진:

워크샵: 다양한 사운드 워크샵들은 시민들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

의 삶과 활동들을 사운드를 통해 기록해보고 공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시: 시민들과 예술가들이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사운드 전시 공간으로 워크샵의 

결과물과 예술가/음악가/예비 음악가들의 창작물들이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용 시간대에 따른 다양한 음악/사운드를 기획할 수 

있으며 시민과 예술가 모두가 디제이 또는 사운드 큐레이터가 될 수 있고 사운드와 

미디어 아트 전시를 열 수 있습니다. 

페스티벌: 매년 사운드 페스티벌을 통해 국내외 예술가들을 초대하여 사운드로 함

께하는 축제의 장 마련합니다. 

사운드 아카이브: <사운드그라운드 노원>의 활동을 기록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합

니다.

노원구 다나이솔

대상자치구 노원구(노원역 4·7호선 구간)

공모유형 공간조성 및 전시

지원유형 개인

다나이솔

사운드그라운드 노원 (SOUNDGROUND NOWON)

<사운드그라운드 노원>은 ‘사운드+플레이그라운드’와 ‘사운드+언더그라운드’의 컨

셉이 만나 탄생하였습니다. 사운드를 축으로 하는 문화예술놀이터로 지역민들과 예

술가들이 함께 작품을 만들고 전시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사운드와 다른 모든 

예술 장르를 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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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

위치: 노원역 7호선 역사 7-8번 출구 벽면(29m)과 역사무대 옆 벽면(17m) 및 사이 

공간 (+긴 에스컬레이터 이동 공간)

필요한 주요 장비 및 특성:

- 지향성 스피커와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지향성 스피커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

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선명한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지향성 스피커

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소리를 전달해줄 수 있고 입체적으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을 갖춥니다. 스피커는 벽면과 천장에 설

치됩니다. 시민들은 빠른 걸음으로 지나칠 때는 속삭이듯 가볍게 소리를 경험할 

수 있고 사운드를 감상하고자 한다면 벽 가까이 다가가거나 편안하게 벽에 기대

어 온몸으로 소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우드 사운드 디퓨징 패널 (MDF + 어쿠스틱 폼): 이 패널은 여러 각도로 울려 나갈

수 있는 공간의 음향을 어느 정도 흡수하고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

체적으로 일관성있고 통일감을 주는 우드톤을 사용하여서 시민들이 이곳에 들어

서면 일상의 긴장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고 평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공

간을 조성합니다.

- 두개의 벽면 중 한 벽면은 동일한 사운드 디퓨징 패널을 사용하되 사운드 바를 설

치하는 대신 전시가 가능하도록 구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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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사운드그라운드 노원>은 노원역사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화예술 작품 

감상 뿐만 아니라 정서적 이완 및  활력과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창의적이고 신선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노원역, <사운드그라운드 노원>을 

통해 노원구의 이미지를 새롭게 브랜딩합니다. 노원역이 단순히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지나쳐가는 공간에 머물지 않고 항상 흥미로운 문화예술 프로젝트가 진행되

는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합니다.

<사운드그라운드 노원>은 지속적으로 창의적 워크샵, 전시,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지역 주민들과 예술가들의 협업으로 사운드 아카이브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노

원구만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해나가는데 기여합니다. 

영국왕립예술대학 석사 및 시카고예술대학 학사

2019 영국왕립사진협회 국제사진전 최종후보선정 수상

2019 Silence 3.6, 한국우정박물관 아트갤러리, 천안 개인전

2019 PPS: A Glimpse of Culture, 영국왕립예술대학, 런던, 영국

2018 Family of No Man, 코스모스, 아를, 프랑스

Disrupt, 서브젝트 매터 아트, 런던, 영국

2019 아티스트 레지던시, 코브 파크, 헬렌스버그, 스코틀랜드 레지던시

www.danaysol.com 홈페이지

소개글

조관용    미술과 담론 대표, DTC 아트센터 미술감독 

채움과 비움, 그 사이

스스로를 비움으로써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채워지고, 모든 소리를 들으려 함으로써 모

든 사람들이 그의 소리를 듣는다. <사운드그라운드 노원>은 공공미술을 통해 일상의 

삶에서 구현해야 하는 미니멀리즘의 정신을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 지, 수묵화의 정수

인 여백의 미가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하나의 지표를 보

는 것과도 같다.

시각적으로는 <사운드그라운드 노원>의 공공미술 작품은 그대의 시선을 전혀 자극하

지 못하기에 노원 역사의 벽면을 마감하는 하나의 장식 재료와도 같이 보일지도 모른

다. 하지만 <사운드그라운드 노원>의 공공미술 작품 앞을 지나가는 순간 그대는 그가 

들려주는 소리에 조금씩 귀를 기울기이게 될 것이다.   

그 소리는 아마도 처음에는 존 케이지의 음악과 같이 생소한 것이기에 그대의 신경을 

거슬리거나 또는 그대의 호기심을 자극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소리는 그곳을 지나

다니는 어느 날인가에는 그대에게 친구의 목소리와 같이 느껴질 것이며, 어느 순간에

는 포근한 자장가처럼 들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소리가 언젠가 그곳을 지나다

닌 그대와 그대의 친구들이 낸 소리들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엔가 그 공간을 울려 퍼지는 소리들이 그대의 가슴에 하나하나 스며들기 시작

하면 벽면에 있는 그 우드 사운드 패널들은 피아노의 은반과 같이 보일지도 모르며, 또

는 어느 날엔가는 그 우드 사운드 패널들은 그대와 그대의 친구들이 그곳을 지나가면

서 나눈 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게 하는 일기장의 한 페이지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대는 <사운드그라운드 노원>의 공공미술 작품이 완결되지 않은, 아니 완결될 수 없

는 것이기에 채우고 싶은 갈증을 느낄지도 모른다. 또한 그대는 <사운드그라운드 노원

>의 부품들이 고장 나거나 또는 노후하여 그것을 설치한 사람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

이거나 따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을 향한 손가락질과 같은 행위일지도 모른다. 그 작품은 그곳을 지

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의 일부들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것들을 서로서로 공유하는 주

체이기에 자신의 몸이 시간이 흘러 병이 들거나 노쇠해진다고 하여 자신에게 목소리 

높여 따지거나 원망하지 않는 것처럼 그것들을 돌보아야 하는 주체도 그곳을 관리하

는 누군가가 아니라 그곳을 지나가며, 그것들을 향유하고 있는 그대들의 몫인 것이다. 

채움과 비움은 <사운드그라운드 노원>의 공공미술의 작품에서 우드 사운드 패널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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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싸인 텅 빈 중앙의 공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대가 우드 사운드 패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기이게 된다면 우드 사운드 패널들의 

양 벽면들이 모두 소리들이 퍼져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소리가 나오

지 않는 우드 사운드 패널의 벽면들은 그곳을 지나다니는 그대들이 어느 날인가 자신

들의 모습들을 그려놓을 공간이거나 또는 친구들을 초대하여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 

공간이 될지도 모른다. 

이렇듯 <사운드그라운드 노원>의 공공미술 작품은 노원 역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소리를 담아 우드 사운드 디퓨징 패널(MDF + 어쿠스틱 폼)을 통해 들려줌으로써 참

여형 공공미술을 통해 사운드 스컬쳐의 작품을 구현할 수 있으며, 음악가/미술가/관

객이 함께 전시를 제작하고 즐길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예술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

는 점에서 공공미술에 대한 또 하나의 창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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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노원구에 사는 시민들이 일상과 관련 있는 곳에서 녹음하고 그려 완성하여 설치될 

작품 사운드 픽토그램 노원은 주민 참여형태의 공공미술이다. 장소에 대한 소리와 

이미지가 공유하고 일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 동네의 특징을 소리로 모아보

자는 취지로 본 작품을 구상하게 되었다. 사운드 픽토그램 노원은 특정한 예술가

만의 작업이 아닌 시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것을 재료로 창작하고 익숙

한 곳에 전시된다.

작품설명

노원구에 살고 있는 주민과 미술작가들이 협업하여 녹음샘플과 이미지를 모아 공공

장소에서 전시되는 작품이다. 작품의 주제는 공공의 소리, 일상의 소리이며 소리를 

통하여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설치된 작품은 한 이미지마다 

개별적으로 버튼이 달려있어 누르면 해당하는 픽토그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소

리 나는 버튼이 달려 있는 그림들이 20개씩 한 액자에 장착되면 이 액자들이 벽에

설치된다.

소리는 오프라인(노원구의 있는 기관, 학교들과 협력)과 온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수집된다. 특히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보내준 사운드 픽토그램이 계속 

업로드되고 있어 작품이 완성되는 과정과 결과를 소리와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처음

으로 노원에서 시도해보는 소리를 주제로한 공공미술 작품이며 다른 지역으로 확

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도하기위한 작업이다.

세부계획

1. 작품제작

사운드 픽토그램 지지판(아크릴)을 담고 있는 큰 액자(목재) 사이즈는 가로 75cm 

세로 60cm이며 2열로 설치된다. 사운드 픽토그램판은 각각 스피커 2개가 내장되

어 있으면 20개의 이미지와 20개의 소리가 20개의 버튼에 매핑되어 있다. 프레임

을 단단히 고정하였고 내구성에 대한 테스트는 마쳤으며 빠르고 쉬운 수리를 위한 

모듈형 구조이다.

2. 사운드 픽토그램 작업과정

홍보물을 제작하여 스마트폰에서 바로 녹음하여 보낼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이메

일 방식으로 수집하여 인스타그램으로 공개한다. 노원구 내 있는 기관이나 학교 등

노원구 배인숙

배인숙

사운드 픽토그램 노원

우리의 일상과 관련 있는 장소나 공간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하고 이를 생각나게 하는 

픽토그램을 그려 함께 모아서 일상과 깊은 관련된 곳에서 전시되는 작품이다.

대상자치구 노원구(노원역 4·7호선 구간)

공모유형 작품설치, 주민참여 공동체 활동

지원유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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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력하여 참가자들을 모집한다. 사운드 수집과 동시에 설치작품이 제작이 시작

되므로 수집이 완료되면 바로 설치할 수 있다.

3. 설치과정

사운드 픽토그램 노원은 어린이들의 키에 맞추어 지하철 역사안 벽에 낮게 설치된

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이미지만 감상 할수 있고 소리를 들으

려면 버튼을 눌러볼수 있다. 이때 소리는 내장된 스피커로 나오며 누른 사람의 주변

에서만 들을 수 있는 정도의 볼륨크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사운드 픽토그램의 소리 

길이는 10초미만이고 한 버튼을 누르면 그 프레임 안의 다른 버튼을 누른다해도 소

리가 나지 않도록 하여 마구 소리가 섞이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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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사운드 픽토그램 노원>은 또한 일상을 기록하는 매체를 소리를 다루고 있으며 우

리의 환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줄 것이라고 기대된다. 또한 사

운드 픽토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내가 늘 가는 곳, 그곳의 소리는 작품을 감상

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공감을 이끌어 낼 것이다. 그 어느때보다도 일상이 소중한 시

기라 함께 하는 활동이 힘들지만 <사운드 픽토그램 노원>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얼

마든지 혼자 작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작업이 공공장소에 공개되는 것은 작품창작

의 기쁨을 참여자에게 줄 수 있으며 혼자하는 활동이지만 함께 모여 큰 작업이 되

는 공동창작의 방식은 참여자들에게 예술창작의 여러가지 형태에 대한 좋은 경험

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6 밤의 접속, 스페이스 빔, 인천 개인전

2015 Respect Audio, 17717 개인전

2014 mute off, gallery RAHAN 개인전

2020 예술로 놀이터 프로그램 선정, 관악어린이 창작놀이터

2019 세운메이드 기획전 선정, 서울시

서서울예술교육센터 TA(Teaching Artist), 서울문화재단

기획전 포킹룸 데이터와 연산장치, 탈영역우정국

기획전 DEGITAL – in your hands, 세운홀

2018 크리에이터스 인 랩 쇼케이스 참가, 광주아시아문화전당

우먼핵-사운드이펙트서울 참가, 대안공간 루프

기획전 밝은 미래 – 사이버네틱스 환상 참가, 백남준 아트센터

2017 청주공예비엔날레 기획전 참가, 청주 옛 연초제조창

2015 그룹전 웃으면 공이와요, 인디아트홀 공

기획전 맛있는 소리,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입주작가 협업프로젝트전, 갈증이 나는 방식,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3 유망예술지원 선정 Sounding Sounder, 문래예술공장

2020 ITAC 국제예술실천가대회 아트프로젝트 참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0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입주작가 레지던시

2014 – 2016 인천아트플랫폼 입주작가, 인천문화재단 레지던시

2014 steim 레지던시, 네덜란드 레지던시

소개글

최태만    국민대 예술학과 교수

소리를 보다.

살아있는 생명체의 하나인 인간은 소리 속에서 생활한다. 심장박동으로부터 아름다운 

음악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귀는 공기 속을 전해오는 파동인 소리를 통해 가청세계가 

제공하는 정보를 전달받는다. 음파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음원이 공기나 물과 같은 매

질과의 접촉을 통해 이 매질을 진동시켜야 한다. 공기 중의 압력이 변화한 결과인 바람

이나 파도 소리는 쾌적한 기분이 들게 만들지만 폭풍이나 비행기가 초음속으로 날 때 

발생하는 굉음은 공포와 불안, 불쾌감을 불러일으킨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소리보다 

인공적인 환경으로 둘러싸인 도시에서 발생한 소리에 둘러싸인 우리에게 소리는 거의 

일상이나 다를 바 없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로부터 식사할 때 그릇이 달그락거

리는 소리, 진공청소기, 자동차가 달리는 소리와 경적, 그 밖의 무수하게 많은 소음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마친다.

불교에서 ‘자비’의 상징인 아발로키테스바라(Avalokiteśvara)를 관세음보살이라 번

역한 사람은 쿠마라지바(鳩摩羅什) 스님이었는데 줄여서 관음(觀音)이라고 한다. 직역

하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본다는 의미인데 천 개의 눈으로 중생의 소리를 보는 존

재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를 떠나 보이지 않는 소리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

을까. 소리를 보도록 한 작가는 아마 존 케이지일 것이다. 1952년 8월 29일 뉴욕 우드

스탁의 매버릭(Maverick) 콘서트홀에 모인 청중들은 4분 33초 동안 연주자인 데이비

드 터도(David Tudor)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대신 악장마다 피아노 덮개를 열었다 닫

는 행동만 봐야 했다. 다소 긴 침묵의 지속이 불러일으킨 소리의 움직임이 채집되었으

며, 그 속에는 점잖고 교양있는 청중의 헛기침 소리도 포함돼 있었다. 이 작품은 라우

센버그의 텅 빈 흰 캔버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도 하지만 존 케이지는 음악의 

규범을 위반함으로써 음악의 경계를 해체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케이지의 <4

분 33초>는 연주된 것이 아니라 전시되었다.

배인숙은 보이지 않는 파동을 보게 만드는 작가이다. 음악과 사운드를 기반으로 공연

과 퍼포먼스, 전시를 병행하고 있는 그는 음악적 소음뿐만 아니라 일상의 소리까지 시

각화한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예컨대 인천아트플렛폼 입주작가로 활동하던 2015년 

그는 인천 옛 지명인 ‘소성’에서 이름을 따온 지역 막걸리 소성주를 제조하는 과정에

서 쌀이 누룩에 의해 발효될 때 발생한 소리를 채집한 <맛있는 소리>란 사운드 퍼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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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발표한 바 있다. 옹기 항아리 속에서 막걸리가 익어가는 소리는 마이크와 스피커

를 통해 전달되는데 이 공감각적인 작업은 시각과 청각, 후각을 동시에 자극함으로써 

소리를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보고 맡고 느끼는 것으로 확장시켰다.

배인숙이 코로나19 서울시 공공미술프로젝트를 통해 발표할 <사운드 픽토그램 노원

>은 주민참여 공동체 활동에 응모해 선정되었다. 이 작품은 2021년 6월 노원역의 4

호선과 7호선을 연결하는 통로 구간에 설치할 예정이다. 작가는 2019년 서서울예술

교육센터에서 기획한 ‘2019 예술놀이 LAB, 커뮤니티 프로그램’에서 어린이와 백 명

의 가족을 대상으로 ‘사운드 픽토그램’이란 주제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한 바 있다. 

작가이자 예술교육자로서 그는 어린이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소리를 녹음하고 

그것을 픽토그램으로 그리게 한 후 참여 어린이들이 직접 전선을 자르고 납땜을 하며 

스피커와 보턴을 연결하도록 했다. 이렇게 완성된 투명 아크릴판 아래의 보턴을 누르

면 픽토그램 속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4회에 걸친 이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참

여 어린이와 가족은 매일 듣고 있기 때문에 무심하게 지나쳤던 소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운드 픽토그램 노원>은 서서울예술교육센터에서의 경험을 확대하여 노원구에 거

주하는 1,000명을 상대로 오프라임과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집을 포함하여 노원구 근

처에서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소리를 채집, 녹음하게 한 후 이를 픽토그램으로 그리도록 

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작가는 설치 예정지인 노원역 관계자는 물론 북서울

미술관, 청소년 관련 기관과도 협의하고 있다.

서서울예술교육센터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참여한 어린이나 가족이 채집한 소리는 다

양하다. 샤워할 때 물소리로부터 선풍기 날개와 바람 소리, 도마 위에서 칼로 요리할 

때 나는 소리, 커피머신이 작동하는 소리처럼 집에서 매일 듣는 매우 일상적인 소리로

부터 지하철 전동차의 육중한 기계음, 버스가 지나갈 때 듣는 소리처럼 도시적 특징을 

드러내는 소리도 있다. 작가는 참여시민에게 일상성과 장소성을 주목할 것을 권고할 

것이므로 아마 봄에 들을 수 있는 바람 소리로부터 빗소리, 공원에서 녹음한 풀벌레 소

리, 노원역에서 가까운 중랑천의 물 흐르는 소리와 같은 도시 속에서 놓치기 쉬운 자연

의 소리도 채집될 것으로 예상한다.

90m에 이르는 유리 통로와 노원역의 여러 장소에 설치될 <사운드 픽토그램 노원>은 

참여 시민들에게는 일상의 소리를 녹음하는 과정에서 소리가 삶의 일부임을 스스로 

체험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며, 설치된 작품을 작동하거나 보면서 소리가 시각예술

에서도 표현의 주요 재료이자 매체가 될 수 있을을 발견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사실 미

적 탁월성이 뛰어난 오브제를 설치하는 것만이 공공미술의 유일한 방법이자 해결책은 

아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나 연대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행

진이나 이웃과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만드는 마을이야기 만들기, 작은 벼룩시장의 개

설 등도 공공미술이 실천해온 방법이었다. 특히 주민참여형 공공미술은 결과보다 과

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예술가는 교사이자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사운드 픽토그램 노원>이 노원역에 설치될 6월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때까지 지금처럼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고 여러 사람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밀

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 작품은 주민이 참여하여 제작했으나 작

품을 직접 체험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그림의 떡’처럼 멀찌감치에서 바라보아야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를 통해 소리를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성과

일 것이다. 사실 심장이 뛰는 소리로부터 숨 쉴 때 나는 소리, 움직일 때마다 일어나는 

파동에 의한 소리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유기체인 우리 신체 자체가 소리로부터 자

유로울 수 없으며 그것에 둘러싸여 있다. 존 케이지가 하버드대학의 무향실에서 “높

은 소리와 낮은 소리를 들었다”고 했을 때 그 방의 연구자가 “높은 소리는 신경계가 돌

아가는 소리고, 낮은 것은 혈액이 순환하는 소리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앙드레 말로

(André Malraux)는 자신의 ‘벽 없는 미술관’, 즉 상상미술관(Le Musée imaginaire) 

프로젝트를 문학가의 상상력과 인문학적 교양, 미술사적 지식을 동원해 집필한 『미술

심리학』을 정리해 『침묵의 소리들(Les voix du silence)』이란 제목으로 1951년에 출

간했다. 이때 ‘침묵의 소리’는 수사일 수도 있으나 동서고금의 위대한 걸작을 박물관 

진열장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내성(內聖)의 눈과 귀로 보고 듣고자 했던 의도를 반

영한 것이었다. 배인숙의 그려진 소리는 소리를 단순한 도형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소

리가 우리의 삶이자 일상임을 깨닫도록 만든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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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Seed Station-우주의 농부정원>은 공공미술로서의 도시생태문화연구프로젝트

이다. 이 프로젝트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책 ‘월든’에서 영감을 받아 구상되었다. 

소로는 어느 날, 도시에서 숲으로 들어간다. 그는 5평짜리 오두막을 손수 짓고 2년 

2개월 동안의 기록을 모아 한 권은 책을 남기는데 그것이 바로 ‘월든’이다. 이 프로

젝트는 ‘월든’처럼 예술가의 시선에서 도시와 생태 연구하고 각종 식물들을 기록, 

기억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도봉구는 ‘도봉산’이라는 생태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교통 밀집

지역이자 도시화가 된 창동역에서는 어떠한 생태적 감수성을 느낄 수 없다. <Seed 

Station-우주의 농부정원>은 첨단화된 도시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생태적 가치를 

가지고 삭막한 고가하부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는 프로젝트이다. 우주적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볼때 지구는 인간이 잠시 들리는 정류장같은 곳이라는 상상으로 이 프

로젝트는 기획되었다. 창동역이라는 물리적 정류장을 생태적 정류장으로 만들어 

사람들이 도심 한가운데에서 생태의 경이로운 이야기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구

상되었다

작품설명

<Seed Station-우주의 농부정원>은 크게 설치작품인 A-Seed Station과 주민참

여프로그램 B-우주의 농부정원으로 나뉜다.

1. Seed Station은 예술설치작품으로서 유리온실이자 씨앗 정거장으로 구성된다. 

소로가 ‘월든’이라는 호수에 지었던 오두막을 모티브로 삼았다.

이 곳에는 지역인근 도봉산과 북한산자락에서 만날 수 있는 식물의 씨앗과 한국의 

각종 토종 씨앗을 볼 수 있는 곳으로서 일종의 교육적인 씨앗아카이브 역할을 수행

한다. 이동이 가능한 씨앗정거장은 실내에서는 터치스크린으로 저장된 씨앗에 대

한 이야기를 감상할 수 있다.

2. 우주의 농부정원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도시농부들의 정원이다. 참여지역

주민들은 각각 식물과 ‘생태 인큐베이터’을 분양 받고 우주의 생태에 대한 주제로 

‘아트가드닝’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베를린의 Prinzessinengarten을 모델로 하

여 각종 씨앗 마켓, 농부시장들을 운영하여 농부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공간으로 만

들고자 한다. 최종 결과물은 <Seed Station-우주의 농부정원>이라는 이름으로 프

로젝트의 전체를 담은 책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도봉구 권은비

권은비

Seed Station-우주의 농부정원

주제: 공공미술로서의 도시생태문화연구프로젝트

예술과 도시, 생태라는 주제로 기후변화시대의 도시생태에 대해 연구하고 주민들과 

씨앗정거장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운영

키워드: 생태, 씨앗아카이브, 농부, 예술로서의 연구, 프로세스예술, 기후변화, 기후위

기, 지속가능한 생태예술프로그램

대상자치구 도봉구(창동역 1번 출구 앞 고가하부)

공모유형 작품설치, 주민참여 공동체 활동

지원유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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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주의 농부들을 위한 생태인큐베이터

소재: 원두마대자루, 방부합판

크기: 가로세로높이 80cm

인큐베이터는 넘버링되어 생태예술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분양되며 하부공간에서 

봄-가을동안 가꿀 수 있고 프로그램 종료후 참여자가 직접 소장할 수 있다. (컨설팅 

후 반영구정원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됨)

4) Seed Station 전광판과 오로라 조명(식물성장등)

소재: LED조명등, 전광판, 전선, 식물성장등

크기: 전광판 가로 90cm 세로 30cm, 폭 20cm

오로라 조명 길이 2m, 가로 세로 15cm

도봉구 권은비

2) Seed Station (씨앗오두막)

소재: 철골, 폴리카보네이트, 씨앗보관용기(PVC)

크기: 높이 2.4m 가로 4m, 세로 3m

설명: Seed Station은 작은 온실이자 씨앗보관소, 전시장, 교육장의 역할을 한다. 

내부에는 수천개의 씨앗이 보관되어있으며 각각의 씨앗에는 숫자가 있어 터치스

크린을 통해 숫자를 누르면 해당 씨앗에 대한 이야기와 발화된 식물의 이야기를 볼 

수 있다.

세부계획

1) Seed Station-우주의 농부정원 전경 시뮬레이션

창동역 하부공간속에 작은 씨앗오두막과 달 조형물, 식물조명 역할을 하는 오로라 

조명등, 생태인큐베이터가 놓여진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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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고가하부공간이라는 전형적인 도심 유휴공간을 ‘생태’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여 전

광판에 기후변화와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낼 수 있음.

창동역 하부공간을 또다른 문화생태적 허브공간으로 바꿔 지역주민들이 도심속에

서도 생태적 문화활동을 기대할 수 있음.

도봉산이라는 최고의 자연적 자산을 활용하여 도봉산에 서식하는 식물들에 대한 

예술적 기록 작업을 하고 이를 통해 ‘씨앗 정류장’이 ‘생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음.

작품 설치로 끝나지 않고 농부들과 함께하는 ‘예술농부 워크숍’, ‘씨앗교환 시장’, ‘

생태 인큐베이터 분양 및 운영’을 통해 지역 단체 및 주민들과 지속가능한 형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발굴. 

창동역 주변에 위치한 문화예술시설과 동북4구 도시재생센터와 연계하여 문화중

심지로 만들 수 있도록 유도.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생태인큐베이터’는 커피마대자루를 리사이클링하여 제작되

고 ‘인큐베이터 상자’는 참여자가 소장함으로서 재생가능한 생태문화를 만들고자 함

비장애인, 장애인들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하여 다양한 주민들이 왕래하

고 소통하도록 유도.

2018 베를린예술대학교, Art in Context M.A

2020 전시총예술감독 “나의 말이 세계를 터트릴 것이다” 서울, 민주인권기념관

부재하는 자를 보는 방법, 평화문화진지, 서울, 한국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쉬프트, 서울

개인전 

개인전

2019 시간의 이음매가 어긋나 있다, 공간 힘, 부산, 한국 개인전

2018 당신을 만나기 위하여, 스튜디오 sk, 서울, 한국 개인전

2019 Unwall, 베타니엔 쿤스트라움, 시립미술관, 베를린, 독일 단체전

도봉구 권은비

5. Seed Station-우주의 농부정원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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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김수정    독립 큐레이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실천적 자연주의 운동을 제시하는 미술가의 적극적 자세

예술을 넘어 경제, 정치, 농업 등 현대 인류 최대의 고민과 담론은 ‘인류가 생존 가능한 

자연환경’일 것이다. 산업 발달, 시장경제의 무분별한 소비로 인한 환경오염과 이로 인

한 생태 파괴의 심각성은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에 의해 경고 되어왔다. 한세기 넘도록 

이들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펜데믹과 기후변화라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위기로 인

류 전체를 내몰았고, 소를 잃고 서야 외양간을 고치 듯 자연생태구조에서 분리된 도시

에 다시 자연과의 조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대안성 자연공간’이 나타나 높아져만 가는 

빌딩처럼 그 의의를 역행하고 있다. 도시의 확대는 인류 생존의 기초환경 파괴라는 부

메랑으로 돌아왔고, 자연으로부터의 견고한 보호막으로 탄생한 도시 환경에 대해 재

평가하는 다양한 운동들이 퍼지고 있다. City Farm, 로컬푸드운동 등 친환경을 표방

하며 인류의 가치를 다시 자연과의 균형에서 찾으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자

연주의’라는 또 다른 가치기준을 제시한다. 쾌적한 자연환경도 돈으로 값어치가 매겨

져 자연을 거래하는 자본주의의 논리에 ‘도시 속 자연주의적 사고’는 어떻게 발견되고 

뿌리내려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예술가와 환경운동가, 지역민의 만남으로 본 프로젝트

는 시작된다. 씨앗 인큐베이팅을 통해 지역문화를 넘어 개개인의 생활문화 변화까지 

시도하는 의식 개선 프로젝트로서 도시와 자연을 바라보는 다층적 시선과 ‘도시 속 자

연주의적 사고’에 관한 담론을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도시에는 도시농부 양성, 로컬푸

드 운동의 확대를 시도한다.

2006년 약 300만 종의 식용작물 종자를 지구 환경의 격변(핵전쟁, 자연재해)으로부

터 보호하기 위한 ‘노아의 씨앗 방주’가 북극해의 스발바르섬에 건설되었다. 자연의 

자생능력까지 앗아간 인공계는 판도라의 상자처럼 최후의 희망으로 씨앗은행을 건설

하였다. 보다 실천적 행위로서의 프로그램인 <Seed Station-우주의 농부정원>은 공

공미술로서의 도시생태문화연구 프로젝트로서 물질만능주의 사회를 비판하고 대안적

인 삶을 제시한 헨리데이비드 소로의 책 ‘월든’에서 영감을 받아 구상되었다. 사회로부

터의 독립을 시도하고자 소로는 호숫가 숲 속에서 손수 오두막을 짓고 2년 2개월 2일 

동안 최소한의 비용으로 단순한 삶을 살았고 이를 기록하였다. 작가도 소로처럼 대안

적 자연친화적인 삶을 제시하고자 도시라는 주어진 환경에서 향유할 수 있는 생태계

를 만드는 본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권은비 작가의 <Seed Station-우주의 농부정원>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라는 새로운 환

경에서의 공공미술의 의미와 방향의 큰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새롭게 제시된 공공미

술 프로젝트들은 심미적, 기능적, 상징적 의미로서의 예술이 아닌 놀이적, 수행적, 참

여적 프로세스 아트로 방향이 전환되며 그 플랫폼 또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온라인의 

가상의 공간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태양열 전지가 내장되어 무료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공원의 벤치처럼 도시의 공공미술답게 최신 기술을 탑재한 구조물이 

쏟아져 나왔던 코로나 이전의 공공미술 양상을 급히 역행하게 하는 오늘의 공공 이슈

는 내일을 희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공공의 미술로서 제시된다.

‘도봉산’이라는 생태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도시와 생태 연구하고 각종 식

물들을 기록, 기억하는 작업이며 지역 공동체와 함께 생태 인프라를 만들어 확산한다

는 목표로 창동역 고가 하부에 ‘씨앗 정거장’ 생태 인큐베이터를 만든다. 어떠한 생태

적 감수성을 느낄 수 없는 교통 밀집지역이자 도시화가 된 물리적 정류장 창동역을 생

태적 정류장으로 만들어 사람들이 도심 한가운데에서도 생태의 경이로움을 잊지 않

도록 삭막한 고가 하부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는 프로젝트이다. ‘씨앗 정거장’은 우주

적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볼 때 지구는 인간이 잠시 들리는 정류장같은 곳이라는 상상

으로 시작되었다.

기후위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방법에 대해 작가는 

고발성 메시지가 담긴 작품보다 개인과 공동체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창동역 고가 하부의 ‘씨앗 정거장’에서 씨앗을 발아해서 키우고, 한국의 토종씨앗이 사

라지는 상황에서 씨앗 아카이브 시도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지역민들은 ‘생태인큐

베이터’를 분양 받아 농사 교육과 함께 작물을 키워 수확물을 거두고 이 과정을 기록

한다. 생명이 아닌 풍경으로, 이미지로 대상화 되어버린 도시 안의 식물을 생명으로서 

교감하는 경험이 도시생태계를 만드는 계기가 되고 이 과정이 공공미술화가 되는 것. 

재생 가능한 공공미술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또한 식물이 커나가는 과정을 관찰하며 

도시가 생물이 살기 얼마나 척박한 지 체험하도록 한다. 화성에 고립된 인간이 생존을 

위해 인공의 공간에서 감자를 재배하는 영화 <마션>처럼 도시라는 척박한 인공적 환

경에서 작물을 키우는 무모한 행위를 통해 ‘도시에서 인간과 식물이 공존할 수 있을

까?’ 하는 아이러닉한 질문을 유도한다. 이 질문은 ‘그렇다면 도시에서 식물을 키우기 

좋은 공간은 어디인가?’를 되묻기 위함으로 인공적 차원의 실험실, 도시라는 이미 주

어진 척박한 환경에서 생태적 실험을 하는 프로세스 아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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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젝트는 자연적 생태 복원에 목적을 두기 보다는 지역민의 자연 인식 상태를 실

태를 기록하는 작업으로 도시의 편리함에 생태가 외면되는 상황 속에 실현 가능한 생

태 문화를 고찰하기 위함이다. 고가 하부에서 재배한 작물의 식용가능성에 대해 우리

는 먹을 수 있을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질문을 던지며 도시공간과 자연의 교차점

이 없는 환경의 문제점을 화두로 제시한다. 도시민에게 자연은 공존하는 환경이 아닌 

인식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고 도시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자연을 어떻게 위치시킬 것

인가를 고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민은 어떻게 자연적 공간

의 실효와 영역을 보장할 수 있는지 그 근거와 방법을 발견해야 한다고 작가는 충고

한다. “도시 안에서 자연은 필히 확보되어야 할 공간이다. 포기나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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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과도한 난개발, 건축물의 과밀로 인하여 서울시민을 위한 녹지공간과 유휴공간은 

더욱 부족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도심 속에 파편화 되어 남아있는 잉여

공간을 활용해 녹지를 도입하는 시도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대상지는 

현재까지 문화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이용률이 저조하여 사

실상 잉여공간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설계에서는 고가 하부 공간을 

온실과 정원으로 전환하여 이용률을 높이고, 서울시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증대한

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녹색 복지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작품설명

고가 하부의 잉여공간을 온실과 정원으로 재탄생시켜 새로운 용도를 부여한다. 

부족한 녹지공간을 증대하여 녹색 복지 공간을 조성하고 LID(저영향개발) 기술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공간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도심의 미기후를 조절하며 도심 속 

소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조경용수를 확보하여 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지하철역과 동선을 연계하여 도시민들의 짧은 휴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피톤

치드, 아로마, 식물과 바위 등 질 높은 자연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는 시각적, 후

각적 힐링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자연환경 속에서만 느낄 수 있던 드라마틱한 힐링

을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밀도높은 휴식공간, 주민들을 위한 녹색 복지 공간을 

제공한다.

세부계획

투시도

도봉구 김준택

김준택

도봉 녹색 충전소

“LID(저영향개발/빗물활용기법)을 이용한 그린 갤러리 조성”

“녹색복지를 실현하는 일상적 문화공간 조성”

고가차도 하부의 3개동을 온실 및 그린갤러리로 리노베이션을 진행한다. 암석가든, 

그린갤러리, 컬러가든, 커뮤니티존의 주제로 공간 구성을 했다. 온실 위의 핑크 조형

물은 온실에 피톤치드 및 아로마를 분하여 시민들은 도심에서 극적인 경험을 한다. 

본 작품을 통해 고가차도 하부에 활력성과 녹색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성을 부

여한다.

대상자치구 도봉구(창동역 1번 출구 앞 고가하부)

공모유형 작품설치, 공간조성 및 전시

지원유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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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내부2

평면도

도봉구 김준택

시스템 개념도

온실내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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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녹색의 긍정적 이미지 부여

기존의 고가 하부 공간이 가지고 있던 어두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문화공간, 휴식공

간, 시민들을 위한 녹색 복지 공간으로서의 긍정적 이미지를 다시 부여한다. 피톤

치드, 아로마를 이용한 후각적 자극, 컬러가든을 통한 시각적 즐거움을 동시에 느

낄 수 있으며 바위와 식물을 이용하여 마치 숲에서 휴식을 즐기는듯한 깊이있는 휴

식을 취할 수 있다.

지하철과의 동선연계로 일상적 힐링 선사

본 대상지는 지하철과 인접해 있다는 장점이 있다. 락 가든, 컬러가든, 온실을 거쳐 

커뮤니티 존으로 이어지는 동선은 지하철역까지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다. 지하

철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여 짧은 시간 내에 양질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일상적 힐

링 공간을 제공한다.

거주자의 삶의 질 증대

현재 조성중인 청년주택을 비롯한 인근 주택가의 거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서 지역

주민의 산책과 놀이를 지원하는 근린공원과도 같은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다. 커뮤니

티 존은 상시 개방된 휴식공간으로 시민교육, 환경 프로그램 외에도 주민 소통 공간

으로 이용될 수 있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한다.

서울시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우수상)

강화관문디자인 현상설계 (2등)

대구간송미술관 국제지명 현상설계 (입선)

판교 알파돔시티 중앙광장 디자인 공모 (대상)

송도 석산 명소화 아이디어 공모 (우수상)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은상)

수상

수상

수상

수상

수상

수상

서울시 유공자 꽃피는 서울

서울정원박람회 서포터즈 대표

울산 태화강정원박람회 작가정원

안산 석수골 마을정원

소개글

황석권    월간미술  편집장 

사이트 분석

일반적으로 고가도로의 하부공간은 용도를 발견하기도 어렵고 진동과 소음문제로 활

용도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곳은 대부분 슬럼화되어 도시생활의 어둠을 상징하

는 공간이기도 하다. 도봉구 공공미술프로젝트 대상지인 창동 1번 출구 앞 고가하부도 

이와 다르지 않다. 다만 이곳에는 이미 지역 예술가들이 생태를 주제로 공공 협력 작

업 공간(언더브릿지 아트숍과 도봉구 문화실험실 등 모듈러 형식의 3개 동)이 조성되

어 있고 주변에는 역을 드나드는 사람들과 원주민이 역으로 향하거나 거주지로 복귀

하는 동선에 소비를 위한 상업시설이 즐비하다. 유동인구는 많은 데 막상 고가하부는 

말 그대로 섬과 같이 접근도도 떨어지고 주목받지 못하는 공간이다. 많은 유동인구 덕

에 슬럼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았지만 신호를 받고 가야하고 주변 거주지 등으로 

가야하는 이들이 일부러 몇 걸음을 더 걸려 이곳을 지나가기를 기대하기란 난망하다. 

따라서 이곳을 강제적으로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가능할 것

이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작가의 제안

현장에서 만난 김준택 작가는 사업지인 창동역 7번 출구 고가 하부공간을 제안의 가

장 큰 근간은 도시에서 점차 사라지는 녹지를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가이다. 이는 도

봉구의 니즈와 부합한다. 

김 작가는 하부공간에 기 설치된 공공협력 작업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온실과 그린 갤

러리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이곳을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 거주지와 일터로부

터 분리된 제3의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이는 작가 제안의 제목대로 ‘충전소’

의 역할을 강조한 결과다. 작가는 이곳 방문객이 적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곳으로 유인

할 계획을 마련했는데 그것은 바로 피톤치드, 아로마를 통한 후각적 체험을 장으로 조

성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양질의 휴식 욕구가 생성되고 일상을 벗어난 새로운 경험을 

동경하는 이곳의 거주자의 욕망을 읽어서다. 

이와 더불어 도봉구 신경제일자리과의 대상지 제안서 내용 중 개선방향인 녹지 및 녹

색환경에 대한 인식확장과 창동역 주변 환경에 대한 사회적 계몽효과, 회색공간의 새

로운 도심공간 활용, 일상의 녹색건축과 디자인을 모색하고 생태문화프로그램을 개발

한다는 취지에 맞춰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기획을 구상했다. 이미 조성된 3개 공간을 

각각 암석가든, 그린갤러리, 컬러가든, 커뮤니티존으로 주제화하고 숲에 온듯한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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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 것이다. 온실이 갖는 컬러스펙트럼을 유발하는 

시각적 효과도 간과하지 않았다.

제안의 차별성

그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는 대부분 시각적이거나 이벤트성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면모를 띠어왔다. 그러나 김 작가의 제안은 시각을 물론 후각 등 인간의 다

양한 감각을 일깨워줄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곳을 지나는 이들의 발걸음을 유

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가 내건 캐치프레이즈와 같은 말 “

하루 1% 15분 꾸준함의 힘”은 이곳을 지나는 이들의 평범한 일상행위(보행)에서 자연

스럽게 휴식과 사색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곳에서 좀 더 강력한 유

인책, 예를 들어 일정 시각에 벌어지는 이벤트성 프로그램이나 힐링 사운드 등을 활용

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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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에테르의 다리>는 새로운 형태의 소통 공간을 제안한다. 

에테르는 물리학에서 빛의 매질이라고 여겨졌던 가상의 물질로 <에테르의 다리>

는 빛과 기억을 매개로 사람, 시공간, 차원의 경계를 연결하는 다리라는 뜻이다. 작

품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공간이 연결되어 소통이 공존하는 공감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  

평화문화진지는 과거 대전차방호시설에서 군인아파트로 사용된 후 폐건물로 남아

있다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현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문화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건물은 약 250m의 길이로 동쪽으로는 수락산과 중량천을 서쪽으로는 도봉

산을 마주하고 남쪽으로는 국립창포원, 북쪽에는 동북권 체육공원이 위치해 있다. 

특히 평화광장은 동서남북을 연결하고 잇는 평화문화진지의 중심부이자 통로로 동

선흐름이 만나 형성되는 공간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근방은 과거 조선후기 다락

원이 있던 장소이기도 하며 문화중심지이자 사림의 성지였고 한국전쟁때는 서울로 

진입하는 북방 관문이었다. 이러한 다양한 이야기가 존재하는 역사와 기억의 공간

을 재생과 평화가 흐르는 공유와 공존의 공공미술로 완성하고자 한다. 

작품설명

<에테르의 다리>는 크게 3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컬러태양광패널이 스테인드글라스 지붕 역할을 하며 빛으로 환상적인 분위

기를 연출하고, 둘째는 광장의 QR코드를 통해 구현되는 영상콘텐츠의 가상공간이

며 마지막은 이곳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참여이다. 관람객은 지상과 지붕에서 작품

을 체험하며 각자의 기억을 소환하고 연결하여 작품의 의미형성에 동참한다. 

광장에는 각기 다른 위치에 3개의 QR코드가 설치되고, 스마트폰으로 코드를 찍으

면 영상콘텐츠로 연결되어 3개의 다른 가상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다. 

첫번째 영상은 역사적 공간으로 조선시대 다락원부터 한국전쟁까지 이야기가 무빙

이미지로 빠르고 감각적으로 전개된다. 두번째 영상은 기억의 공간으로 평화문화

진지가 2019년에 시도했던 1970년 도봉시민아파트의 기억을 수집한 <평화문화진

지 아카이빙>의 인터뷰글과 그래픽으로 구성된 영상이다. 시민들이 전하는 대전차

방호시설과 군인아파트에 대한 기억의 아카이빙이 모션타이포그래픽 영상으로 소

개된다. 세번째 영상은 미래의 가상공간으로 도봉구의 상징새, 나무, 꽃이 아름답

게 공존하는 유토피아를 제시한다. 각 영상은 주어진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

대, 장소, 기억을 연결한다.

도봉구 이승연

이승연

에테르의 다리

<에테르의 다리>는 친환경 공공설치작품이다.

자연과 신재생에너지가 만드는 빛의 예술, 영상콘텐츠, 시민참여가 만나 과거에서 현

재, 미래로 이어지는 다리를 만들어 새로운 소통의 통로가 되도록 기획하였다.

평화문화진지 평화광장 옥상지붕에 컬러 BIPV모듈(컬러태양광패널)을 스테인드글

라스 형태로 설치하여 다양한 색의 빛을 구현한다. 광장에는 3개의 QR코드를 배치

해 장소가 가진 역사와 시민의 기억아카이빙, 미래이상도시를 영상콘텐츠로 제공 한

다. 컬러태양광패널은 낮에는 자연광으로 밤에는 저장된 에너지로 시간대별 다양한 

빛을 연출한다.

대상자치구 도봉구(평화문화진지)

공모유형 작품설치

지원유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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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

평화광장 옥상 하부지붕층에 설치될 컬러태양광패널은 현대적이며 심플한 스테인

드글라스 형태로 디자인하였다.

옥상 지붕층의 고열처리목재부분을 들어내고 남아있는 철재부분을 패널의 1차 지

지대로 사용한다. 컬러태양광패널은 약 33.3x5.35m의 면적에 모듈별로 지지대 위

에 설치된다. (도면에 색깔별로 표기) 

사용될 컬러 BIPV모듈은 태풍 및 급격한 외부온도 변화에도 강한 건축외장재로 관

리가 쉽다. 또한 투과율과 심미성이 높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일반유리나 폴리

카보네이트보다 공간이 추구하는 친환경과 공존이라는 키워드에 적합하다. 

높은 가격의 재료이므로 실현가능성이 우려되는 지점은 서울시의 <2022 태양의 도

시 서울> BIPV 패널설치지원금 지원사업을 활용하고자 한다.  

패널은 효율적인 이격거리 확보와 유지/보수를 위해 경사면으로 제작되며, 배수로

가 마련되어 청소와 관리가 용이하다. 방문객이 적고 어두운 공원의 특성상 상부

에 조명/LED를 설치해 야간에도 작품감상이 용이하다. 이때 낮에 생산된 태양광

에너지가 전력으로 사용된다. 또한 현재 지붕면의 형태는 우천시 평화광장에서 예

술인과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가 불가능해 구현될 BIPV패널지붕으로 그 단점을 보

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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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에테르의 다리>는 평화문화진지가 지닌 지리적/역사적 상징성을 친환경 시각이

미지로 부각시킨다. 즉 시설이 가지는 공간성과 역사적 의미를 공존이라는 키워드

에 담은 상징적인 조형물인 것이다. 동시에 관람자와 공감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형성하여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소통과 공유의 공간으로 거듭나

고자 한다. 신재생에너지 소재로 구현될 <에테르의 다리>는 평화문화 진지가 기

억의 보존장소가 뿐만 아니라, 미래로 이어질 친환경 공공미술로 향하는 발화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예술은 그 어떤 매체보다 사회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지게 하고 인간의 경험을 확장

하고 심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우리가 말로 소통할 수 없던 의미를 심도있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 코로나19로 인해 만남과 공감의 통로가 사라진 유래 없는 

이 시대를 견뎌내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또 다른 소통의 통로를 만들어 낼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외에 닫힌 공간이라 느낀다.”

라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단순 공공조형물의 역할을 넘어 친환경 예술교육 연계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민들이 문화활동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지속적인 관람 및 참여가 가능한 도봉구의 랜드마크가 되고자 한다.

2016 Idols-Secret code, Bank für Kirche und Caritas, 파더본, 독일 개인전

2015 Idols, Katholische Akademie Schwerte, 슈베어테, 독일 개인전

2011 The Frozen Forest, 대안공간 아트포럼리, 부천, 한국 개인전

2020 서해평화예술프로젝트공모선정, 인천문화재단, 한국 단체전

2019 백령도 파빌리온, 코스모40, 인천

objectified, cica museum, 김포

단체전

단체전

2018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영상전, 공주

Alumni, Medienhaus, 베를린, 독일

단체전

단체전

도봉구 이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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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김수정    큐레이터     

이승연루시아 <에테르의 다리>

도봉구의 대전차방어시설 자리는 건설된 지 근 반세기가 지난 2017년에 재생형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 ‘평화문화진지’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 1969년에 완공된 대전차

방어시설은 250m 길이의 군사시설로, 북한의 대전차(탱크)가 남하할 경우 폭파해 서

울로 내려오는 길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세워졌다고 한다. ‘평화’와 ‘문화’가 앞서더

라도 ‘진지’는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주둔지라는 뜻으로, 입에 낯선 데다 전쟁용

어인지라 복합적인 감정이 따라붙는다. 그렇지만 공간의 역사적 배경을 함의해 시민

들의 장소로 쇄신한 결정에는 수긍하게 된다. 이제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인 평화문

화진지는 사방으로 산과 천이 가까워 아름답고 방문하기 좋다고 들었다. 계절의 흐름

이 완연하고 새소리가 잘 들리는 곳이라고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다락원(숙박시설)이 

있던 장소라고도 하니 필시 예전부터 중요한 길목이었을 것이다.

도봉구는 공공미술의 대상지로 진지 내 평화광장의 옥상 지붕을 지목했다. 이를 위해 

<에테르의 다리>를 기획한 이승연루시아 작가는 지난여름부터 이곳의 내부에 있는 작

업실을 오가며 공간을 살필 수 있었다. 평화문화진지의 시민 기획 공공예술 교육 프로

그램에 기여하게 되어 입주한 후 진지 내 길을 걸으며 구조에 대한 이해를 쌓게 된 것

이다. 작가는 옥상 지붕에 한정된 장소에 공간의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이력을 참조해 

작품에 대한 구상을 했다. 그는 기획 단계를 거치면서 점점 구상한 것들이 구체화가 되

었다고 설명해 주었는데, 생각의 중심에 있었던 가치는 환경이었다. 

작가 스스로도 환경이나 재생에 대한 인식을 작업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를 해왔고, 평

화문화진지가 가진 지리적인 면모를 고려했을 때도 재료의 물성이나 설치 전개 자체가 

자연의 것이어야 합당하겠다는 판단을 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한 재료가 컬러 

BIPV모듈(컬러 태양광 패널)이다. 컬러 태양광 패널은 태양광발전(PV:photovoltaics)

모듈에 유색나노필름(적외선 투과 필름)을 라미네이팅하여 전력 생산이 가능한 신소

재이다. 아직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소재로, 앞으로 건물의 에너지 

효율 절감과 도시미관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가는 전작 <Mirror Maze>나 <I Follow You> 등에서 빛을 다루며 스테인드글라스, 

거울을 이용한 작업을 선보인 바 있다. 그가 다루는 주 매체가 영상이므로 유리는 투

사면으로 활용된 경우가 많았다. 작가는 이것을 작업의 모티브가 영상이나 설치를 통

해 공간으로 전환되는 형식으로 본다. 최근에는 사회 취약층이나 고립된 장소에서 리

서치를 진행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비선형의 시퀀스로 편집해 시공간의 질서를 두드려 

시간과 정신의 경계 공간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옥상 정원에 대해서는 콘

텐츠에 대한 스토리텔링보다는 빛의 연출을 통해 시민들이 평화문화진지에 대한 사유

와 공간에 대한 이해를 간명한 세팅으로 얻어 갈 수 있게 하고 싶었다. 

사진과 영상은 빛의 에너지가 사물에 반사되는 것을 기록해 가시적으로 만드는 것이

므로 무빙 이미지를 다루는 작가는 활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빛에 대해 공부했을 것이

다. 하여 그는 처음부터 빛과 기록에 대한 작업을 계획했다. 옥상 지붕은 뼈대만 있는 

오픈형 구조라서 해가 들어오고 나가는 변화가 확실했다. 그가 제목에 붙인 ‘에테르’

는 빛의 파동을 매질하는 가상의 물질로, 정량적으로나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개

념으로만 존재한다. 에테르의 이미지는 만질 수 없는 관념들을 연결해 한 데 모아주는 

작품에 대한 은유로 충분했다. 

작가는 컬러 BIPV모듈(컬러 태양광 패널)을 지붕을 덮어 스테인드글라스처럼 조화로

운 색의 스펙트럼을 연출하고 관객들이 지붕 아래 이 장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짚어

보는 영상을 접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태양광 패널은 낮에는 자연광으로, 밤에는 저장

된 에너지로 빛을 발산할 것이다. 자연과 태양 재생 에너지가 만드는 빛이 옥상에 설치

된 패널을 투과해 시민들에게 화사하게 쏟아지는 이미지가 연상되었다. 폭파를 전제

로 두고 지은 방어시설에 이제는 태양이라는 영속의 에너지를 매일 받아 저장하고 빛

으로 쏟는다는 생각은 낭만적이기까지 하다. 반세기 전에는 언제든지 폐허가 될 수도 

있었던 군사 요충지의 자리가 빛의 다리가 되어 과거의 이야기를 전하며 오늘의 시민

들과 함께 하는 공공미술이 되는 과정이 보고 싶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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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오늘날 한국은 분단과 양극화 같은 극단적인 경계 짓기로 인해 갈등과 반목이 심각

해지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시국을 겪으며 사회적인 경계성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

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진 베를린 장벽처럼, 마스크가 익숙해져 버린 오늘날처

럼 이런 경계와 장벽 또한 언제든지 상황과 관점에 따라 허물어질 수도, 또 생겨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다.

나아가 개인이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의 형식으

로 야외 공간에 어울리는 휴식공간을 지친 서울시민들에게 선사하고자 했다.

작품설명

멀리에서는 아름드리나무를 낮은 담장 높이의 울타리가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

이지만, 가까이 다가가 살며시 기대면 울타리는 점점 낮아져 앉을 수 있는 낮은 의

자로 변신한다. 건너편으로도 넘어갈 수 있게 된 이 의자에서 일어나 떠나면 다시 

서서히 울타리의 형태로 돌아오는 이 작품을 통해 양극화와 분단의 시대를 살아가

는 현대인들에게 벽과 경계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너머 (Nŏmŏ)’는 ‘넘어’라는 넘나드는 행동과 저 너머의 ‘너머’의 두 가지 뜻을 동

시에 담고 있는 작업으로 경계를 넘나드는 상호작용을 통해 울타리는 아름드리나무

를 보호하는 작은 정원이 될 수도, 잠시 동안 아주 사적인 공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며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될 수도 있다.

세부계획

방부/방염처리 마감이 되어있는 오크 각재를 주 소재로 제작된 이 구조물은 지하 

75cm의 깊이에 콘크리트 타설된 콘크리트 기반에 앵커볼트로 결합되어 기성의 공

공벤치와 유사한 내구성을 지니게 설계될 계획이며, 전체 원의 지름은 15m로 총 42

개의 구조물이 설치될 예정이다.

각각의 모듈이 울타리 형태였을때 사이즈는 높이 100cm 너비 90cm 폭 15cm 였

다가 벤치로 변형되었을때는 높이 45cm 폭 50cm으로 변형되며, 각 모듈당 하드웨

어는 최대 150kg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힌지를 4개 부착할 예정이며 옥외의 설

치조건을 감안하여 설치기한은 3년으로 제안한다.

도봉구 이지성

이지성

너머 (Nŏmŏ)

“오해와 편견 같은 단절의 장벽이 견고해 보이지만 막상 다가가면 그 벽을 쉽게 허물 

수도 있고, 노력을 멈추는 순간 다시 쉽게 벽이 생길 수도 있다.”

대상자치구 도봉구(평화문화진지)

공모유형 작품설치

지원유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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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근처에 위치한 베를린 장벽 조각, 전차 저지선의 단단한 장벽들과 대비되면서, 평

화문화진지의 공간성을 잘 부각시켜 분단국가인 한국의 현실에 호응하는 평화적인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기능적으로는 코로나 시대 집안에서 자연을 즐기기 어려운 서울 시민들이 

가끔 공원을 이용할 때에도 자연스럽게 물리적 거리 두기를 제안하여 보다 쾌적하

게 자연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2019

2018

MIT Media Lab Poetic Justice Group 연구조교

하버드 디자인 대학원 디자인 석사과정, 공공영역에서 예술과 디자인 전공 우등졸업

Finalist, Radcliffe Institute Public Art Competition, Radcliffe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2018 SUGAR THIEF, 40 Kirkland Gallery, Cambridge, MA

BREAH EXCHANGE, Tessellate Gallery, Pontiac, MI

개인전

개인전

2019 Platform 11: Setting the Table, Druker Design Gallery, Cambridge, MA 단체전

2017 풀브라이트 미 국무성 초청 장학프로그램 수혜자

2015 을지로 디자인 예술 프로젝트 레지던시 프로그램 레지던시

2014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소개글

최태만    국민대 예술학과 교수

평화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자리

이지성이 <너머(Nŏmŏ)>를 설치할 도봉구 평화문화진지는 분단과 한국전쟁의 유산

인 군사적 긴장과 대립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대전차방호시설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곳이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인민군은 소련이 제공한 T34 전차와 SU 

76 자주포를 앞세워 불과 사흘 만에 미아리 방어선을 뚫고 서울을 점령했다. 이 뼈저

린 경험 때문에 국방부는 서울의 북쪽 경계 너머의 주요 길목마다 전차의 진입을 저지

하기 위한 방호시설을 설치했다. 동쪽으로 수락산과 중랑천이 있고 서쪽으로 도봉산

과 인접한 도봉구 마들로 932번지의 평화문화진지는 동서로 약 250m에 이르는 긴 장

벽과 같은 시설로서 총 5개 동의 아파트가 있던 장소였다. 1968년에 착공해 1970년에 

준공된 이 건물은 1층에 방호시설을 갖추고 그 위에 3층의 아파트를 건설한 것으로서 

한때 시민아파트라 불렸으나 1층의 방호시설이 서로 연결된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군

사적 목적으로 건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장소가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이동경

로에서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으므로 만약 북한군이 전차를 앞세워 진지 앞에 펼쳐진 

마들평야로 진출할 경우 이를 방어할 목적으로 1층에 대피 겸 아군의 전차를 위장하

고 장병이 엄폐된 상태에서 사격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했던 것이다. 그러나 2004년 

노후한 아파트를 철거하고 1층의 방어시설은 군사시설로 존치하였으나 거의 10년간 

방치되다시피 해 흉물로 전락했다. 2017년에 이르러 대결과 분단의 상징이었던 대전

차방호시설의 흔적들을 보존한 채 문화예술공간으로 재생한 이 공간은 각각 시민동, 

창작동, 평화광장, 문화동, 예술동, 평화동으로 구성되었다. 각 동에는 공연장, 연습실, 

카페, 공동주방, 경비실, 세미나실, 전시복도, 전시실, 스튜디오, 전시복도, 물품보관소, 

사무실, 공유공방, 커뮤니티실, 기획스튜디오, 공유공방, 전망대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지성은 ‘오해와 편견 같은 단절의 장벽이 견고해 보이지만 막상 다가가면 그 벽을 쉽

게 허물 수도 있고, 노력을 멈추는 순간 다시 쉽게 벽이 생길 수도 있다’는 취지 아래 

분단과 양극화는 물론 코로나19를 겪으며 나타난 사회적 경계에 대해 주목하며 경계

와 장벽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너머>를 설계했다.

가운데의 아름드리나무 한 그루를 둘러싼 야트막한 울타리이자 펼치면 앉을 수 있는 

벤치가 되는 이 작품은 기능을 갖춘 공원가구(Park Furniture)이자 근처의 베를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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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조각이나 길게 공간을 가로지르는 대전차방어시설과 조응하며 장벽의 의미에 대

해 되돌아보는 상징성까지 갖춘 조형물이라 할 수 있다. 자연친화적인 나무를 재료로 

한 높이 100cm미터의 이 울타리는 투과적인 구조를 지닌 까닭에 공기의 순환을 차단

하지 않고 가운데 나무를 보호하는 울타리이자 공원 속의 또 하나의 작은 정원이며 쉼

터의 역할을 한다. 휴식과 대화, 소규모 토론회나 공연 또는 연주회를 열 수 있도록 설

계한 이 작품은 평화문화진지에 입주한 작가는 물론 이 장소를 찾는 사람들이 사용할 

때 그 의미와 가치가 구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즉 울타리를 구성하는 모듈을 펼쳐 벤

치에 앉아 지나가는 바람소리를 듣고 베를린 장벽 조각이나 대전차방호시설을 바라

보며 장벽 너머의 평화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이 작품의 효용성을 발

휘하는 것이 될 것이다. 평화문화진지가 분단의 상흔을 딛고 문화공간으로 재생되었

다면 이 작품은 문화진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활동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도움

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분단과 전쟁, 군사적 대치 때문에 유달리 군사시설이 많았던 서울 북부지역에서 분단

이 만들어놓은 물리적 장벽보다 더 육중한 심리적 장벽과 경계 속에서 살아야 했던 우

리에게 그 벽을 넘기 위해 거쳐야 할 장애 또한 많았으며 코로나19는 또 하나의 경계

를 구획하고 있다. 이 장벽은 결국 우리의 마음마저 피폐하고 만들고 사회적 거리두

기보다 더 견고한 폐쇄공간 속으로 우리를 유폐시킬 수도 있다. 결국 대화를 위한 작

은 광장, 즉 아고라가 필요할텐데 비록 이 작품이 작은 쉼터이자 대화의 장소라 할지

라도 여기에서 자연을 느끼고 생명의 존엄성을 사색하며 닫힌 마음을 여는 대화를 시

작할 수 있다면 3년이란 제한된 기간이나마 이 작품은 우리에게 대립과 갈등의 빗장

을 여는 장소로 기억될 것이다. 이 작품이 존치하는 동안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여기

에 모여 어려웠던 시간을 회상하며 분단 너머의 평화에 대해서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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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윤

촬영소로 가는 조각 길

1. 본 작품은 역사적 장소성을 기념하는 조형물이다.

- 1960년대에 있었던 촬영소는 현재에도 당시의 장비와 영화등을 소개하는 영화전시

관이 답십리 문화회관에 자리하고 있을만큼 이 지역의 본질이며 가치있는 역사이다.

2. 촬영소 일대를 영화를 테마로 한 문화·예술 공간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영화필름

과도 시각적 유사성을 지니는 시멘트블록의 형태를 차용하여 촬영소가 만들어낸 한

국 근현대 영화를 이미지로 담아낸다.

대상자치구 동대문구(답십리로 209 일대(힐스포파크 옹벽))

공모유형 작품설치

지원유형 개인

기획의도

- 1961년 한국의 영화 제작편수가 86편이었는데, 1969년에는 229편까지 증가했

다는 통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1960년대를 한국영화의 르네상스 시기라고 부

르는데, 촬영소가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있다. 이러한 사

실은 본 공공미술 작품의 중요한 배경이 된다.

- 현재 지명만 남아있는 촬영소는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 성공적인 예술·문화공간

으로의 조성을 위해 시각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공공미술이 반드시 필요하

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근현대 영화들을 기리고, 시민들이 촬영소 대한 기억을 새

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영화의 길· 영화의 벽을 만들어 랜드마크로 만들 것이다.

작품설명

1. 내용

- 영화의 거리조성 취지에 걸맞게 촬영소의 역사적인 부분을 작품에 중요하게 담아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한국영화의 포스터, 주요장면 등을 시멘트 블록으로 이

루어진 벽을 통해 기록한다.

2. 형식

- 기술: 50미터의 길이로 된 벽에 필름과 시각적 유사성을 가진 시멘트블록으로 

벽을 만들어 이미지를 LED와 홀로그램을 통해 드러낸다.

- 재료: 특수제작된 시멘트블록, LED조명, 전사된 이미지, 홀로그램, 모니터 박스 등

- 특징: 작품은 깊이가 20센티이기 때문에 인도에 설치가 되어도 시민들의 통행

에 지장에 없다.

세부계획

시멘트블록을 특수 제작한다.

밖에서는 일반 블록 같지만 안쪽에는 박스형태의 공간을 만든다.

그 안에 아크릴에 전사된 이미지들과 텍스트, LED조명, 홀로그램 등을 삽입한다.

제안장소중 하나인 힐스포파크의 건물외벽을 따라 가로 50m, 높이 2.9~4.7m의 

블록을 세운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시간순으로 작품이미지를 삽입하여 길을 거닐며 청장년층에게

는 추억을 되살리게 하고, 젊은이들과 관광객에게는 시각적인 재미와 포토존으로

서의 공간을 제공한다. 



377376 코로나19 서울공공미술 100개의 아이디어동대문구 강정윤



379378 코로나19 서울공공미술 100개의 아이디어동대문구 강정윤

2018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조소전공 박사 수료

2015 서울 시립대학교 환경조각학과 석사 졸업

2012 서울 시립대학교 환경조각학과 졸업

2019-2020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 스마트 쉘터(Smart Shelter) 공간 구축을 위한 철학·건축·

예술·문화·공학에 대한 융합 연구>선임연구원 재직

2014 2015 창작지원작가 공모 선정 (김종영 미술관)

YOUNG&YONUNG ARTIST PROJECT 신진작가 전시 공모 선정 (영은미술관, 한국)

수상

수상

2017 아트랩반, 서울, 한국 개인전

2015 창작지원작가전 _ Surveillance Structure, 김종영 미술관, 서울, 한국 개인전

2013 갤러리 토포 하우스, 서울, 한국 개인전

기대효과

1. 장소적 특성

대상지를 여러번 답사 한 결과, 이 곳은 시민들의 유동인구가 많지는 않은 편이다. 

또한 젊은층보다는 장년층이 많고, 보행자보다도 차량통행이 더 활발하다. 

이러한 동네를 영화의 거리조성을 통해 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거닐게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동네 상권까지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

2. 시각적 효과

- 주간: 50미터의 벽면에 가득 설치된 작품안에서 영화의 역사를 만나고 좋아하는

배우를 만나고 감명깊었던 대사들을 마주하며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춰서게 할 

수 있다.

- 야간: 수직으로 세워진 벽이이지만 수많은 LED등으로 인해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밤하늘에 별을 보는 것 같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소개글

김수정    큐레이터

알랭 드 보통은 『행복의 건축』(2006)에서 20세기 초반에 르코르뷔지에가 파리 중심

부의 반을 부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1800년대에 파리 거주자는 

65만 명 정도였는데 1910년 즈음에는 300만 명이 되었다. 도시가 폭발적으로 팽창하

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구에서는 거주자 70명이 화장실 하나를 함께 사용하기도 

했으며, 공장이 거주지 한가운데 자리해 아이들이 폐수를 뒤집어쓰고 놀았다고 한다. 

저자는 르코르뷔지에가 모두가 편안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고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

을 지으려 했음을 납득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는 르코르뷔지에의 모더니즘적인 꿈

이 도리어 디스토피아적인 모듈형 주택단지로 빠르게 번졌음을 이어 서술한다. 물론 

아파트의 문제는 추후 거시적인 외관에 대해서만 논의되지 않았다. 건축가들이 종종 

간과하는 사용자에 대한 구조적인 판단 착오도 있었다. 아파트 창가에 서면 맞은편 세

대 거주자들의 삶이 세세하게 보이는 문제는 이중 하나에 속한다. 알프레드 히치콕 감

독의 <이창>(1954)은 이를 소재로 한 영화인데, 극의 서스펜스를 더하는 시점은 목격

자가 반대로 목격당하는 전이의 순간에 시작된다. 

몇 해 전부터 지속적으로 집-아파트에 대한 작업을 해 온 강정윤의 초기 작업은 모듈

형 시멘트 블록으로부터 출발한다. 작가가 아파트를 주제로 발전시켜온 인식을 다양

한 조형 구조(structure)로 쌓아 집에 대한 시선을 넣어 두는 작업이다. 개체의 구멍 하

나당 한 가구의 의미로 읽히는 명백한 메타포와 견고하고 차가운 물성의 무게가 묵직

한 조형 언어는 작가가 집에 대해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 짐작해볼 수 있게 한다. 

그는 ‘집’이란 사적인 공간임에도 창밖의 시선으로부터 피해 다녀야 했으며, 이로 인

해 시선에 대한 압박을 느껴왔음을 밝힌다. 작가가 작품에 삽입하는 불특정한 세대(주

로 거실)의 이미지는 오래된 필름지를 연상시키는 벽돌 블록의 구명 사이에서 하나의 

프레임처럼 작동한다. 앞서 언급한 영화 <이창>이 연상되기도 한다.

지금은 지명만 남아있지만 동대문구 답십리로 209 일대는 답십리 촬영소가 있던 자리

이다. 답십리 촬영소는 1960년대 초반에는 한국 영화 촬영지의 중심지였으며 스튜디

오, 연기실, 편집실 등을 갖춘 곳이었다고 한다. 당시 영화계의 명소로서 ‘이수일과 심

순애’(1965년), ‘나운규 일생’(1966년), ‘민검사와 여선생’(1966년)과 같은 굵직한 한

국 영화를 포함해 80여 편의 영화가 제작되었다. 동대문구는 촬영소의 가치를 다시금 

기리는 목적으로 답십리 촬영소 영화 전시관을 2014년에 개관하였으며, 촬영소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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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자리에는 그 시절 영화의 시간을 기억할 수 있는 공공설치 작업을 기다리고 있다. 

강정윤 작가는 이곳을 위해 ‘영화의 거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촬영소로 가는 조각 

길>를 기획했다. 그동안 일관되게 작업해 온 <Structure> 시리즈의 기본 모듈인 시멘

트 블록으로 벽을 쌓되, 그 안에 한국의 근현대 영화 속 이미지를 선별해 담는 영화 벽

을 제안하였다. 

글을 쓰기 위해 그가 행해 온 작업의 시각적인 정보를 탐색하다 보니 마치 이번 공공

미술 프로젝트에 제출한 <촬영소로 가는 조각 길>작업 기획이 그가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근거를 갖춰나가고 있었던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파트 창가에서의 관찰

이 사실은 다채널 TV처럼 멈추지 않는 실시간 영상을 보는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

는 불편한 깨달음. 그리고 누구나 그 공간에서 자신만이 전개할 수 있는 생활의 이야

기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우리는 영화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만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작가는 점점 안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대한 것으로 관심을 

확장시키며 차후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선’에 대한 조각이나 영상을 제작할 계획

을 가지고 있다. 시선이라는 키워드는 여전히 몹시 흥미롭다. 그것이 답십리에서도, 또 

작가의 작업실에서도 다층적으로 풀이되고 시도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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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답십리 ‘영화의 거리’가 들어서는 이곳에 영화의 가치와 의미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

는 관객 참여형 미디어아트 월을 제작합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긴 다양한 영화 콘텐츠를 LED 빛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

며 미디어월을 걷는 보행자를 따라 따뜻한 불을 밝힙니다. 이 작품을 통해 통해 관

객들은 영화가 우리 삶에 끼치는 긍정적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경험

합니다.

작품설명

<춤추다 답십리>는 영화의 의미와 가치를 수천 개의 빛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영화 속 세상에서 자신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주인공을 만나며 꿈을 꾸기도 

하고, 때론 자신과 닮은 삶을 사는 주인공을 만나 공감하고 위로받기도 합니다. 영

화 속 주인공들(영화 속 이야기들)은 스크린 밖에서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며 

현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어떤 영화들은 우리의 삶보다 앞서 반짝이며 길을 내어 이끌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영화들은 지나온 시간의 발자취를 밝혀주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합

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다양한 상상력으로 현실의 삶을 밝히는 ‘영화’의 위대한 

가치를 <춤추다 답십리>의 반짝이는 빛들과 함께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부계획

소재: 각파이프 철제프레임, PP or 아크릴의 흰 반투명 커버, RGB LEDs, 커스텀 

회로, 컴퓨터, 스캐닝 센서

사이즈: 동대문구 답십리동 힐스포파크 옹벽 일대(폭 227m, 높이 1.5m) 

구현방식: Leuze electronic사 rotoScan ROD4-36모델의 Area Scanning Dis-

tance Sensor를 구간별로 사용하여, 벽을 걷고 있는 반경 60M 내의 보행자 동선

을 추적하며 위치에 따른 실시간 엘이디 인터렉티브 컨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인터렉션 요소 외에, 보행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1시간 마다 반복되는 무용수의 컨

텐츠가 미디어아트월에서 진행됩니다. 더 나아가, 물리적으로 타공된 미디어아트

월의 특정 구멍 안을 들여다보면,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긴 다양한 장르의 영화의 장

면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영화 관련 스토리텔링)

동대문구 스튜디오백신

스튜디오백신

춤추다 답십리

영화 콘텐츠가 담긴 미디어아트월입니다. 보행자를 따라다니는 수천여 개의 LED 빛

을 통해 ‘영화의 상징적 의미와 가치’를 표현합니다.

활동명(팀명) 스튜디오백신

대상자치구 동대문구(답십리로 209 일대(힐스포파크 옹벽))

공모유형 작품설치

지원유형 팀

팀 성백신 미디어아트/테크니션

정성아 회화/기획,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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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참여형 미디어 아트는 20~30대 젊은 층에게 인기 있어 젊은 층, 외국인 관광객 유입

에 효과적입니다. 또 움직임이 있는 컨텐츠와 LED 불빛은 사진 및 동영상으로 남기

기 유리하여 이곳을 찾는 젊은 관광객의 포토존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특정 시간대 마다 따뜻한 빛을 통해 구현되는 움직이는 콘텐츠는 거리에 활기를 불

어 넣고 야간경관 조성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영화의 거리가 동대문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하며 관람객 증대 효과로 인한 주변 상

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0 고양아티스트365, 고양아람누리미술관, 고양 전시이력

2019 신전청년작가 날개달다2019,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인천

아시아프&히든아티스트 페스티벌,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

전시이력

전시이력

2018 Gather and disperse, 인천아트플렛폼B동, 인천

Ongoing dialogues, 서울예술재단 표갤러리, 서울2020

전시이력

전시이력

2020 업사이클링 미디어아트 프로젝트(주관: 아모레-퍼시픽 CSR팀) / 관객참여형 공공미술 

작품 기획 및 제작

명동대성당 소원의 벽 프로젝트 (주관: 서울 중구청) / 관객참여형 공공미술 작품 기

획 및 제작

프로젝트

프로젝트

2018 平窓: Peace Over window 단체전 (평창 6개 지역) 프로젝트

소개글

반이정    미술평론가

스튜디오 백신의 관객참여형 공공 미디어 아트 <춤추다 답십리>

스튜디오 백신의 <춤추다 답십리>는 동대문구 답십리의 지역 특성을 영화(산업)와 연

결시키고, 일방향적 관람보다 관객 참여형으로 구현되도록 기획된 공공미술 프로젝

트다. 모름지기 미술과 공공미술은 관람객과 일방향적 관계를 맺고, 보는 사람과 보

여지는 대상으로 자리매김을 한다. 그런데 관객을 대상화시키지 않고 작품의 의미를 

결정하는 주체로 간주하려는 미적 태도는 1990년대 이후 동시대 미술에 나타는 뚜렷

한 흐름 중 하나다. 이런 유행은 매머드급 미술 행사인 비엔날레에서 일종의 유행으

로도 확인되며, 각종 미술 프로젝트에 응모하는 지원자들에게서도 뚜렷한 경향 중 하

나가 관객 참여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미술은 차츰 우리가 예전에 알던 모습에서 멀

어지고 있는 중이다. 제3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창작은 미술계에서 거스를 수 없는 흐

름을 형성했다. 

이전까지 관객 참여형 작업을 한 적이 없던 작가들 사이에서 제 3자의 개입에 의미를 

두는 실험이 종종 시도되는 중이다. 아마 관객이 한명도 없는 황량한 전시장에 본인의 

작품이 걸린 모습을 바라보는 건, 작가들에게 자괴감을 느끼게 했을 것이다. 

어느 다매체 작가는 카페에 홀로 찾아오는 손님에게 자신이 손수 만든 과일차를 무료

로 대접하는 프로젝트를 시도하면서, 관객과 작가 사이의 관계를 고민한 경우도 있고, 

어느 회화 작가는 자신이 그린 그림이 지니는 소통의 한계를 절감하여, 자비로 장만한 

경차를 몰고 청주, 제주도, 영천, 서울, 파주 등지를 돌며 현지인을 태워서 행선지까지 

무료로 데려다주면서 자신의 차에 탑승한 현지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보람을 찾기도 

했다. 또 다른 미술가는 다문화 가정이 많은 안산의 거리에서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음

식을 나눠먹는 프로젝트를 작품으로 재현한 바도 있다. 

영화의 명소로 흔히 충무로가 속한 중구로 기억되기 쉽지만, 동대문구 답십리는 한국 

영화사의 원점과 같은 지역이다. 1960년대 한국 영화촬영의 중심지는 답십리에 있었

다. 그래서 실제로 동대문구 답십리에는 2014년 ‘답십리촬영소 영화전시관’이 문을 열

었고, 주로 1960년대 영화 르네상스 시절의 영화계 스타와 촬영 장비와 영화 대본 등

이 전시 중이다. 스튜디오 백신의 <춤추다 답십리>는 아카이브 형태로 잠들어 있는 

답십리와 한국 영화사의 연관성을 관객 참여형 전시물의 형태로 재현한 공공미술 프

로젝트다. 스튜디오 백신의 공공미술 <춤추다 답십리> 프로젝트의 또 다른 방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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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조명을 활용한다는 점일 게다. 높은 위치에서 보행자들을 내려보는 일반적인 공

공미술(의 높이)과는 달리 보행자들의 눈높이와 대등하게 벽면으로 이어지는 구조(폭 

227m, 높이 1.5m)의 <춤추다 답십리>는 마야 린Maya Lin의 1981년 공모 당선작 <베

트남 참전용사 기념비>의 효과를 연상시킨다. 검은 화강암으로 제작된 기념비 위로 전

사자들의 성함이 빼곡하게 기재되었는데 그 앞에 선 참배객은 자신의 모습이 전사자

의 이름이 음각된 이 ‘거울 같은’ 화강암 위로 중첩되는 장면을 지켜보도록 설계되었

는데, 우중충한 돌벽이 아닌 보행자의 움직임에 조응해서 조명이 점멸하도록 설계되

어 주야간 공히 빛이 감싸는 공간이 되도록 구현되었다. 

스튜디오 백신은 종래에 제작한 <명동대성당-소원의벽 프로젝트>(2019)나 <1652

人의 여름들>(2020년)의 사례에서 보듯, 관객들이 관여하여 조명들이 점멸하는 미술 

프로젝트를 시도한 바 있다. 

 

 



391390 코로나19 서울공공미술 100개의 아이디어

기획의도

‘답십리로 209일대’를 방문하면 ‘답십리촬영소 영화 전시관’과 도로 한편에 이곳이 

과거 영화 제작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작은 기념비가 있다.

이와 같은 과거 영광의 기념적 흔적들은 답십리가 현재적 정체성이 부재하며, 과거 

기억에 머물러 있는 공간임을 암시한다.

<209: 움직이는 이미지>프로젝트는 지역의 과거 역사를 소재로 하는 기념 & 홍보

적 프로젝트를 지양하며, 답십리가 영상 미디어 연구창작의 가장 첨예한 논의가 현

재형으로 진행 되는 공간이 될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한 결과이다. 

<209: 움직이는 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답십리로 209 힐스포파크 옹벽에 설치될 파노라마 형 공공 미디어 파사드와 온

라인 플랫폼

2. 온/오프라인 미디어 플랫폼에서 총 6명의 현대예술작가가 1년간 2개월 마다 릴

레이로 답십리촬영소에서 제작된 영화를 주제로 창작한 영상예술작품을 상영

현시대 영상 매체에 있어 창의적 실험 정신을 가지고 창작 될 영상/미디어 예술작

품을 지역 문화단체 및 시민과 공유함으로서, 답십리가 과거적 공간이 아닌 현재 

시점에 미디어 문화에 있어 주요한 담론을 생산하는 공간으로 구성하는데 기획의

도가 있다. 

작품설명

<209: 움직이는 이미지> 파노라마 형 공공 미디어 파사드는 답십리로 209 힐스포

파크 옹벽에 가로 30미터 세로 1미터 크기로 설치될 예정이다. 가로로 긴 파노라마 

형식으로 설치될 미디어 파사드는 영화관과 다르게, 도보 또는 차량 이동을 하면서 

관람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 되었다. 즉, 고정된 시점에서 바라보는 영상 스크린과 

다르게, 지역 주민이 오고 가며 움직이면서  관람하는 방식을 주요한 형식으로 가지

는 파노라마형 미디어 채널이다. 1년간 총 6명의 현대예술작가를 초청, 파노라마형 

미디어 파사드와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에 동시에 상영될 작품 창작을 의뢰하는 프

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초청된 작가는 답십리영화촬영소에서 제작된 총 79편의 영

화중 한편을 선정하여 연구하고 이를 현재 작가의 관점과 문제의식이 투영된 영상 

예술 작품으로 창작한다. 예를 들어, 참여 작가는 <민검사와 여선생>를 선정하고, 

영화제작시 주민의 잔존기억, 당시 정치, 경제, 역사적 맥락 등을 연구하고, 2021년 

동대문구 정재경

정재경

<209: 움직이는 이미지>

<209: 움직이는 이미지>는 활발히 활동 중인 현대 예술가가 참여하여 답십리 촬영소

에서 제작된 총 79편의 영화 중 한편을 연구 주제로 선정하고, 각자 고유의 영상/미디

어 예술 작품으로 창작하는 프로그램이 중심이다. 창의적 실험 정신으로 창작 될 영

상/미디어 예술 작품들은 답십리로 209 힐스포파크 옹벽에 설치될 파노라마 형 공공 

미디어 파사드와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지역 거주 시민과 공유된다. 이를 통

해 과거 시간에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닌, 현재 시점에서 영상 문화 형성의 주요 역할로

서 답십리 지역 문화를 조성한다.

대상자치구 동대문구(답십리로 209 일대(힐스포파크 옹벽))

공모유형 공간조성 및 전시

지원유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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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석

생활반경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삶과 예술의 경계를 탐구하는 일을 지속하

고 있다.

www.yoonsukchoi.com/

정재경

도시 일상속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명백하게 판단 내리기 어려운 지점을 추적하

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www.jaekyungjung.com

동대문구 정재경

한국 현실 상황에 의미있는 담론과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예술작품으로 창작하는 시

도를 할 수 있다. 창작된 영상 예술 작품은 1개월간 파노라마 형 공공 미디어 파사드

와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시민에게 공유된다. 

세부계획

파노라마 미디어 파사드는 LCD 스크린 패널로 구성되어 설치될 예정이다.미디어 

파사드는 영상예술감독으로 참여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전 박경 <새로운 유

라시아>프로젝트 (2015-18)의 대형 미디어 파사드를 제작하고, 10년 이상 관련 업

무의 전문적 경험을 가진 푸름엘엔티를 통해 구현될 예정이다. 

참고: <새로운유라시아>파노라마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은 미디어 스트리밍이 가능한 웹채널로 디자인되어 구축되

어 운영될 예정이다. 

<209: 움직이는 이미지> 프로그램에 참여 확정된 작가는 다음과 같다. 2명의 작가

는 공모형식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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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현대 시각 예술가가 참여하는 영상작품 창작 및 공유로 답십리가 이미 지난 과거

적 영상 문화 중심지 개념에서 벗어나, 현재적 시점에서 새로운 영상 문화를 창조

하는 공간으로 유도.

2. 지역 시민이 일상 공공 공간에서 높은 수준의 영상/미디어 예술을 접할 수 있

는 기회 확대

3. 답십리촬영소에서 제작된 영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 및 연구를 통해 대중 영상 

문화를 단순 향수적 소비 대상에 그치게 하는게 아니라, 현재화 된 문화사적 유산

으로 전환

4. 공공 미디어 플랫폼 구축을 통해, 추후 다양한 시민, 학생, 작가 참여 프로그램

으로 활용

정재경 도시 일상 속 윤리적으로 옳고 (good), 그름(bad)을 명백하게 판단 내리기 어려운 지점을 추적하고, 

이를 무빙 이미지와 아카이브 형식안에서 드러내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공공예술 관련 주요 참여 전시와 프로젝트는 Public Space? Lost & Found, (MIT Media Lab, 

2014), 로드아일랜드스쿨오브디자인(RISD)에서 학부 (BFA),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에서 석

사,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UCSD) 시각예술대학에서 형이상학적 윤리 문제를 회화, 영화와 

같은 시각 물질 문화 관계 안에서 연구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Künstlerhaus Schloss Balmoral,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를 거쳐 현재 금천예술공장 입주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박경 새로운 유라시아, (역할: 영상예술감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15-18), 

서울시 공공미술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 기획초청개인전 <코스모그라피아> (서울로미디어캔버

스, 2019)등이 있다.

동대문구 정재경

이은희

동시대의 매체 환경 안에서 발생하는 개인과 이미지, 그리고 데이터의 연속적인 관

계를 탐구하고 있다. 

www.eunheelee.info

여다함

감각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실험을 전시 또는 퍼포먼스와 같은 방법으로 탐색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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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김수정    독립 큐레이터 

다시 쓰는 지역사, 개인의 이야기

<이수일과 심순애>(‘65년), <청사초롱>(‘67년) 등 1960년대 한국 대표 고전 영화의 

산실인 ‘답십리 종합영화촬영소’가 있었던 답십리로 209길에는 지금, ‘답십리촬영소 

영화전시관’과 도로 한편에 작은 기념비가 과거 영광의 흔적으로 남아 있다. 분주하

고 화려했던 시절의 기억을 더듬으며 이곳을 찾는다면 고요한 회색 거리에 분명 적잖

이 당황할 것이다. 아파트 단지들 틈 문화회관 건물 한 켠에 자리잡은 영광의 시간들

은 잊혀져 가는 소외된 기억처럼 분명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역사로 마침

표를 찍은 그 이야기를 다시 소생시키고자 하는 이가 있다. 수년 전 겨우 쉴 곳이 마련

되어 조용히 잠들어 있던 그 기억을 소환하는 작가는 바로 그곳에서, 그 시간을, 그들

과 다시 이야기하고자 한다. 

뜨거웠던 그들의 청춘을 오늘의 열정의 불씨로 되돌려주려는 듯 답십리영화촬영소에

서 제작된 총 79편의 영화 중 몇 편을 선정, 현재 작가의 관점과 문제의식이 투영된 영

상 예술 작품으로 창작하여 촬영소 사거리 일대 거리에 상시 상영한다.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함이 아닌 현재 문화의 부재를 지적하고자 60년대의 상(相)을 담은 영화

와 그 영화가 당시 답십리에 던진 화두, 그리고 지금 잔존하는 기억들이 주는 의미가 

담긴 작품을 바로 그 거리에서 지역민과 공유한다.

<209: 움직이는 이미지>가 던지는 메시지와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라는 새로운 환경

에서의 공공미술의 의미와 방향의 큰 변화가 감지된다.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공공미

술 프로젝트들은 심미적, 기능적, 상징적 의미로서의 예술이 아닌 놀이적, 수행적, 참

여적 프로세스 아트로 방향이 전환되며 그 플랫폼 또한 물리적 공간에서 온라인의 가

상의 공간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광장 중앙의 과시적 랜드마크에서 평범한 이

웃들의 일상적 기록으로 그 시각이 이동하고 있고 의미 있게 다뤄지는 이 흥미로운 현

상에 대해 우리는 그 배경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를 정재경의 공공예술 접

근법을 통해 논해 보고자 한다. 

정재경은 커뮤니티 아트의 공공성과 공공미술의 지역성이라는 어쩌면 대치되는 이 개

념들을 하나의 지향점을 가진 상호보완적 개념으로 재 제시한다. 작품의 주체이며 동

시에 관객인 지역민을 지역의 역사 그 자체로서 관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작업을 이어 왔다. 정재경의 공공예술은 즉 공공적 기록으로 대상지 혹은 대상자를 깊

게 들여다보고 자세히 기록, 수집 후 전시하는 것이다. 정재경의 역사 기록법에는 몇가

지 특징적 요소들이 있는데 화제성을 가진 사건을 역사로 기록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 내외부로 잘 알려진 특정 지역의 사건이나 상황을 선정하고 그 사건

을 기억하거나 경험하고 있는 지역민의 증언을 채록하는데 사건의 기록이 목적이 아

닌, 개인의 서사가 중심이라는 점이다. 여기에는 권력 중심의 역사관 해체를 유도하려

는 작가의 의도가 엿보인다. 힘의 방향으로 기울어진 역학관계를 전복시키려는 은밀

한 시점 이동의 목적은 역사의 사각지대 혹은 타자로 위치된 개인의 이야기들을 일부

로 수용해 병기함으로서 기억되고 기록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권리를 상기시키고자 

함이 아닐까? ‘공공미술에는 예술적 향유만이 있는게 아니라 공공적 논쟁도 그것일 수 

있고, 개인의 서사 기록과 그로 인한 철학적 사유가 공동체와 공유되고 담론이 형성되

어 함께 구현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공공미술이다.’라고 공공미술 범주의 재정의를 말

하는 작가의 주장처럼, 공공이라는 편리한 해석 뒤에 가려진 집단을 내세운 개인의 소

외 또한 공공미술로서 이야기될 수 있다.

공공의 미명하에 분리된 집단과 개인의 층위에서 예술가의 역할은 교감의 매개체로서 

관계를 환기시키며, 창작자이자 관찰자인 작가와 관람자이며 주체자인 지역민의 모호

한 경계 속에 작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끌어내어 그들에게 돌려준다. <209: 움직이는 

이미지>는 사람들의 기억을 통해 답십리영화촬영소가 남긴 문화적 의미를 이야기 하

고자 함이 아닌 답십리영화촬영소라는 공유된 기억을 가진 개인의 서사를 작품으로 기

록하여 현재형의 미디어 문화 담론 형성의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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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동대문구는 60년대 답십리 촬영소가 있었던 유서 깊은 곳으로 한국영화의 산실이

었던 장소의 이야기가 매력으로 다가왔다. 촬영소 고개는 특별한 산보체험을 하게 

되는데 본래 산이 있던 자리를 가로지른 길로서 구름다리가 그 사이를 이어주고 있

으며 다리에서 바라보는 답십리 풍경은 특별한 전망대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아래 양쪽으로 펼쳐지는 인도는 사계절을 감각할 수 있는 언덕을 배경으로 길게 

뻗어 있어 인공적인 도로와 묘한 대조를 이룬다. 힐스포파크 옹벽 일대는 상당히 긴 

벽이 이어져 흡사 산을 오르는 착각마저 일으킨다.

가로등 외에는 상점이나 불빛이 없어 밤에는 어두침침하고 낮에는 다소 지루한 도

보이다. 이 옹벽에 영화의 거리였던 과거의 추억들을 환기하는 파노라마 영상설치

로 현재와 과거, 현실과 영화라는 서로 다른 장소를 중첩시켜 새로운 장소적 체험

을 제안하고자 한다.

작품설명

<거울정원>은 다수의 프로젝트를 이용한 영상설치로 모든 것이 디스플레이 되는 

스펙터클로서의 도시 환경에 대한 사색이다. 사진 꼴라주로 만든 애니메이션 영상

은 두루마기처럼 펼쳐져 환등상적 이미지를 보여준다. 풍경 속 도시를 배회하는 우

비 소녀를 통해 ‘산책자’의 시선으로 풍경을 기록함으로써 시민적 공간이자 “개인

의 고유한 특성이 사라지고, 점차 탈개인화되는 익명적 공간”인 대도시를 보여준

다. 도시는 기억, 욕망, 기호 등 수많은 것들의 총체이며 경제학에서 설명하는 교환

의 장소인 동시에 언어, 욕망,추억들도 교환되는 장소이다. 

<거울 정원>의 이야기는 계속 형태를 취했다가 사라지는, 디스토피아적 도시 속에 

숨어 있는 유토피아적 도시들의 이미지가 중첩되어 펼쳐진다. 만화경을 보듯 이러

한 도시의 다양한 외적인 인상을 ‘수집’하는 산책자의 시선을 따라가며 ‘본다는 것’

과 ‘보여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기 전에 이미 내가 보여지는 

존재가 되는 거울 세계에서 상호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질문하며 이성으로

는 포착되지 않는 풍경을 향유하는 감각을 나누고자 한다.

세부계획

길게 이어지는 옹벽에 LED 전광판을 다수 설치하여 옹벽일대를 일종의 야외 극장

처럼 구성한다. LED전광판은 실내용 외에도 실외용이 시판중인데, 가령 인천 문학

구장에 설치된 삼성 LED 사이니지 XPS 시리즈는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고해상

도로 낮에도 선명하게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동대문구 정희정

정희정

거울정원 (가제)

장소는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물리적인 의미에서 사회는 하나의 장소

이며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곧 이 장소에 대해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거울정원>은 이러한 구조화된 장소에서 도시를 활보하는 산책에 대한 이야기이다. 

공간에 중첩되어 존재하는 다른 시간성, 다른 차원을 보기 위해, 규정된 길이 아닌 길

로의 산책을 제안한다.

대상자치구 동대문구(답십리로 209 일대(힐스포파크 옹벽))

공모유형 작품설치

지원유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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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성도 뛰어나 C3 오염 테스트를 통해 회로 오염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온도와 

습도, 그리고 염도 및 안개 테스트를 거쳐 다양한 날씨 조건과 습기와 부식 요소에 

노출 시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강화된 성능을 갖고 있다. 평면 외뿐 아니

라 곡면도 가능하며 다양한 사이즈로 구성이 가능하다. 

제안서에는 옹벽 일대 3군데를 나누어서 제안서를 냈는데 LED 스크린 자체가 가

변크기로 제작 가능하여 위치에 맞게 설치 가능하다. 제안서에 합성한 작업은 환등

상 시리즈 중 일부로 산수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벌거벗은 섬>이며, 영화적 거

리에 적합한 파노라마 영상을 설치할 예정이다.



403402 코로나19 서울공공미술 100개의 아이디어

기대효과

답십리 촬영소라는 역사적인 장소성의 이야기를 복구하고 단순한 도보가 아닌 걷기

의 감각을 회복하는 산책로가 되어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재는 어둡고 지루한 도보길일 수 있지만 공공미술을 통해 다양한 시각적 볼거리

로 지역적 자부심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위치적으로도 차후 문화적 콘텐츠의 결

합이 용이한 위치로 옹벽일대는 답십리의 얼굴로 여러 길을 이어주는 교차로이다. 

이는 과거에 영화의 거리로서 가졌던 장소적 특성외에도 누구나 걷고 싶은 길이 될 

수 있는 랜드마크로 변모할 수 있는 지점이라 생각한다.

2019 <판타스마고리아>공모선정, 서울시청 하늘광장갤러리, 서울 개인전

2016 <종이달 Paper Moon>공모선정 ,평촌아트홀,안양

<개인극장> 공모선정, 미디어극장 아이공, 서울

<돌연한 황홀경>공모선정, 스페이스 22,서울

개인전

개인전

개인전

2013 <청산별곡>공모선정, 평촌아트홀, 안양

<밤과 낮>공모선정, 관훈갤러리, 서울

개인전

개인전

2019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미디어월, 광주 단체전

2018 없는 풍경 A bizarre scene 전, 성북예술가압장, 서울 단체전

2015 시간수집자 Time Collector, 2015 생생화화, 경기도 미술관, 안산 단체전

2020 살과 거울, 20회 서울국제대안영상예술페스티발, 서울 상영

동대문구 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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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박경린    큐레이터

풍경을 상상하는 방식

정희정은 ‘풍경’을 주제로 회화, 사진, 영상 작업을 아우르며 다양한 변주를 해오고 있

다. 작가에게 있어서 풍경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풍경을 바라보는 주체와 풍

경 그 자체인 대상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

에 대한 이해다. 

정희정은 풍경을 바라보며 풍경 그 자체를 감상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풍

경을 이해하는 방식 그 자체를 다룸으로써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탐구를 진

행한다. 

작가는 장소를 바라보면서 작가의 시선이 풍경을 통해서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하는데, 이러한 감각의 차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험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풍경 그 자체를 화면에 옮김으로써 대상을 관찰하거나 그것을 통해 사유하

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상상이나 해석을 통해서 내재화된 풍경을 만들어내는 변이의 

과정을 거친다. 관람자가 마주하는 것은 때로 작가가 ‘발견하는’ 풍경이지만 궁극적으

로는 ‘상상으로 만들어낸’ 가공의 풍경이면서  현실과 상상 그 사이에서 폭포수처럼 이

미지의 풍경을 쏟아내는 거대한 파노라마이다. 

정희정은 그 대상지로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를 선택했다. 답십리는 1960년대 한국 

영화의 산실이었던 촬영소가 있던 장소이다. 예전 촬영소가 있던 장소에는 산을 이어

주는 구름다리가 있고, 그 아래를 가로지르는 언덕을 따라 도보가 이어져 있다. 길게 

이어진 회색빛 옹벽 사이를 걸어가다  보면 마치 회색 산을 오르는 착각을 일으키게 한

다. 때로 멋진 풍광을 우연히 산책자에게 선물하기도 하는 그 길은 대부분의 일상에서

는 지루한 도시의 풍경으로 기억되는 길이다. 

<거울정원>은 이 길에 LED 패널을 설치하여 일종의 야외극장을 만든다. 사진 꼴라주 

형태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영상은 두루마기 처럼 펼쳐진다. 영상 속에서 등장하는 

우비를 입은 소녀는 도시를 걷는 사람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며, 소녀의 시선을 따라

가며 관람자는 함께 영상으로 펼쳐지는 도시를 따라 산책한다. 답십리의 과거와 현재, 

디스토피아적 도시의 단면과 유토피아적 상상, 산수화의 현대적 상상을 빗댄 다양한 

이미지의 꼴라쥬들이 연이어 펼쳐지며 그 자체로 과거의 영화(英華)를 재현하며 영화

(映畫)적 상상력을 무채색의 풍경에 화려한 색으로 덧입힌다. 이를 통해 작가는 본다

는 것과 보여지는 대상이 된다는 것, 주체와 객체의 상호 관계 속에서 완성되어가는 도

시의 풍경을 하나의 거울이 비유하며 부지불식간에 뒤엉키는 두 대상간의 관계가 만

들어내는 풍경에 주목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풍경도 변한다. 변한 풍경에 따라 누군가의 기억도 변한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바라본 것이 어떠한 풍경이었는지 그 자세한 생김은 잊혀진다. 

그러나 그 공간을 지나갔던 기억과 함께 남은 풍경의 잔상들은 감정의 흔적과 함께 

남아 실제보다 강력한 상상과 현실 사이의 풍경을 만들어낸다. 정희정의 <거울정원>

은 도시의 산책자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맞닥드림으로 현실과 가상의 경계에서 감각

의 경험을 확장시킨다. 때로 풍경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유하는 모든 과정의 다

른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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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 한강대교의 아치 형태와 조화되는 자연 형태 즉, 우리나라의 영구적인 자연석(보령

오석)을 이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 동양화의 묵색을 표현할 수 있는 오석을 이용하여 수도산과 서달산 능선에 있는 

정자로부터 동작구에 있는 대표적 고건축물인 용양봉저정까지의 물길을 조각함

으로써 수묵화의 이미지를 가진 입체적 조각으로 표현하였다.

- 수직적인 폭포 물(水) 표현은 수도산과 서달산의 정자에서 시작하여 동작구 한강

대교 아래를 흐르는 한강(水)과 상징적으로 연결되도록 표현하여 동작구의 랜드

마크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

작품설명

- 정 자국의 흰색에서 연마할수록 청묵에 가까워지는 오석은 다양하고 풍부한 색감

을 드러내는 재료로, 우리 산천의 이미지를 흑백대비를 이용하여 한 폭의 수묵화 

같은 입체 조각으로 표현하였다.

- 동작구의 수도산과 서달산 사이의 이름 모를 정자에서 떨어지는 생명의 원천인 

물줄기를 수직적인 폭포로 표현하고, 아래에는 동작구의 문화재 용양봉저정을 입

체적으로 조각하여 지리적으로 동작구의 상징적인 대표성을 강조하였다.

- 작품 하단부 용양봉저정 아래를 흐르는 한강의 운무(물안개)를 구름 모양의 민화적

형태로 표현하여 단순함을 피하고 전체적으로 입체 회화를 보는 듯한 시각적 효

과를 유도하였다.

세부계획

- 전체 규격 6000mm x 4000mm 중심부에 국내산 보령 오석 (규격 2000 x 

1500 x 5000(H) mm) 을 수직으로 반을 제거한 후 단면을 연마하여 검정색으로 

처리하고 시선 높이에 동작구의 문화재인 용양정저정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 오석의 상단부는 팔각정을 조각하고 수직으로 긴 폭포를 음각으로 표현하여 상단

부와 하단부로 연결하여 폭포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 조각된 건축물 주변은 정으로 쪼아 숲의 이미지(흰색)로 조각하고, 용양봉저정의

지붕의 검은색과 대비 효과를 유발하여 전체적으로 동양적 수묵화의 이미지를 표

현하였다.

- 전체 규격 6000mm x 4000mm 의 중심에서 타원형으로 구름 모양(한강의 운무

(雲舞)) 형태로 제작하여 균형감 있게 배치함으로써 작품의 시각적 안정감을 부

여 하였다. 

동작구 권창남

권창남

그 곳에 가면...

고향 산천의 풍경이나 여행을 통해 느낀 우리 산천의 이미지를 오석이라는 물질을 통

해 한 폭의 동양화적 입체 조각으로 표현하였다.

대상자치구 동작구(한강대교 중반-동작구 노량진동)

공모유형 작품설치

지원유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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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모형 우측면 이미지>

동작구 권창남

<작품 전체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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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모형 원경 이미지>

동작구 권창남

<작품 모형 좌측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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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한강대교 아치형의 교각 사이에 서정적인 한 폭의 수묵화 같은 입체 조각은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향수를 불러오는 역할을 하고 동작구의 대표 고건축물(용양봉저

정)을 조각함으로써 한강대교의 특색있는 랜드마크적 역할을 기대한다.

- 모던한 조각보다 우리 정서가 담긴 동양화적 입체 조각을 보여줌으로써 반전과 

카타르시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 야간 조명시 더욱 뚜렷한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한 이미지는 한강대교를 지나

가는 운전자(관람객)들에게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것

으로 기대한다.

- 추후 건설될 백년다리 하단부에서 아래로 조사하는 조명효과는 갤러리에서 작품

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줄 것이다. 또한 본 장소는 도로상 유턴 장소이며, 50km과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서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수월하게 작품 감상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백년 다리와 노들섬 공원화 계획으로 인해 차안에서 뿐

만 아니라 보행자의 시각으로도 작품감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낙우 조각회 회장

한국미술협회

한국 조각가협회

서울대학교 출강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상명대학교 예술대학 대학원(조각전공) 졸업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국립현대미술관) 수상

2020 권창남 개인전, 갤러리 마리 초대전 외 12회 개인전

2020 낙우조각회전, 금보성 아트센터 외 260여회 단체전

2019 KAFA (일산 킨택스 3홀 A5) 외 7회 아트페어

과천 제비울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미술은행) 

익산 돌 문화 프로젝트 공모(공공미술) 당선(익산시)

덴마크 코펜하겐 시청사(서울시 교류조형물 당선)

2019 제1회 춘천 조각 심포지움(공공미술) 춘천시

작품소장

작품소장

작품소장

작품소장

동작구 권창남

<작품 모형 야경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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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배혜정    독립 큐레이터

두 가지 세계, 하나의 시선

권창남의 작품은 두 개의 항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 세계들로 연속되는 듯 보인다. 자

연과 집, 돌과 수묵, 모더니즘과 버내큘러... 연달아 떠오르는 단어의 항들은 오랫동안 

돌과 함께 해온 조각가의 그리움과 열정을 담고 있다.

자연과 집

권창남의 작품 세계를 양분하자면 풍류로 대변되는 아버지의 세계와 규방 가구로 대

변되는 어머니의 세계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세계는 산수와 어우러진 우리네 고건

축으로, 후자의 세계는 이름도 정겨운 반닫이 가구로 나타난다. 이 두 가지 세계는 그 

색채도 다르다. 아버지의 세계가 오석을 이용해(때로는 사암으로) 무채색 내지 단색

의 단단함과 강인함으로 구성된다면 어머니의 세계는 하얀빛, 분홍빛, 옥빛에 이르기

까지... 색도 참 곱다. 

권창남, 〈그리움-그곳에 가면...〉, 64×28×52cm, 대리석, 2020.

돌과 수목

이 한데 묶일 수 없는 듯한 두 단어가 함께 쓰이는 이유는 권창남이 다루는 재료의 하

나가 오석이기 때문이다. 오석은 채굴했을 때는 불규칙한 깨짐으로 인해 밝은 빛을 띠

지만 연마할수록 매끈한 검은 돌로 변한다. 해서 조각가의 고된 손길이 오가는 정도는 

산수의 묵 빛과도 같이 명암의 깊이를 만들어 낸다. 수묵의 명암이 한 세계를 창조하듯 

권창남의 오석은 산과 정자, 바람과 폭포, 안개를 담는다. 그러나 수묵화가 먹과 물, 화

지와 붓의 어울림으로 만들어내는 그 세계를 작가는 쪼아내고 연마하는 끈질긴 근성

으로, 돌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만들어 낸다. 하여 이 세계는 오석이 천년을 가듯 견고

하고 강하며, 흔들리지 않는 피안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곳에 가면...〉, 시안 이미지

모더니즘과 버내큘러

〈그곳에 가면...〉은 아버지의 세계인 자연을 보여주지만 그 구성은 모더니즘의 시각 언

어와 버내큘러, 즉 한국의 토속적인 건축을 아울러 보여준다. 높이가 5미터에 이르는, 

벽이라 할 만한 암흑의 검은 석면을 가로지르는 하얀 폭포의 실선은, 거대한 화폭에 

한 줄기 선으로 인간의 숭고함을 표현하고자 했던 바넷 뉴먼(Barnett Newman)의 회

화를 떠올리게 한다. 회화와 돌조각이라는 다른 매체임에도 뉴먼의 숭고가 이 조각에

서 느껴지는 것은 이 미끈한 석면과 그 위를 가로지르는 하얀 선이 그토록 인고의 쪼

아냄과 연마질, 즉 조각가의 신체가 길고 긴 시간을 돌과 맞대어 만들어낸다는 점에

서 기인하는 듯하다. 조각의 상부가 이렇듯 암시적으로, 즉 추상적으로 조각가의 존재

를 드러낸다면 작품의 위와 아래, 팔각정과 용양봉저정(한강대교 남단에 위치한, 정조 

때 지어진 누정으로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 현륭원을 찾을 때 노들강 배다리

를 가설하는 동안 쉬던 곳) 부분은 돌을 극복하는 작가의 노고를 그대로 드러내는 부

분이다. 작가는 오석이 자신을 훈련시켰다고 말한다. 그 돌의 단단함이 쉽게 조각가에

게 곁을 내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 고됨으로 인해 조수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한

다.) 그럼에도 그는 이 강한 돌을 쪼아 광화문을 비롯 다채로운 우리네 건축물을 오석

에 담아 왔다. 백색의 숲을 배경으로 떠오르는 이 누정의 이미지는 한강 배다리를 건

너면서 아버지를 그리던 정조를 떠올리게 하는 동시에 한강대교를 지나는, 일상과 삶

에 고된 이들을 품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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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서울등>은 쉽고 직관적이며 강한 시각적 존재감을 가지는 랜드마크형 설치물입

니다.

작업을 시작하면서 두가지에 주안점을 두었는데, 첫번째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미술

은 쉽고 직관적이어야한다는 점이고, 두번째는 대상지인 동작구의 랜드마크의 부재

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등>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보던 달이나 풍선, 공처럼 익숙하고 단순한 구(

球) 형태이지만 위치한 장소와 스케일, 색 등을 낯설게 하면서 “친숙하지만 어디에

서도 본적이 없는” 느낌을 주고자 했습니다. 이런 신기함과 궁금증은 곧 강렬한 느

낌과 기억으로 남기 때문에 이 일대는 나름의 장소성과 독특한 시각적 이미지를 획

득하게 됩니다. 랜드마크의 또 다른 조건인 가시성은 서울의 중심부 한강에 위치한 

본 대상지에서 갖추기 수월한 것이었습니다. 대상지에서 수직으로 15미터만 올라

가면 동쪽으로는 반포, 서쪽으로는 여의도와 마포에서도 보이고, 서울의 두 동맥인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에서도 보입니다. 이로써 <서울등>은 서울시 전체에서 보

이는 원경(遠景)의 지리적 좌표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작품설명

<서울등>은 발광하는 거대한 구를 한강 상공에 띄우는 작업입니다. 기능에 따른 모

양을 가진 것도 아니고 유체역학적이지도 않은 본 작업은 순수하게 그것이 주는 현

상만을 전하는 오브제입니다.

낮과 밤에 모두 일정량의 빛을 발광하도록 하여 표면에 명암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 

구가 3차원의 물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2차원의 원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존재

하는 도시는 3차원의 물리적 장소이고, <서울등>이 발광하는 빛도 그 3차원의 도

시를 비추지만, 정작 그 발광체인 <서울등>은 표면이 매끄러운 2차원으로 인식됩

니다. 이는 착시를 이용해 도시 경관을 배경으로 하는 ‘차원의 콜라쥬’ 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본 작업을 우리가 아는 인공물이나 자연물과 구분되게 하면서 고유성

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상공에서 “아름다운 이물질”로 존재하며 우리가 시각적으로 도시를 

인식하는 경험에 한겹의 재미를 더하고자 합니다.

동작구 박기범

박기범

서울등

지역사회의 시각적 이미지와 지리적 좌표성(랜드마크) 획득

대상자치구 동작구(한강대교 중반-동작구 노량진동)

공모유형 작품설치

지원유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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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

규격 (단면도 참조)

지름 12m 구(球), 길이 30m 줄

헬륨충전된 기상관측용풍선으로 부력 확보

모듈화된 경량 플라스틱 프레임으로 구 제작(아우라돔 aura dome-축구공 제작원

리)

외피로 나일론직물

소재 및 설비 (단면도 참조)

외피: 이중방수방오처리(PU코팅, 테프론코팅), UV처리 나일론직물

구(球)형 프레임: 경량 재생플라스틱 모듈

내부기체주머니: 라텍스 기상관측용풍선(최대지름 15m)x3EA

줄: 투명 PE합사 10호(ø0.52mm, 인장강도 50kg)x6EA

조명: 플렉시블 LED 모듈 제작 및 조립

전원: 한강대교 전력공유(불가 시 태양광발전패널과 비상배터리 설치)

기체농도감지기: 부력 상시 감지용

외부신호 송수신기: 기체농도와 조명조도 조절용

전원선: 감지기와 송수신기, LED에 전원공급용

에어펌프: 기체 보충 및 교체용

권취기: 악천후, 기체 보충 및 수리를 위한 승하강용

목업 계획

2주간 1/4 스케일로 제작하여 공기역학, 방수성능, 자외선, 조명 등에 대한 성능/

내구성테스트 실행

장소 후보지: 한강 하류 백마도(경기도 김포시) 또는 한강 상류 팔당팔화수변공원

(경기 하남시) 등

*추후 작품 해체시 가방(예: freitag), 공산품 등 2차 생산품 제작에 활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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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서울등>을 통해 동작구는 서울시 전체에서 시각적/지리적 좌표성 획득하게 됩

니다.

<서울등>은 서울 중심의 상공에서 도시를 비추는 큰 ‘등’으로써 강렬한 시각적 영

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한강대교와 노들섬은 물론이고 여의도 한강공원, 이촌 한강

공원, 반포한강공원 등 멀리에서도 동작구의 랜드마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한강

대교를 지나는 시민들뿐 아니라 노들로나 올림픽대로를 이용해동작구를 지나는 시

민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기억속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게 합니다. 큰 스

케일의 랜드마크인 <서울등>은 근경뿐만 아니라 원경에서도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한강대교와 노들섬, 한강, 강변의 건물들 그 자체를 비추는 <서울등>은 서울시민

과 서울을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도심으로 진입할때 보이는 경관에 포인트를 

더해줌으로써 기존에 서울시가 갖고 있는 대표이미지들(광화문과 북악산, 남산 서

울타워, 롯데타워 등)에 못지 않은 파급력을 가진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입니다.

아울러 인접한 한강변과 노들섬에 유입인구가 늘면서 인근의 동작구 상권도 활성

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프리랜서 건축가/작가

2020 프랑스 Nicolas Dorval-Bory Architectes 근무

2019 스위스 멘드리지오 건축아카데미 건축학 석사, 스위스 건축사 취득

2015-2017 프랑스 Dominique Perrault Architecture, Manuelle Gautrand Architecture 근무

2015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사

2014 서울시 건축상 대학생부문 - 우수상 수상

소개글

 박경린    큐레이터

일상을 비트는 둥근 빛, 서울을 비추다 

강변북로를 따라 도로를 달리며 시시각각 변하는 서울의 모습을 보며  새삼스레 이 도

시를 즐기는 즐거움에 대해 생각한다. 새벽의 안개 낀 도시의 희미함, 안개가 걷히고 

난 뒤 햇빛을 가득 담은 강물의 일렁거림, 청명한 하늘과  분홍빛으로 달아오르는 두

근거림, 그리고 어둠이 내리고 난 뒤 도시를 가득채우는 불빛의 고요함까지. 한강을 품

은 서울은 날마다 다채로운 모습으로 변화한다. 박기범 작가의 <서울등>은 서울의 가

장 중심이 되는 노들섬을 배경으로 한다. 동작구와 용산구를 가로지르는 노들섬의 한

가운데, 서울의 대표적 상징 중 하나인 한강대교 사이에 커다란 등을 하늘에 띄우는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서울등>은 커다란 구의 형태로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달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단순한 형태에 높은 주목도를 가진 이 구조물은 직관적이고 강렬한 시각적 존재감을 

지닌 랜드마크형 설치물로 계획되었다. 약 15m의 높이로 제작될 예정인 본 설치물은 

동쪽으로는 반포, 서쪽으로는 여의도와 마포에서도 바로 보이며 서울을 횡단하는 강

과 북의 대로를 끼고 있다. 크기와 위치, 가시성의 측면에서 서울의 좌표적 기능을 하

게 될 <서울등>은 공공미술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에 쉽고 직관적이어야 한

다는 작가의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일상의 풍경에 떠오른 커다란 빛은 평범함을 낯설음으로 변화시킨다. 3차원의 

커다란 물체는 낮에도 지지않는다. 낮과 밤 모두 일정량의 빛을 발광하도록 조정되어 

표면에 명암을 남기지 않는다. 이로써 3차원의 구는 2차원의 평면이 되어 관람자에게 

인식된다. 3차원으로 이루어진 이 도시에서, 2차원이 평면이 존재함으로 생겨나는 기

이함, 낮에도 지지 않는 빛을 바라보는 이질감은 모두 도시를 소요하는 사람들에게 특

별한 순간을 공유하는 체험의 장으로 인도한다. 이를 두고 작가는 서울 한복한의 상공

에 떠오른 “아름다운 이물질”로서 도시를 인식하는 경험에 대해 재미를 더하는 요소

가 된다고 설명한다. 

서울을 동과 서로 가로지르는  한강의 한가운데,  남산에서 관악산까지 이르는 남과 북

의 축 가운데에 위치한 <서울등>의  장소성은 도시를 경험하는 방식에 대한 다양한 요

소를 증폭시키는 요소가 된다. 도보에서부터 자동차, 때로는 비행기에서 까지 도시를 

바라보는 방식은 관람자가 위치한 곳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진다. <서울등>은 하나의 

조형물을 넘어서서 마치 등대처럼 가야하는 곳, 내가 지금 위치하는 곳을 가늠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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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할 수행하며, 한강철교, 도시의 빌딩, 산의 능선 등 다양한 지리적, 환경적 위치가 

중첩되며 도시 이미지를 재생산해내는 매체가 된다. 

그리고 다시 <서울등>을 바라보는 한 사람의 개인으로 돌아가본다. 누군가에게는 집

에서 매일 보는 풍경을 다르게 하는 기억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한강을 거닐며 어딘가 

슬픈 기분이 드는 오늘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그 빛이 비추던 특

별한 순간을 기억하게 하는 매개가 될 것이다. 그 빛이 없던 어제와, 빛나던 오늘, 그리

고 그것이 사라지고 난 뒤  추억이 되는 그 모든 순간까지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기억

으로 다시 만들어진다. 일상을 비트는 둥근 빛, 그 빛은 삶을 다시 비추며 도시 위에 놓

인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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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수

High Diver

인간은 열정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도전할 때 역동적인 느낌을 가진다.

작품은 불안을 딛고 희망을 향해 비상하는 인간의 내적 역동성을 존재로서 형상화

하였다.

대상자치구 동작구(한강대교 중반-동작구 노량진동)

공모유형 작품설치, 도시환경 개선

지원유형 개인

기획의도

청아하고 고결한 기품을 가진 백로의 비상처럼 어두운 시대적 상황을 딛고 미래를 

향해 열정과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비상하는 인간의 살아있는 내적 역동성을 높은 

곳에서 다이빙하는 인간의 형상을 통해 표현하였다. 작품의 색은 동작구와 희망과 

미래를 상징하는 파랑색으로 적용하였다. 동작구의 핵심이념인 행복, 사람, 사랑, 기

상을 향해 작품은 다이빙하고 있다.

한강을 가르며 지역과 지역을 잇는 다리위에 설치되어 사람들이 작품을 보고 작품

에서 의도한 인간의 소중한 가치들에 대해 느끼고 우리의 사회가 사랑으로 가득 차

길 바란다.

‘동작구’과 ‘작품’의 핵심개념이 일치하고, 설치지역의 중요성과 아름다운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한강대교와 동작구의 상징적 조형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품설명

인간은 열정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도전할 때 역동적인 느낌을 가진다. 

작품은 불안을 딛고 희망을 향해 비상하는 인간의 내적 역동성을 존재로서 형상화

하였다. 원형적인 인간형상에 자동차도색을 하여 현대적인 느낌으로 표현하였다.

세부계획

소재

1. 작품 설치규모에 따라 브론즈, 스테인레스 단조 중 택.

2. 마감 후 우레탄 페인트로 도색.

3. 좌대는 역동적 형태의 구조물(미정) 이며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

4. 설치장소에 기초를 타설하고 좌대와 작품을 연결후 기초에 고정.

5. 조명 설치 후 조경 마감.

사이즈

1안: 5x45x60(h)cm, 브론즈(주물)+좌대 1000x1000x3000(h)cm, 스테인레스

2안: 165x100x130(h)cm, 스테인레스(단조)+좌대 1000x1000x3000(h)cm, 스테

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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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관람객 효과

동작구의 상징인 힘차게 비상하는 청아한 백로처럼 동작구의 핵심이념인 행복, 사

람, 사랑, 기상을 향해 작품은 다이빙하고 있다.

한강을 가르며 지역과 지역을 잇는 다리위에 설치되어 관람객인 일상의 사람들이 

작품을 보고 작품에서 의도한 인간의 소중한 가치들에 대해 느끼고 떠올리고 가득 

채워 사람이 동네가 사회가 사랑으로 가득 하길 바란다.

상징적 효과

‘동작구’과 ‘작품’의 핵심개념이 일치하고, 설치지역의 중요성과 아름다운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한강대교와 동작구를 대표하는 상징적 조형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

한다.

현 성신여자대학교, 충남대학교 출강

2020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박사과정 재학중

2011 University College London, Slade M.F.A졸업

2007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대학원 졸업

2005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개인전 5회 및 단체전 60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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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박순영    문화예술기획자

변경수의 <High Diver>는 비상하는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동작구의 한

강대교 남단 끝지점을 대상지로 제안한 공공미술품이다. 작가가 의도하는 바는 “불안

을 딛고 희망을 향해 비상하는 인간의 내적 역동성” 을 표현하는 것이다. 다이버는 실

제 사람크기와 유사하게 제작되어서 그 곳을 지나는 많은 이들이 마주하는 순간 약간

의 당혹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누구나 그렇듯 한강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는 인간을 목

격하게 되면 굉장히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킬 텐데, 그것은 마치 ‘앗’ 하는 외마디 비명

조차 하지 못할 ‘멈춤’과도 같은 일종의 경직된 반응일 것이다. 

비상하는 인간을 통해 희망과 생동감, 그리고 도전과 열정을 전하는 것이 작가의 의

도인데, 과연 우리가 맞닥뜨리는 광경에서 이러한 느낌을 잘 전달받을 수 있을까. 물

론 가능한 일이다. 작품이 지니고 있는 운동성을 의식적인 차원이 아닌 감각의 차원에

서 받아들이면 말이다. 

뛰어 ‘내림’ 과 비상의 ‘오름’ 은 방향성이 상반되지만 둘 다 허공을 향해 뛰는 운동, 

즉 박찰 때 발생하는 운동성은 동일하다. 따라서 방향이 분화되기 이전의 이러한 운

동성이 작품에서 표현된다면 우리는 다이버에게서 비상의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다.

<High Diver>는 2012년도에 개최한 개인전(UNC갤러리, 서울)에서 처음 선보인 작

품으로 동작구의 핵심이념인 “행복, 사람, 사랑, 기상” 과 일맥상통하여 제안하게 된 

작품이다. 물론 원작이 지닌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색채와 크기만 특정 장소에 맞

춰서 새롭게 제작될 것이다. 

작품의 조형요소를 살펴보면 우선, 형태의 측면에서 인체의 형상을 기반으로 하지만 

사실적인 묘사를 과감하게 배제하였기 때문에 원형적인 인간형상에 가깝다. 다시 말

해 얼핏 보거나 순식간에 지나치더라도 인간이라는 인상을 정확하게 갖게 된다. 더불

어 그 동세까지도 명확하게 말이다. 이를 위해 실제사람크기로 보일 수 있도록 인체

를 1.2배 확대한 크기로 제작되고, 특히 버스창에서 쉽게 보이도록 약 3.5미터정도 높

이의 좌대 위에 설치된다. 다음으로, 동세의 측면을 보면 작품은 뛰어내림의 동작을 

취하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동세이기 때문에 ‘움직임’ 의 느낌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작가는 인체의 본질적인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한 다음,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조합해서 하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여기서 조합에 대한 설명

이 조금 필요하겠다. 움직임과 정지는 상반된 운동이지만 이 둘이 만나는 지점은 분

명히 존재한다. 이 지점은 두 영역을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손으로 짚어 내거나 눈으

로 확인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스프링에 매달린 쇠구슬이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잠깐 멈출 때가 있는데, 그

때 머무는 지점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하지만 조각물은 실제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조작이 필요하다. 이는 어떤 기계적

인 조작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설명으로 전달되는 부분도 아니다. 오로지 작

가가 손으로 형상을 빚으면서 각각의 부분들을 조합할 때 무수히 많은 지점들 중 감

각적으로 한 지점을 선택하게 되는 일종의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능력이라

고 봐야 한다. 이러한 작가의 조작으로 우리는 뛰어내리는 다이버에게서 비상의 운동

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색채의 측면을 보면 붉은색의 원작과 달리 본 작품은 푸른색으로 제작된

다. 푸른색은 동작구의 상징색이기도 하다. 둘의 색채는 다르지만 작가가 부여한 의미

는 동일하다. 물론 붉은색의 열정과 푸른색의 열정이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도 있

지만 이는 가시적인 차이일 뿐 의미의 차원에서 작품이 지닌 열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푸른색은 열정을 비롯하여 이상, 자유로움, 순수함 등의 의미도 갖고 있지만 무엇보다 

하늘의 푸르름을 닮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여름날 맑은 하늘의 진한 파랑이 좀 더 정확

한 표현일 듯하다. 작가는 색채의 차이를 포용하고 형상의 표면에서 푸름의 깊이를 드

러내기 위해 작가가 고안한 독창적인 도장법을 적용할 것이다. 

작품이 설치되는 좌대는 금속의 느낌을 지닌 여러 개의 사각기둥으로 되어 있으며 솟

아오르는 듯 기울어져 있어서 도시의 이미지와 속도감을 한껏 끌어올린다. 작가는 좌

대가 지닌 조형성으로 현대사회의 불안감과 도시적인 환경을 표현하고 이를 발판삼아 

비상하는 다이버를 통해 우리에게 희망과 열정, 용기를 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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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영

물과 바람의 노래

동작구의 이미지를 조형적인 형태와 색채로 재해석하여 상징화 했다

대상자치구 동작구(한강대교 중반-동작구 노량진동)

공모유형 작품설치

지원유형 개인

기획의도

동작구의 이미지를 조형적으로 형상화하여 사업장소에 드나드는 많은 내외국민

들에게 동작구에 대한 시원하고 청량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공하고 서울 도심 한가

운데에서 만나는 예술작품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과 시각적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작품설명

동작구는 구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한강이남지역이다. 

동작구에는 사육신묘와 같은 유적지들과 컵밥거리등 여러 가지 명소들이 있다. 이

러한 대표적인 명소들은 대부분 노량진에 위치해 있고 노량진이라 하면 누구나 가

장 먼저 노량진 수산시장을 떠올린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서울시민의 오랜 정서적 안식처이자 상인들의 삶의 애환이 녹

아있는 터전으로 현재는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매우 높다. 

노량진 수산시장과 한강변에 위치한 지리적 특징 바탕으로하여 한강 강변의 바람

과 물, 노량진 수산시장을 동작구의 대표이미지로 생각하고 이를 조형적으로 구성

하였다. 

물과 바람의 느낌을 스테인리스 스틸 판재를 절곡시켜 표현하고 물과 바람의 색을 

파란색 계열(코발트 블루, 혹은 울트라마린)로 채색하여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을 

시각화 하려고 한다. 

세부계획

1. 스테인리스 스틸 판재를 절곡, 용접하여 구조물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실제의 

형태로 재현한다.

2. 무광 파란색 우레탄도장으로 도색작업을 마무리 한다. 

3. 사이즈는 4300X4500X6500mm으로 하여 제작한다. 

4. 대상지 위치에 먼저 기초공사를 다지고 앙카작업을 하여 단단히 고정하고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한다. 

5. 조명은 바닥 4개 지점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켜지

도록 장치하여 밤에도 작품이 빛에 의해 드러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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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한강대교를 통해 동작구를 오가는 내외국민에게  동작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조

형물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함으로서 동작구의 시원하고 청량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혼잡한 서울의 도심 한복판에서 예술작품을 만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15 독일 뮌스터 미술대학 Kunst Akademie Muenster, 마이스터 슐러, (조각) by Prof. 

Ayse Erkmen

2014 독일 뮌스터 미술대학 Kunst Akademie Muenster, Diplom 졸업 (석사과정)

2013 독일 뮌스터 미술대학 Kunst Akademie Muenster, 마이스터 슐러,(공공미술) by 

Prof. M,D Loebbert

2003 성신 여자 대학교 조소과 졸업

2019 VISIBLE- INVISIBLE 아트스페이스 그로브, 서울 (전시지원) 개인전

2017 Blind-기억을 꺼내다, 아트스페이스 플러스크, 서울 개인전

2015 Forest of Wind, 베베어카 파빌리온, 뮌스터, 독일 (전시지원) 개인전

2013 Revealing , 쿠바 쿨투어, 뮌스터, 독일 (전시지원) 개인전

2020 Here we are, 수창청춘맨숀, 대구 단체전

2019 미술관옆 아뜰리에전, 가나어린이 미술관, 가나장흥아트파크, 양주

달리보기-이면의 풍경, 인사아트센터, 서울

단체전

단체전

2018 제5회 의정부 예술의 전당 신진작가공모전, 의정부 예술의 전당, 의정부

얼굴보다 작은, 아트스페이스 플러스크, 서울

단체전

단체전

2017 포트폴리오 박람회 선정작가전, 서울예술재단, 서울 단체전

2016 10qm, Buibui Bilk, 뒤셀도르프, 독일 단체전

2015 Leuchtende Archiskulptur, 홈웍 갤러리, 뮌스터,독일 단체전

2014 Diamonds and Pearls, 에블린 드류스 갤러리, 함부르크, 독일 단체전

2013 Kunst im Hof 2013, 담메, 독일 단체전

2012 DIE DA IST MIT DER DA DA UND… 쿤스트페어라인메란, 메라노, 이탈리아 단체전

2011 Temporaeres fuer Erinnerungen, 하우스홀터만, 쿤스트페어라인알렌, 알렌, 독일 단체전

2010 Second Home Pro 단체전

동작구 손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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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수진    예술기획자, 램프랩 디렉터

손지영은 서울의 중심인 구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한강이남 지역인 동작구 권역에 물

과 바람을 상징하는 날렵하고 추상적인 형태의 조형물을 제안하였다. 이는 평소 자신

의 작가적 관심사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간의 긴장감’을 공공미술 설치 대상

지의 특성과 연결시켜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한강대교 위에 설치될 대형 조형물인 

<물과 바람의 노래>는 빛에 의해 드러나거나 혹은 숨겨지는 오브제의 형태에 대한 관

심을 확장시켜서 한강 위에서 만나는 물과 바람을 상기시킨다.

도시의 물과 바람은 이 프로젝트를 계획한 예술가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2018

년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92%가 도시에서 거주하고 생활한다. 면적으

로 보면 16.6%의 땅에 열에 아홉 명이 살고 있는 것이다.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몰려 

살아 보니 도시는 늘 수직을 꿈꾼다. 한강변을 연달아 메워 나가는 고층 건물의 군락

들을 바라보며 서울에 한강이 없다면 어땠을지 잠시 생각해 본다. 쉼표가 사라진 도

시, 해가 뜨고 지는 빛의 기울기를 관찰할 수 있는 거리를 잃게 된 서울은 상상만으로

도 고통이다. 

물길이 있는 곳에 바람길이 함께 한다. 한강은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보물이며, 밀집된 도시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자연이다. 물과 바람을 가까

이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서울은 숨 쉴 만한 곳이다. 손지영의 <물과 바람의 노래

>는 어디에서 심호흡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작품이다. 멀리 해가 오르고 기우는 하

늘 빛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곳,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흐르는 물과 바람이 있는 

그 곳에서 우리는 지치지 않는 발걸음을 내딛기 위한 숨고르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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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공공예술을 고민하며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1.대규모 공간의 공공예술의 수요자는 특정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에서 공

사복장 또는 새벽에도 24시간 누구나 관람이 가능해야 하는 점에서 공공예술은 일

상에서의 관람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청년 작가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방 구석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

는 질문에서 작가들에게 소규모 공간을 제공하고 자신만의 전시를 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청년작가들의 실험적인 전시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작가의 생각을 주민을 위한 워크숍으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피드

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서 워크숍을 통해 작가와 주민이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결을 통한 커뮤니티 형성(작가-주민,주민-주민)에도 기여할 수 있

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일상관람 - 청년작가 - 커뮤니티]의 과정을 통해 공공예술의 시각적 소비와 함께 

경험적 소비가 활발히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여 일십백천(一 十 百 千)을 기획했

습니다.

작품설명

‘일십백천(一 十 百 千)’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히고설킨 이상적인 프로젝트

입니다. 반면 불가능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다닌 결과 5공

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물론 20개 넘게 돌아다녔지만..) 그리고 직

접 운영하고 있는 망원동의 전시공간(@so.one_introspace)에서도 [전시이후 워크

숍]이라는 컨셉으로 전시를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전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십백천(一 十 百 千)’은 [유휴공간-청년작가-주민참여]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공

공예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어가는 상가들과 방구석 작품을 두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작가들과 동네의 주민들을 연결시켜주는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한 동네의 10공간을 오랜기간 점유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24시간 

5개월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공간으로 동네의 일상이 될 수 있고, 전시공간에서 주민

대상 10인 이하의 소규모워크숍을 진행함으로서 작가-주민, 주민-주민 간의 커뮤니

티가 형성 및 유지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세부계획

sogroup가 제출한 것은 ‘일십백천 운영계획서’로 6개월 사업일정과 4억 예산으로 

다른 동네에서도 가능한 프로젝트 매뉴얼로 구성했습니다.

마포구 sogroup

sogroup

일십백천(一 十 百 千): 1동네 10공간(유휴) 100작가(작품) 

1000주민(워크숍)

코로나 시대, 공공예술로 유지되는 우리동네 커뮤니티 ‘일십백천’은 동네에서 비어있

는 1층 상가 10공간을 단기임대해서 전시공간으로 조성하고 100명의 작가를 모집하

여 릴레이식 전시를 하며 작가의 워크숍을 1000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입니

다. 반년 가까이 진행되는 전시기간 동안 일상관람을 통한 시각적 소비뿐만 아니라 소

규모워크숍을 통한 경험적 소비를 통해 공공예술에서 오랜기간 공간을 점유하는 형

태로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활동명(팀명) sogroup

대상자치구 마포구 (자유)

공모유형 공간조성 및 전시, 주민참여 공동체 활동

지원유형 팀

팀 김지수

이인수 예술작가/공간조성 및 기획

한정훈 사회적 경제/공간섭외 및 조닝

백하은 스토리텔링/영상아카이브

이민영 공간설계/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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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운영계획서에는 일정>예산>10공간/100작가/1000주민 각각의 [모집방안-

진행사항-운영방안]>기록방안으로 나누어 세부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기록방안은 크게 2가지입니다. 전시기간 동안 운영되는 1)SNS(BLOG)와 2)홈페이

지 그리고, 전시가 끝난 후 제작되는 3)도록과 4)다큐멘터리입니다. 

1. SNS(BLOG)

instagram을 통한 생생한 전시진행사항과 이벤트 알림 & 블로그 게시물을 통한 

홍보 및 매일 기록 

2. 홈페이지

공간 위치 정보, 작가 전시 정보, 워크숍 참여 정보를 제공하여 워크숍을 신청할 수 

있는 역할

3. 도록

표지/일십백천 소개/1동네(망원동)/10공간(1층상가)/100작가(전시)/

1000주민(워크숍)의 목차구성으로 (사진 위주의 책으로 500page 예정) 

4. 다큐멘터리

매일 찍는 영상과 매월 10분간의 영상편집으로 총 60분의 영상을 기록하여 ‘공공

예술’에 질문을 던지는 다큐멘터리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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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일십백천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점은 3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첫째, 공간을 점유했다는 점에서 행정 지원을 통한 민간 소유 공간에 대한 가능성. 

공공재에서만 행해지는 공공예술이 아닌, 민간 소유 특히 상가 건물의 단기임대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보다 일상적인 공간으로 침투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

습니다. 

둘째, 작가가 전시와 워크숍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공공예술에서의 소통과 커뮤니

티 형성 가능성. 

작가가 전시로 끝나는 것이 아닌 다른 작가가 와서 자신의 워크숍을 들을 수도 있

고 주민 드로잉 모임에서 참여할 수도 있는 커뮤니티 형성과 유지에 시사하는 바

가 있습니다. 

셋째, 동네 구석구석 주민들의 일상에서 예술을 접했다는 점에서 공공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의 가능성.

공간의 특성상 메인도로에만 있는 것이 아닌 동네 구석구석 자리잡아 주민 전체

가 일상에서 관람이 가능하여 공공예술을 체감함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동안 작가와 워크숍 참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설문조사

를 통해 프로젝트가 시사하는 바를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알

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망원동 이외 다른 동네에서도 해당 프로젝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마

포구가 시도한공공예술로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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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배혜정    독립 큐레이터

다시 쓰는 공공미술이야기

소그룹(sogroup)의 이번 프로젝트 〈일십백천(一十百千)〉은 제목 그대로, 망원동이라

는 ‘한’ 동네의 ‘열’ 개의 유휴공간에서 ‘백’ 명의 작가의 작업을 통해 ‘천’ 명의 주민들

과 소통하는 것이다. 비어있는 상가 건물 등 동네 생활공간에서 청년 작가들이 전시와 

워크숍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미술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기획이다. 준비과정에서 

작가들은 이미 다섯 공간에서 긍정적인 답을 들었다고 한다. 6개월이 채 되지 않을 단

기임대에 (물론 20곳 넘는 공간을 돌아다녔다고는 하지만) 네 곳 중 한 곳 꼴로 긍정

적인 답변을 내놓았다는 이야기에 훈훈한 한 편, 가슴에 훅 찬바람이 지난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업의 위기에 이어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어가고 있다는 인식이 후한 임

대 인심을 낳은 것은 아닌가 싶어서다. (물론 작가들은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공

간을 임대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확실하지 않은 프로젝트 관련 단기 임대를 염두에 둔

다는 것은 안정적인 장기 임대에 대한 희망이 적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도시의 유휴공간을 찾아내고 작가들이 주민과 함께 예술 활동을 벌인다는 것은 새

로운 일은 아니다. 1980년대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장미셸 바스키아(Jean-Michel 

Basquiat), 제니 홀저(Jenny Holzer), 키키 스미스(Kiki Smith)를 비롯 많은 미술가들

로 구성된 코랩(Colab)의 미술가들은 비어있던 시 소유의 건물을 자신들의 작품으로 

가득 채웠고 행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지하철역 출입구에서의 호객행위도 마다하지 

않았다. 인접 지역의 가까운 예로 1990년대 이후 홍대 앞 놀이터와 거리에는 미대학생

이 주축이 된 ‘거리미술전’이 있었고 작가들이 직접 자신의 작품을 들고 나와 벼룩시

장을 만든 ‘프리마켓’이 2002년에 시작되어 최근까지도 운영되고 있다.1 

소그룹은 구성원이 모두 20대로, 한 명의 미술작가와 건축 및 도시재생 전공자 셋, 사

회학 전공자로 구성되었다. 이 프로젝트가 얼핏 위와 같은 미술사와 지역의 예술 사례

를 떠올리게 만들기는 하지만 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좀 다르다. 먼저 이들의 출발

점이 좀 달라 보인다. 건축과 도시재생에 관심을 둔 구성원들이 포함된 만큼 문제에 

대한 진단은 구체적이다. 도시나 동네 그 자체가 얼마나 공공적인지에 대한 문제의식

이 그것이다. 망원동은 녹지, 공원 등 공공 공간의 비율이 낮은 지역 중 하나다. 그리

고 공공에 침투하는 지점을 비어있는 상가 등으로 설정함으로서 이들의 전투력은 더 

향상된다. 땅값이 저렴한 곳이나 유휴시설에 주로 들어서는 공공 미술관은 입지가 멀

고 미술관 특유의 거리감과 장벽으로 대중을 낯설게 만든다. 그러나 집 앞 상가는 말 

그대로 날마다 오가는 곳이다. 츄리닝에 슬리퍼 차림이 어색하지 않은 장소인 것이다. 

또한 지금 이 시기에 이들의 활동은 특별한 효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유례없던 청년실

업의 시기에 전염병까지 덮치면서 실업과 경기 침체는 가장 가깝고 평범한 일상에서 

목도된다. 일반적인 구직은 물론이거니와 청년 미술작가에게 전시 기회가 감소되었고 

전시를 하더라도 모객이 여의치 않다. 거리 상가는 많은 수가 임대문의 연락처를 써 붙

인 채 비워진지 오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십백천〉은 동네 구석구석의 상가 1층을 

활용한다. 흔히 전면 창으로 된 1층의 작은 상가 점포는 따로 홍보하지 않아도 자연스

럽게 동네 주민들이 오가는 곳으로 접근성과 가시성이 뛰어나다. 굳이 들어가지 않아

도 충분히 작품 감상이 가능하다. 또한 공간 하나 당 1명의 작가가 10명 내외의 주민과

의 워크숍을 진행함으로써 모임의 형태와 규모를 조절할 수 있다(방역의 단계에 따라 

활동의 형태는 바꾸어야 할 수 있겠지만 한 장소에서 한 작가가 10명 내외의 주민들과 

작업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인원 제한이나 온라인 작업과 같은 방식을 사용해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그룹의 일원이 현재 운영 중인 공간 소원(So.one)을 통해 이미 이들은 마을 공동체 

사무소라는 꿈의 일정 부분을 실천 중에 있기도 하다. 소그룹의 목표는 사회 속에서 필

요를 찾아내고 그에 따른(소그룹의 ‘so’는 영어로 ‘따라서’를 의미한다) 답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한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거리는 비었고 거리두

기는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코로나 블루는 우

리 삶을 잠식해 가고 있다. 거리두기는 한동안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우리의 삶또한 계

속되어야 한다. 우리 삶의 최소한의 활동 영역이 내 집 앞, 우리 동네이다. 소그룹의 〈

일십백천〉은 이 집 앞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이다. 우리 집 앞에서 내가 지나는 공간에 

나에게 건네는 가장 가까운 위로의 형태로 예술이 찾아오는 것이다. 언제나 예술은 우

리 옆에서 삶의 숨통을 열어주고 생각의 경계를 확장해 주었다. 이렇게 예술은 또 지

금 우리 옆에 있다. 

1) 거리미술전은 학생들이 주축이 되는 행사의 성격 상 고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 등은 없는 듯하며 현재

까지의 운영여부는 알 수 없다. 프리마켓은 2002년 시작된 이후 운영주체가 2010년 사회적기업으로 변모해 현

재에 이른다. 단, 올해는 코로나 관련으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https://freemarket.or.kr/ (2020년 12월 

20일 접속) 이러한 거리에서의 예술 활동의 긴 역사 만큼이나 한편에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된 그림자가 드리워

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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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수

MAGICAL PLANET (우주적 조우遭遇)

21c 한국, 서울. 예술과 젊음으로 상징 되는 홍대 중심 거리에 느닷없이 나타난 7개의 

행성들. 현실 속에 비현실적인 시.공간과의 조우(contact)를 통해 인류의 우주적 존

재의 의미를 환기시킨다.

대상자치구 마포구(걷고싶은거리, 축제거리)

공모유형 작품설치, 공간조성 및 전시, 주민참여 공동체 활동

지원유형 개인

기획의도

코로나로 인한 펜데믹과 혼란스러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앞에 갑자기 나타난 “우

주적 조우”를 담은 조형물을 통해 비현실적인 시각,공간을 조성함으로서 예술로 현

실을 환기시키는 기회를 공유하며 전시기간동안 작가의 라이브 푸어링 페인팅 퍼포

먼스와 직접 이 기법을 경험할수 있는 시민 참여형 워크샵을 준비해 시민들이 관람

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크리에이터로써 전시에 주체적으로 개입함으로서 상호작

용을 통해 완성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이다.

작품설명

추상미술의 표현기법인 푸어링 아트(Pouring-Art)를 이용해 색(color), 빛(Light), 

형상(Form) 미술의 3요소를 담은 대형 행성들이 홍대의 페스티발 거리에 설치되

는 이 프로젝트는 의미는 다르지만 남미의 문학장르인 <마술적 사실주의>와도 같

이 현실 속에 자연스럽게 비현실의 시공간을 구현한다. 

마치 영화 컨택트에서 지구인들 앞에 느닷없이 나타난 외계 생명체와의 조우처럼 

익숙한 거리의 풍경이 드라마틱한 공간으로 재해석 되어 시민들에게 낯설고 놀라

운, 마치 꿈을 꾸는 듯한 순간을 함께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세부계획

1안: 직경 1M에서 3M에 이르는 7개의 다양한 크기의 대형 아크릴 구체 위에 안료

와 바인더를 혼합, 흘러내리는 방법으로 구현되는 푸어링 페인팅 기법을 통해 7개

의 컬러풀한 행성들이 완성되고 내부에는 조명을 설치해 야간시 내부에서 빛을 발

하는 조형물을 완성한다.

제작은 충주의 물감공장(섭외완료)에서 제작되어 이동되는 방식이며 제작시기까지 

기술적인 부분에서 더욱 발전시킬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2안: 여러개의 조형물이 아닌 단독의 행성을 대형을 제작할 경우 대형 투명 큐브안

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기념물적인 (monument)느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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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어처로 제작한 행성들

- 아래의 이미지는 홍대 거리에 설치되었을 모습을 낮과 밤으로 이미지와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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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SNS를 활용하여 제작 단계부터 모든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기대감을 높이고 전시 

오픈시 클래식과 일렉트로닉 음악가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공연과 함께 제

작 방식을 직접 시연하는 작가의 라이브 퍼포먼스와 전시기간중 지원자들을 선발

하여 직접 푸어링 페인팅을 이용한 소형 조형물을 제작하는 워크샵과 결과물이 전

시되는 참여형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과 미술의 메카인 홍대의 중심에서 구현되는 

공공미술을 완성함으로써 랜드마크로써의 역활과 글로벌한 홍보 효과를 기대한다.

서울과 유럽에서 활동중인 작가 호수 HOSU

프랑스 앙굴렘 유러피안 대학 석사 졸업

프랑스 앙굴렘 유러피안 대학 학사 졸업

2019 날 보러와요, 돈의문박물관, 서울, 한국 개인전

2018 ‘The Hosu Portrait’, Renaissance Hotel Marriott, Paris. France 개인전

2017 Blossom, Paris, France

Blossom prologue, Seoul, Korea

개인전

개인전

2008 Analog chimpanzee garden, Seoul, Korea 개인전

2014 Galerie XXIV, Angoulême, France 단체전

2013 France Novembre vitry, Paris, France 단체전

마포구 김호수

여러개의 조형물이 아닌 단독의 행성을 대형을 제작할 경우 대형 투명 큐브안에 설

치하는 방법으로 기념물적인 (monument)느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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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옥금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김호수의 마술적 행성 MAGICAL PLANET과 우주적 조우

2020년 우리 삶에 커다란 변곡점이 된 세계적인 대유행 코로나19가 전세계를 뒤덮었

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호수 작가는 일상의 소음과 사람들과 꽉 들어찼던 도시의 공원

과 거리를 배경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캔버스 혹은 종이 위에 주로 인

물의 머리카락과 얼굴의 주름과 피부톤까지 세밀하게 디테일을 묘사하는 사실주의적

인 인물 회화 위주의 작업을 통해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 왔으며, 수채 물감을 이

용하여 능숙한 붓질로 그린 일러스트 작업을 병행해온 작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기

존의 작업방식과는 개념적, 조형적 접근이 상이한 새로운 실험을 시도한다. 이번 코로

나19 서울공공미술 프로젝트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그의 작업은 퍼블릭 아트와 회화 

작업을 접목하고, 회화가 갖는 화면 안에서의 물성을 공유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반

영되었다. 여기서 작가는 관람자와 적극적인 소통에 중점을 두는데 이는 공공미술이

라는 작업의 특성뿐만 아니라 그가 회화 작업과 병행해 온 일러스트작업이 태생적으

로 갖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맺어지는 창작자와 감상자 사이의 상호관계성을 중요하

게 생각하고 있기때문이다. 

<마술적인 행성, Magical Planet (우주적 조우)>는 캔버스에 물감을 붓는 행위인 푸

어링(pouring)아트와 조형물이 결합된 형태의 작업이다. 작가는 서울의 홍대앞이라는 

장소선정의 이유에 대해 무엇보다 작가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의 작업실이 그

곳에 위치해 있고, 홍대 지역이 가진 젊음과 예술의 거리라는 상징성과 복합적이고 독

특한 정체성을 염두에 두었음을 밝혔다. 홍대앞은 현대 도시의 역사를 관통하면서 미

술대학, 미술학원, 대안공간, 크고 작은 작가들의 작업실 등으로 대변되는 미술문화라

는 하나의 축과 클럽, 인디 밴드, 인디 레이블, 언더그라운드 밴드 등이 주축이 된 대중

문화와 연결되는 또 다른 축, 그리고 소비위주의 상업 문화가 혼재하는 다양한 요소들

이 뒤섞이면서 복잡다단하고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

 김호수는 홍대의 골목과 그 사이에 위치한 작은 공터 혹은 공원같은 장소를 작품의 배

경으로 설정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텅 비어 버린 채 낯선 공간으로 변해버린 

현재의 시간을 비현실적인 시공간으로 변환시키고자 한다. <마술적인 행성, Magical 

Planet (우주적 조우)>을 구성하는 일곱 개의 구(sphere)는 우주 속의 행성을 상징한

다. 지구 온난화와 생태 파괴, 전염병의 대유행과 같은 재난 앞에서 인류 전체가 무기

력해지고 인간 능력의 한계에 대한 자각을 일깨우는 하나의 방법으로 작가는 인간이 

우주의 일부라는 인식을 환기시킨다. 일상의 공간에 불현듯 나타난 듯한 조형물이 설

치되고, 공공의 장소에서 전시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작가는 라이브 푸어링 페인팅 퍼

포먼스를 통해 물감이 부어지고 뿌려지는 제작과정을 하나의 공연으로 보여주고자 한

다. 또한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하면서 관람자의 역할

을 참여자로 적극 확장하고자 한다. 

비대면과 거리두기가 팬데믹의 상황을 살아가는 필수적인 삶의 방식이 되었지만 여

전히 우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예술과 마주하며 낯설고 유쾌한 예술적 상상력으로 보

이는 것 너머의 세계와 대면하길 꿈꾼다. 김호수의 작업은 매일 마주하는 일상적인 거

리를 상상의 공간으로 변모 시키고 마치 사람들이 행성과 행성 사이를 걸으며 그 속

을 산책하는 듯한 경험을 만들어낸다. 팬데믹의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우리의 삶 속에

서 이 같은 그의 작업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즐거운 스파크

를 촉발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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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의도치 않은 코로나 시대. 이 갑작스러운 위급 상황 속 사회적 거리두기로 섬처럼 

고립된 개개인들이 ‘거리’ 라는 퍼블릭한 공간을 자연스럽게 지나며 <동네 산책표

지판>의 다양한 메세지와 모바일로 접속해 감상할 수 있는 장소 특정적 음악을 통

해 다양한 감성들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작품설명

도시의 교통 표지판은 도로 위의 차량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이며 순수 

도형, 대비가 확실한 색상 그리고 명확한 문자로 이루어진 정보 전달형 공공시설물

이다. <동네 산책표지판>은 이 교통 표지판의 외형적 틀과 시스템을 기본으로 시

대와 도시를 주관적, 추상적으로 재해석하여 담아낸 메세지들과 시각적 상징들을 

좀 더 밀접하고 친숙한 동네의 보도(산책로)를 배경으로 하여 펼쳐진다. 또한 장소 

특정적인 음악을 제작하여 큐알 코드를 통해 접속, 동네를 산책하며 감상 할 수 있

게 유도한다.

세부계획

‘걷고싶은 거리’와 ‘축제거리’는 다채로운 행사와 공연이 주기적으로 벌어지는 유

동인구가 많은 거리이다. 또한 지하철역이 있는 대로로 부터 이어지는 ‘걷고싶은 

거리’ 와 ‘축제거리’ 를 메인으로하여 사이사이 골목길들이 모세혈관처럼 연결되

어 있는데 이 메인 스트리트와 골목길이 연결되는 지점에도 특정 동네 산책표지판

을 설치한다. 

동네 산책표지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길의 주변 환경을 반영하여 주요 색상을 표현한다 되도록이면 못을 박지 않고 설치

하되 튼튼하며 깨끗이 제거되도록 설치한다. 

산책하며 들을 수 있는 음악을 제작하여 표지판에 QR접속 코드 정보를 기입한다.

마포구 Ab Group(에이비 그룹) & KIM E KIM(김에김)

Ab Group(에이비 그룹)&KIM E KIM(김에김)

동네 산책 표지판

도시의 활력과 환기를 불러 일으키는 메세지(상징)와 음악들 

의도치 않은 코로나 시대. 이 갑작스러운 위급 상황 속 사회적 거리두기로 섬처럼 고

립된 개개인들이 ‘거리’ 라는 퍼블릭한 공간을 자연스럽게 지나며 <동네 산책표지판>

의 다양한 메세지와 모바일로 접속해 감상할 수 있는 장소 특정적 음악을 통해 다양

한 감성들을 느낄 수 있게 한다. 

활동명(팀명) Ab Group(에이비 그룹) & KIM E KIM(김에김)

대상자치구 마포구(걷고싶은거리, 축제거리)

공모유형 작품설치

지원유형 팀

팀 이혜연 총괄기획, 디자인

김종범 디자인, 제작설치 총괄

김다움 사운드 제작, 영상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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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동네 산책 게시판>은 도시를 베이스로한 일련의 시리즈 작업으로 이번에 제시하

는 장소는 마포구 홍대주변의 ‘걷고 싶은거리’와 ‘축제거리’ 일대이다. ‘걷고싶은 거

리’와 ‘축제 거리’는 마포구의 특화 거리들로, 관광객 밀접 지역이며 홍대거리의 활

기차고 젊은이미지의 상징들이다. 상업시설과 유동인구가 복잡하게 얽혀 하루 하

루 시계테옆처럼 돌아가던 거리가 갑작스런 재난으로 인해 겨울잠 자고있는 이 때, 

거리 곳곳에 <동네 산책 표지판>을 설치하여 다시 도약하려 준비하는 도시에 예술

적 상상력을 지렛대 삼아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고자 한다.

2015 프랙티스전, 갤러리 팩토리, 서울, 대한민국

2005-2010 그룹 노네임노샵 단체전 <이면공작 시나리오> 다수 단체전

2019-현재 광명 유-플래닛 건축물 미술작품 <오늘의 날씨> 공동기획 공동기획

2016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전 <미각의 미감> 전시디자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밀라노 트리엔날레 한국관 전시디자인, 이탈리아 밀라노

전시디자인

전시디자인

마포구 Ab Group(에이비 그룹) & KIM E KIM(김에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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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수진    예술기획자, 램프랩 디렉터 

사람이 태어나서 고개를 가누고 배를 밀고 몸을 일으켜서 첫 걸음을 뗄 때까지 대략 일 

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본격적인 걷기 활동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무거

운 뇌를 지탱할 만큼의 근력이 키워지고 외부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감

각기관이 발달하고, 뇌와 근육들이 협응하여 복잡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운

동 기술이 학습되어야 본격적인 걷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류에게 직립

보행이 가지는 의미가 커다란 뇌와 자유로운 손을 지니게 된 것이라면, 개인에게 걸음

은 자유 의지의 실현 가능성을 열어 준다. 자유롭게 걸을 수 있기에 집을 떠날 수도 미

지의 세계를 개척할 수도 있고, 그리하여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혜연의 <동네 산책 표지판>은 방문객이 많고 활기 찬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를 

낯설게 만드는 도전장이다. 걷기의 의미, 걷기의 약속, 걷기의 즐거움, 걷기의 지향점 

등 여러 가지 방법의 걷기를 제안한다. 디자이너 협업체와 함께 작업해온 작가는 색

과 형태의 변주로 만들어 낸 패턴을 활용한 스트리트 아트와 교통 표지판의 혼성적 

교배를 시도한다.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의 걷기는 목적지가 분명한 이동, 

일정 시간 동안의 어울림 등 이동인구만큼 다양한 양상을 띈다. 각기 다른 이유로 각

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물결 속에서 이혜연의 작품은 작고 신선한 울림

을 만들어 내는 시각적 종소리이다. 오래고 익숙한 도시를 산책하는 사람들에겐 그런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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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훈

36.5 Bench

36.5 Bench는 열화상 카메라의 열적외선 이미징 기술을 활용하여 인간의 온정을 비

유적으로 시각화한 ‘열화상 디스플레이 벤치’이다.

대상자치구 마포구(자유, 걷고싶은거리, 축제거리)

공모유형 작품설치

지원유형 개인

기획의도

언택트 시대에 타인과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온정의 나눔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공공 장소에서 타인과의 거리감을 두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공 미술 작품을 설

치하여 ‘언택트 온정 캠페인’을 진행 하고자합니다.

작품설명

사람이 의자에 앉았다가 자리를 비워도 잔열은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열화상 카메

라로 보면 더욱 뚜렷하게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체온은 생명력이 가지는 가장 

뚜렸한 존재감입니다. 비워둔 자리지만 온정이 남아 타인과 함께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LED스크린 패널로 직사각형 형태의 공공 벤치를 만들고 외부에 설치된 열화상 카

메라로 벤치를 실시간으로 촬영하여 맵핑하는 원리입니다.

세부계획

<열화상 카메라 잔열 테스트> (촬영영상링크: https://youtu.be/BUHX_xgX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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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용 열화상 카메라> 

<옥외용 LED전광 패널(모듈식)>

마포구 정승훈

< 설치 예시 >

유지보수, 내구성을 고려하여 옥외 전광판으로 사용되고 있는 LED디스플레이 패

널을 연결하여 벤치를 설계하고자 합니다. LED패널을 보호하고 열 전도율이 높아 

열화상 카메라에 잔열이 잘 보이는 강화유리로 커버를 만들고 열화상 카메라를 수

직으로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촬영되는 열화상 영상을 LED패널에 전송하게 됩니다.

사이즈: 가로180cm 세로50cm 높이6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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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코로나19 상황에 열화상 카메라는 다양한 곳에서 검역 열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 들어온 열화상 카메라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시민들에게 신선한 재미

와 의미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0 2020 바이오필리아, ACC_R, 국립이사이문화전당 

2019 제로원데이, 제로원, 현대자동차

2018 제로원데이, 제로원, 현대자동차

2017 다빈치크리에이티브, 금천예술공장

2016 다빈치아이디어마켓,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

2015 남송미디어아트展, 성남아트센터

2020 2020 ACC_R,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18 ZER01NE 1기, 현대자동차

2017 금천예술공장 8기, 서울문화재단

2020 제로원 얼룸나이 작품지원 선정, 제로원, 현대자동차

ACC_R 크리에이터스 작품지원 선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19 제로원 얼룸나이 작품지원 선정, 제로원, 현대자동차

2017 2017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전시지원 선정, 금천예술공장, 서울문화재단

소개글

박순영    문화예술기획자

닥드정(본명: 정승훈)의 <36.5 벤치>는 버스킹 공연과 퍼포먼스가 활발한 마포구의

‘걷고싶은거리’ 를 대상지로 제안한 공공미술품이다. ‘36.5’는 우리의 체온을 의미하

며, 벤치로 이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미디어아트 작품이다. 누구나 한번쯤 공공장소의 

의자에 앉았을 때 방금 전 사용한 사람의 잔열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 앉았다가 일어나면 그 자리에 체온이 남기 마련인데 그 온도를 눈에 보이게끔 

의자에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본 작품의 기본 형식이며, 이를 위해 열화상이미징

기술을 이용한다. 최근 건물 입구에서 체온측정을 위해 설치된 열화상카메라와 감지

된 체온을 재현하는 모니터를 자주 만나게 되는데 이를 작품에 응용한 것으로 이해하

면 될 것이다. 작가는 “언택트 시대에 서로의 온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본 작

품을 기획한 의도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벤치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여럿이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지금

은 사용금지표시가 있거나 한 사람만 앉을 수 있도록 한다. 사실 그런 제약이 없더라

도 이제 우리는 스스로 타인을 꺼리거나 피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태도는 앞으로도 당

분간 지속될 것이다. 자의든 타의든 이렇게 다른 이와의 접촉이 불편한 시대가 되었다. 

작가는 현시대에 차갑게 단절된 관계를 감성적인 차원에서 회복하고자 온기를 재현

하는 벤치를 제안한다. 여기서 재현되는 온기는 온도를 머금어서 직접적으로 전달하

는 방식은 아니다. 

벤치는 일반적인 직육면체로 되어 있지만 상부에는 강화유리가 보강된 LED전광패널

로 만들어져있고, 위편에 설치된 열화상카메라에서 앉은 사람을 촬영한 열감지영상이 

이 모니터에 재현됨으로써 체온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 앉아있던 사

람이 일어나면 앉았던 형태의 윤곽이 열감지이미지로 모니터에 보이는 방식인데, 우

리는 이를 체온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작가 닥드정은 그동안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영상작업을 수차례 진행하고 실험하면

서 기술적인 연구를 수행해왔다. 카메라에 감지된 열화상이미지는 개발자용 전문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양한 색조 변경이나 배색이 가능하다. 체온을 재현하는 수준을 

넘어서 여러 방식의 연출이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면, 여름이나 겨울 등 계절에 따라 변하는 온도를 감안하여 일정온도 범위만 

나타나게 하거나 다양한 컬러팔레트를 적용하여 색조를 다채롭게 기록하고 재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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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으며, 기록된 잔열 영상을 구동하여 보여줄 수도 있다. 또한 벤치를 이용하는 사

람, 말하자면 관객 또는 참여자가 될 텐데, 다양한 방식의 변주를 곁들여 그들의 참여

를 유도할 수도 있다.

작가는 자신을 “쓰잘머리 없는 예술을 하고 있는 닥드정” 이라고 소개한다. 그는 기술

에 기반한 작업을 하는 미디어아티스트이며, 자신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시각적인 

표현을 통해 관객과 함께 소통하고 유희하는 것” 이라고 말한다. 현대는 많은 부분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소비한다. 자연, 그리고 인간조차도 말이다. 이제는 그 규

모가 너무 커져서 지금과 같은 위기를 초래했다고 과학자나 환경 전문가들은 입을 모

은다. 자연이 주는 일종의 경고메시지라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생산을 위해 자연을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하는 것이 가장 쓰

잘머리 없는 일이라 볼 수도 있다. 작가가 말하는 쓰잘머리 없는 것들의 의미란 많은 것

들을 지나치게 도구화하거나 수단으로 파악하는 이 사회의 가치관에 대한 문제제기이

다. 당장 그의 작품만 보더라도 벤치만으로도 충분한데 여기에 LED패널을 매립하고 

앉은 자의 체온이 마치 남아있는 것처럼 재현하는 것은 용도의 차원에서 볼 때 그다지 

쓰잘머리 없는 것일지 모른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상기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가 제시하는 가상(열화상이미지)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작가가 말하는 쓸모없음은 오히려 쓸모있음의 다른 표현일지 모른다. 그는 예술에

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이러한 가치관이 용인되기를 희망한다. 많은 것을 얻

기 위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사는 것은 아닐까. 그 중 하나가 즐거움 같은 원

초적인 놀이의 가치일 것이다. 그는 자신의 벤치를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놀이방법

을 적용해서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쓸모없는 행위가 쓸모있는 가치를 회복하는 경험

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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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숨> 프로젝트

<숨>은 여성들의 숨소리를 중첩시켜 임시적이지만 거대한 풍경을 지어보는 소리 

퍼포먼스이다.

이것은 이전 작업 <한 숨과 긴 숨>(2019)에서 연결되는 작업이며, 여기에 커뮤니

티 활동을 위한 워크숍을 추가하여 참여자(여성1인 가구)들의 삶의 경험을 나누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이 프로젝트는 정상가족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여겨져 좀처럼 가시화되지 않

는 1인 여성 가구의 삶을 드러낸다. 그들이 삶을 사는 방식과 그 과정에서 사유한 것

들을 청해 듣는다. 이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서로의 미래이자 과거를 비추는 거울

이 되며, 그들의 삶을 드러내는 주체이자 대상이 된다.

비가시화 되던 그들의 이야기는 반투명 스크린을 통해 공공장소의 풍경과 블랜딩

되어 발화되며, 그들의 미약한 숨소리가 쌓여 만들어진 사운드 스케이프 역시 홍제

천 주변의 소리와 뒤섞이며 드러난다.

작품설명

1. 제작 형식: 3채널 영상, 사운드

참여자 워크숍을 통해 만들어진 퍼포먼스 영상 기록과 그들의 인터뷰 영상으로 구

성된 3채널 영상과 사운드

홍제천(인공폭포 앞)에 설치된 반투명한 스크린을 통해 발표

2. 제작 소요기간: 약 6개월 (워크숍 포함)

3. 작업 과정

참여자 워크숍(5회) > 퍼포먼스 및 인터뷰 기록 및 편집 > 작품설치 > 상영회

4. 작품 구성

3채널 영상 (10분 내외)

좌우의 2채널: 워크숍 5회차에 진행되는 <숨> 소리 퍼포먼스의 기록

중앙의 1채널: 참여자들의 개별 공간에서 진행한 인터뷰 (자막 삽입)

세부계획

세부계획 ppt  참조

서대문구 강지윤

강지윤

숨

여성들의 숨소리를 중첩시켜 임시적이지만 거대한 풍경을 지어보는 숨소리 합창 퍼

포먼스이다.

대상자치구 서대문구(홍제천)

공모유형 작품설치, 주민참여 공동체 활동

지원유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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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기대효과 및 성과

- 고립감을 느끼기 쉬운 여성 1인가구의 유대감 형성

: 서로의 미래이자 과거의 모습으로 서로를 인지

: 물리적, 현실적인 도움은 아니지만 정서적 안정감, 동질감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 일반 시민들에게는 정상가족의 의미를 재고해 보도록 함

: 미디어에서 일반적으로 다루어지는 4인 가족, 즉 정상가족의 이데올로기를 떨치  

  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함

: 정상가족의 프레임에서 벗어난 선택과 상황 역시 존중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미술에 대한 괴리감 또는 위화감 억제

: 반투명한 스크린 활용, 홍제천의 풍경을 투과시키면서 영상을 투사하는 방식

: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작 과정을 통해 공공미술과 지역주민의 괴리감 낮추기

- 고립과 연대에 대한 작가 본인의 기존 관심사 확장

: 2019년에 작업했던 <한 숨과 긴 숨>의 확장 버전으로, 그 때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

: 참여자들간의 관계를 쌓아올리는 워크숍을 통해 과정 중심적 작업으로 전환되

  기를 기대

2019 얼음의 언저리를 걷는 연습, 탈영역우정국 개인전

2017 아무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베타공간 반지하 개인전

2020 8 Artists Voyage, 성남아트센터 큐브미술관, 성남

새로운 균형, 부천문화재단, 부천

얼굴없는 것들과 마주하기, 아트랩반, 서울

2019 콜라콜라보, d/p, 서울

2018 사막, 요정, 샘, 서교예술실험센터

일부러 불편하게, 소마미술관, 서울

speaking text, spacexx, 서울 외 다수

소개글

이경미    독립 기획자

비가시적인 삶들이 조우하는 소리의 풍경.

홍제천의 조용히 흐르는 물 사이로 간이 스크린이 설치된다. 화면 안에는 15명의 여

성이 각자의 숨을 내뿜으며 소리를 만들어낸다. 누군가는 가쁜 숨을, 누군가는 느지막

하고 여린 숨을 내뿜는다. 얼굴 생김새와 나이가 다르듯 각기 다른 주체가 만들어내

는 숨소리는 서로 조응하며 홍제천의 풍경 안에서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를 만

들어낸다. 산책을 나온 시민들은 벤치에 앉거나 천을 따라 걸으면서 이 소리의 풍경

을 응시한다.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행위는 매우 일상적이다. 어떤 존재에게나 공평하게 수반되

는 필수적인 것이기에 역설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러나 숨소리에 

주목하자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았던 그 소리들이 저마나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 

미시적인 차이들로부터 개별 존재들을 인식할 수 있다면? 강지윤의 작업은 ‘숨소리’라

는 모티브를 통해 비가시적이던 존재를 드러내고 또 들여다보도록 한다. 

이 작업에서 퍼포먼스의 주체가 되는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이다. 정상가족의 범주 바깥에 놓인 1인 가구는 존재하나 세상밖에 잘 드러

나지 않는다. 그들의 삶은 사회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장려되는 ‘4인가족’ 형태에 위배

된다. 그래서 지역의 커뮤니티에서 쉽사리 소외되고 지워진다. 혼자살기를 택한 이유

는 무엇인가? 스스로를 더 잘 돌보기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고립되지 않고 타인/사회

와 건강한 거리 및 관계맺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성이자 1인 가구로서의 

삶은 사회적 안전망과 가족의 울타리 밖에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질문은 동시에 우리에게 물음을 던진다. “당신은 얼마나 ‘정상’이나 ‘평범’

이라는 사회적 기준 밖의 존재들을 외면하고 있는가?”  

작품 <숨>이 만들어낸 합창 퍼포먼스는 미묘한 차이를 지닌 소리의 결들이 서로 마

주하고 중첩되며 풍경을 만들어낸다. 정상과 평범의 범주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미약

한 존재와 그들의 삶을 드러내고, 심리적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 앞에서 연대의 가능

성을 보여준다. 여성이자 1인 가구라는 낱장의 개인들이 교류의 공동체로 바뀌는 순

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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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에 앞서 5회가량 선행된 워크숍은 참여자 15명이 사운드 및 움직임 과정을 함

께하며, 서로의 과거와 현재를 나누고 불투명한 미래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다. 이러한 관계 형성은 이후 퍼포먼스를 통해 1인 가구 여성들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

고 정서적인 동질감과 연대의 공동체로 확장되는 상황으로 발전한다. 한편 3개의 채

널 중 영상 하나는 그들의 삶에 관한 인터뷰와 사적인 공간을 담는다. 인터뷰 내에서 

유사한 문장이나 모습은 자막과 장면들로 서로 연결된다. 유사한 지점들이 서로 이어

지면서 개별적 삶들이 연결되는 구성은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경험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마스크 너머로 서로의 숨결과 호흡을 온전히 접할 수 없는 팬데믹 시대의 우리에겐 역

설적으로 타인의 온기가 더더욱 절실하다. 잘 드러나지 않던 여성 1인 가구의 삶은 “그

들의 미약한 숨소리가 쌓여 만들어진 사운드스케이프”를 통해 홍제천의 자연풍경 및 

소리와 뒤섞인다. 재난 앞에 인간의 취약함을 매일 확인해야하는 오늘, 그럼에도 불구

하고 우리가 여기에 함께 살고 있다는 그들의 자그마한 외침은 보는 이들에게도 일종

의 위로를 건네 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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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금

홍제천 안산 인공폭포 자락의 “반사 경(景)”

1. 홍제천 인공폭포 실제 풍경 이미지를 홍제천 길의 얽힌 이야기 “낙인 인간”(문화

콘텐츠닷컴-문화원형백과 서울 4대문 안 길 이름 2010)이란 글(부분발췌)과 서대문

구 안산 자락 풍경(인공폭포)을 소재로 새로운 이미지로 재구성, 재해석한 작품이다.

2. 풍경 이미지를 전통적인 예술 형식이 아닌 텍스트를 이용하여 구조주의적 태도로 

이미지를 분석, 해체, 재구성 단계를 거친 개념미술 작업이며, 공공 예술 형식에 맞추

어 시각 이미지를 물질화시킨다.

대상자치구 서대문구(홍제천)

공모유형 작품설치

지원유형 개인

기획의도

홍제천에 관한 텍스트를 이용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역사적 정보 제공과 아카이브 

기능이 같이 있는 작품이다.

기존의 작은 평면 작품에 공공이라는 현장성을 도입하여 시공간적 으로 변화하는 

계절의 풍경과 홍제천을 산책하는 정겨운 사람의 모습이 담겨지는 “반사 경” 작업

으로 시도된다.

난해한 현대시각예술이 작품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휴게 현장에서 관객이 직접 추

적함으로써 예술에 있어 표현 매체의 미적 무한한 가능성과 방법과 내용, 시간 공간

을 관람객과 작가가 함께 공유한다.

현대 미술의 창의적 태도로 시각 매체의 확장을 시도하고 대중 들에게 예술적 향수

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작품설명

장소: 홍제천 인공폭포 앞 휴게공간 1층 합성 목재로 된 벽(100ｍ 사이 공간 벽 중) 

(작품 위치 협의 가능)

내용: 홍제천의 얽힌 이야기 “낙인 인간”(문화콘텐츠닷컴-문화원형백과 서울 4대

문 안 길 이름 2010)이란 글(부분발췌)을 스테인리스 판재에 스테인리스 구슬을 글

자 대신 부착 시키는 작업이다.

미리 그려진 드로잉 위에 글자 대신 구슬을 달면 글자의 의미와 글자의 편집형식

은 사라지게 되고, 풍경의 이미지만 드러난다. 관객의 시선이 길게 늘어진 휴게 의

자 뒤, 안산 자락의 인공폭포 앞, 산책로의 모습을 포착한다. 동시에 순간의 움직임

에도 거울처럼 반사되는 이미지는 미끄러지듯 사라지고 새로운 이미지가 비치는

작업이다. “반사경” 작품은 외부 이미지들을 스스로 반사 시키면서 주변 이미지가 

밖으로 뻗어 나간다.

재료: 미러 스테인리스 판재, 7cm 스테인리스 구슬

크기: 가로 8M x 1.80M

세부계획

재료: 미러 스테인리스 판재, 7cm 스테인리스 구슬, 볼트

장소: 홍제천 인공폭포 앞 100m의 휴게 의자 뒤 8m벽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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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홍제천의 어원과 유래, 그리고 홍제천의 역사에 얽힌 이야기를 사용함으로써 지역 

홍보와 문화적 공공장소가 될 수 있다. 홍제천의 인공폭포의 풍경과 이를 소재로 

한 작품이 한 장소에 공존함으로써 시각적 풍요로움을 줄 수 있으며, 비교의 분석 

할 여유를 제공한다.

인터렉티브 작품은 아니지만, 소극적 태도로 관람객의 위치에 따라 앞(홍제천 인공

폭포)의 풍경이 능동, 수동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작품을 설치하는 장소가 물에 취약하므로 스테인리스 재질로 보존, 유지가 쉽다.

미술관 또는 갤러리의 역할이 관람객을 기다리는 영역에서 찾아가는 미술관으로 

개념이 확장된다.

2019 한없는 관용, 갤러리바톤, 서울 개인전

2016 오마주 투유-자본과 사랑, 갤러리바톤, 서울 개인전

2012 Homage to you, 선 컨템퍼러리 서울 개인전

2011 Typography+Transliteration, 닥터 박 갤러리, 양평 개인전

2020 서울 모두의 소장품,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흰 밤, 검은 낮, 경기도미술관, 안산

단체전

단체전

2019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50주년 기념전 <광장: 미술과 사회> 1900-2019, 국립현대미술

관, 과천

단체전

2018 씨실과 날실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단체전

서대문구 고산금

구현방식: 홍제천 휴게공간(100m) 중 50m의 긴 벤치 뒤 축대벽(가로 8m x 세로 

1.8m) 작품을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답사과정 중 발견한 구조는 철골 구조로 그 앞

에 합성 판재를 붙여 벽을 조성한다고 한다. 작품은 이 축대벽에 합성 판재와 더 아

래 구조 철골 구조를 사용할 예정이며, 스테인리스 볼트로 작품을 부착시켜 작품을

완성하려 한다.

작품의 사이는 가로, 8m x 세로 1.80m이다. 16개의 조각(가로 1m, 세로 0.9m) 분

리하여, 최종 연결된다. 만약 시간이 흐르고 작품을 탈착시킬 시 볼트만 제거하면 

되는 구조이다.

작품 전체 이미지

스테인리스 판재 컷팅 이미지

7cm 스테인리스 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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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아름    미술비평

기억을 비추는 풍경.

홍제천 인공폭포 앞 휴게 공간의 벽면에 물을 향해 길게 늘어선 벤치가 있다. 고산금 

작가는 이 벤치의 뒤 벽면에 안산 자락의 풍경화를 스테인리스 볼로 표현한 설치 작

품 <반사 경(景)>을 제안했다. 안산 자락 산세를 스테인리스 판재에 동일한 소재의 구

슬로 수 놓듯 새긴 벽면 설치 작업이다. 배경 면과 그 위로 알알이 박힌 구슬마다 홍제

천의 맑은 수면과 안산 자락의 풍경이 반사되어 산책하는 이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고산금 작가는 다독하는 작가다. 신문, 시, 소설, 법전, 유행가 가사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텍스트를 읽는다. 그리고 그때그때 작가에게 다가와 있는 상황에 맞는 텍

스트를 골라 캔버스에 옮기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작업에 임할 당시 자신과 자신을 둘

러싼 상황에 적절한 글을 선택하는 것이 작업의 주요한 과정이므로 작업의 과정은 일

단 작가 자신에게서 출발하는 사적인 아카이브의 과정이 된다. 그런데 이때 옮기는 과

정은 글자를 그대로 옮겨 적는 필사의 방식이 아니라 글자의 배치로 드러나는 텍스트

의 구조를 육화해 옮기는 조각의 과정에 가깝다. 글자 단위의 텍스트의 음소를 대신해 

캔버스 혹은 벽면에 박히는 것은 진주알과 스테인리스 구슬이다. 구슬 하나하나를 골

라내어 화폭에 붙이는 데 들어가는 수고로움과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는 수행적 행위

는 아카이브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 수반되는 각인의 행위를 떠올리게도 한다. 읽을 수 

있는 텍스트를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글자의 ‘자리’만 남기는 방식으로 약호화함으로 

인해 이 보이지 않는 글의 흔적은 텍스트의 정체를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더더욱 사

무치게 와 닿는 무엇이 된다.

 발표된 텍스트를 선택해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는 형상으로 약호화하는 작가의 번역 

작업은 공적인 기록을 사적인 아카이브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유의미한 텍스트를 읽

을 수 없는 물질적 구조로 형상화하는 데서 작가의 작업은 아카이브와 반 아카이브의 

경계, 사적인 아카이브와 공적인 아카이브의 경계에 놓인다.   

 작가가 본 작품을 위해 선택한 글은 서울의 길 이야기 중 홍제천의 이야기인 <낙인 인

간>이다. 돌아온 여성, ‘환향녀’에 대한 이야기다. 여기에는 1636년 병자호란 직후 청

나라에 인질로 잡혀갔던 여성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갖은 고생 끝에 고향으로 돌아온 

정절을 잃었다는 낙인이 찍힌 채 고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 억울한 

여성들에게 조정에서 내놓은 궁여지책은 “홍제천에서 몸을 씻고 오면 모든 것을 씻은 

새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마지 의도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일으킨 이에게 책

임을 묻고 형을 내리는 것과 같은 이러한 선고의 언술에서 시대의 상흔을 개인의 상흔

으로 감내해야 했던 당대 여성들의 슬픔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처지를 비관한 여

성들이 속옷 차림으로 홍제천에서 몸을 씻거나, 더러는 물에 몸을 던져 생을 마감했다

는 것이 이 이야기의 결말이다. 

이것은 실재했던 일들에 관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았다가, <반사 경

(景)>을 통해 공공의 장소에 나타난다. 사적으로 감내해야 했던 기억의 공적인 전환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번 작품에서 작가는 텍스트의 구조를 형상으로 옮기는 대신, 산

의 풍경에 담았다.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을 안산 자락의 산세가 한여름에 만져도 

얼음처럼 차가운 스테인리스 볼에 담겨 이 길을 지나는 오늘의 사람들 앞에 놓인다. 

아카이브의 지층에 담겨 있던 이야기, 오래전 여성들이 겪은 고초와 슬픔의 기억이 외

부 풍경을 반사하는 물성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다. 바라보는 이에게 그 자신의 눈을 되

돌려 비춰주는 스테인리스 볼의 표면은 가려져 있던 역사를 마주하는 경험을 내어준

다. 역사와 개인의 삶이 만났던 순간에 대한 진실의 조각이다. 작가는 이 조각을 발굴

해 공공의 장소에 내놓는다. 산책의 도중에 이곳에 다다라 벽면에 비치는 물의 풍경을 

보면서 관객들은 이 장소를 지나쳤을 많은 이들의 삶을 떠올려 보는 시간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반사 경(景)>이 시민들에게 내어주는 공공의 순간일 것이다. 



495494 코로나19 서울공공미술 100개의 아이디어서대문구 팀 에이트(team eight)

팀 에이트(team eight)

Time travel: Door to the future

서대문구 곳곳의 높은 전망대에 올라 내려다본 서대문구의 특징을 그래픽 아트 추상

화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도시전망과 마을분위기, 그리고 서대문구

를 둘러싼 구성원을 추상적인 아트를 통해 재해석 해보았으며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스토리를 담아 서대문구가 미래를 여는 문이 된다는 스토리 컨셉을 

부여한 아트테리어 작품입니다.

활동명(팀명) 팀 에이트(team eight)

대상자치구 서대문구(홍제천)

공모유형 작품설치, 공간조성 및 전시, 도시환경 개선, 주민참여 공동체 활동

지원유형 팀

팀 고태호

김선웅 기획/행정

기획의도

서대문구는 젊음과 열정, 그리고 따뜻함이 공존하는 마을입니다. 서대문구의 중심

에 서울의 대표적인 대학들과 시설들이 있어 젊은 도시를 느낄 수 있으며 다양하고 

많은 축제들이 끊이지 않아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또한 오밀조밀하게 주거지가 분

포되어있어 사람 냄세를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서대문구에서 거주하

면서 생활하며 느낀 추억이기도 합니다.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서대문구 곳곳의 높

은 전망대에 직접 올라가 전망대 위에서 내려다본 서대문구의 조망을 그래픽아트

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또한 작품 대상지인 홍제천에 방문하여 대상지 배경을 이해

하고 현재 진행되는 공사 전/후를 생각해보았습니다. 홍제천은 마치 다른 차원에 

도착한 것처럼 도심 속 새로운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도시 특성상 복잡한 소음과 반복적인 빌딩의 스카이라인이 빽빽한 느낌을 주는 반

면, 그 속의 새로운 차원이 있는 듯이 홍제천은 아름다운 폭포와 돌담, 풀숲 그리고 

다양한 동/식물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홍제천이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할 수 있

다는 호기심을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서대문이 홍제천의 본 작품을 통해 미래를 여

는 문(발전, 도약, 새로운 꿈, 가능성)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나마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작품 기획하였습니다.

작품설명

미래로 가는 문을 표현하기 위해 차원의 공간, 차원의 통로, 차원의 문을 연상할 수 

있는 느낌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작품이 공공미술의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소재 사용 가능성을 염두 하여 작업하였으며 디지털파사드, 미디어파사드의 역할

을 통해 미술작품과 디지털 기술 응용의 양 방향성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계획

되었습니다. 홍제천 전체적인 분위기와 색상이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도록 기존 

배경의 색상을 참고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서대문 대표적인 상징컬러인 녹색

을 바탕으로 다양한 응용색상을 사용하였습니다. 차갑지 않은 도시를 표현하고 싶

었기 때문에 따듯하면서 푸르른 색상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린 색상을 주 배경색

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내포된 작품의미로는 발전, 도약, 새로운 꿈, 가능성을 담았

으며드로잉 컨셉으로는 지속적인 연결(화합)을 바탕으로 한 아름다움의 표현을 중

점으로 두었습니다.

세부계획

1. 디지털 미디어가 활용된 정보체계 및 사인물

- 디지털 파사드를 통해 미디어 월 아트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시 작품 정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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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를 디지털 사인물로 표현함으로서 시민들에게 익숙한 정보체계나 사인물이 첨

단기능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을 경험하고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기획할 예

정입니다.

2. 미디어 파사드

- 난간, 벽면, 천장부 등에 미디어 파사드 연출하여 전체적인 조감부터 디테일한 부분

까지 첨단 소재가 활용 될 수 있도록 합니다. LED 조명 사용을 통한 프리즘아트는 

단순히 정지한 아트워크가 아닌 빛이 움직이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재활

용을 통해 미술작품이 생동감 있고 미래 지향적인 분위기로 연출 될 수 있도록 기

획할 예정입니다.

3. 투명 프리즘 컬러 아크릴 소재 조형물 부착

- 기둥 또는 벽면부에 아크릴 소재 조형물을 부착하여 입체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합

니다. 아크릴 소재 조형물은 빛이 투과되었을 때 빛 번짐을 통해 예술적인 연출이 가

능합니다. 아크릴 소재의 예술 보조 장치를 활용하여 대상지의 예술적인 표현을 적

극 표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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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1. 서대문구 도시/마을 브랜딩 효과

홍제천 대상지에 기획된 “Time travel : Door to the future” 작품은 서대문구의 

배경을 조사/연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홍제천의 공간을 예술작품

으로 연출 한 것처럼 나아가 서대문구 곳곳에 침체된 장소, 환경을 변화하고 응용 

할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아트워크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서대문구의 예술 상징 및 지역성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많은 사람들과 지

역 주민들이 예술을 향유하고 일상 속 예술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주민들의 예술적 스펙트럼에 기여

시민이 예술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흐름에 발맞추어 가까이에서 

예술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됩니다. 홍제천의 본 작

품이 시민의 예술적 스펙트럼에 기여하는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4. 첨단소재표현을 통한 예술장치의 지속 발전을 기대

예술작품의 표현과 기법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단순 아트워크를 넘어 

다양한 소재의 사용과 디지털미디어 예술표현을 통해 예술 수준의 지속발전을 기

대할 수 있습니다.

SBA 주최 “문화예술로 행복한 중소기업 만들기 프로젝트” 운영기관 대표직 수행

SBA주관, 27watt 주최 “기업-예술인 스페이스브랜딩 상생협력 프로젝트” 총괄

‘WE: 콜라보레이션 엑시비션(collaboration exhibition)’ 전시 총괄책임

‘WE: 콜라보레이션 엑시비션(collaboration exhibition)’ 전시 메인작가 참여

서울시 아이서울유 브랜드 파트너스 디자인지원 및 아트콜라보 프로모션 기획 총괄

대구문화교육박물관 인/아트테리어 컨설팅 및 프로젝트 기획/시공 총괄책임

군산대학교 황룡문화관 외부 대형아트테리어 기획/시공 총괄책임

기업 및 자치단체 아트시공 150건 이상 프로젝트 수행.

서대문구 팀 에이트(team eight)



501500 코로나19 서울공공미술 100개의 아이디어서대문구 팀 에이트(team eight)

소개글

양옥금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시간 여행.

2020년 세밑, 우리는 여전히 삶이 멈추어 버린 것 같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삶의 방식이 언택트 환경으로의 이동하고, 확진자 수가 매일의 상황을 확인하는 하나

의 바로미터가 되어가며, 아직은 마스크가 없는 대면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

서 도심 속 공원에서의 산책과 걷기는 잠시나마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환기 시킬 수 있

는 작지만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팀 에이트의 <시간 여행: 미래로 향한 문> 프로젝트는 도심 속의 자연을 대상으로 기

획된 공공미술 프로젝트이다. 팀 에이트는 프로젝트 그룹으로 5명의 작가와 디자이너

를 포함한 맴버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활동범위는 개인작업과 공공미술, 건축관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며 때때로 순수미술과 상업(특히 중소기업과의 협

업을 위주로 하는)과 접목하는 작업을 병행해 오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고태호 

작가를 포함한 2명의 맴버가 참여하였다. 고태호는 주로 전체 프로젝트의 기획과 작업

을 진행하고 나머지 맴버는 행정과 그 외 작업의 실현에 있어 수반되는 여러 실질적인 

사안들을 검토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팀 에이트의 이번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홍제천이 갖는 자연생태와 그곳에 새롭게 건

축되는 교량이라는 두 가지의 매우 다른 공간적 특성을 지닌 장소를 배경으로 한다. 

서울 서대문구의 홍제천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팀 에이트가 활동 기반을 서대문구에 

두고 있어 지리적으로 가깝고, 이 지역의 커뮤니티와 친숙하며 지역적인 특성을 이미 

잘 파악하고 있기때문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작업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진행되는 부

분은 미디어 파사드의 근간이 되는 그래픽작업이다. 그리고 이 작업을 구현하기 위한 

이미지는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풍경을 기본으로 하였다. 이 것

은 선(linear)적으로 흐르는 홍제천의 인상과 서대문구 지역 전체를 거시적으로 바라

보는 시점을 결합하여 다층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게 한다. 그래픽 

작업이 완성된 후 최종적인 결과물로 이들은 홍제천에 신설되는 교량의 난간에 미디

어 파사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실행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디지털 미디어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는 방식과 더불어LED전구을 활용하거나 기타 조명 등을 활용하는 대안적인 

방법을 동시에 구상하고 있다. 

<시간 여행: 미래로 향한 문>은 제목에서 보여지듯이 미래적 차원의 새로운 여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것은 전인류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을 회피하고자

는 것이 아니라 재난의 상황 속에서 미래를 모색하는 태도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

에게 현재를 극복할 수 있는 긍정의 에너지를 확산하고자 하는 메세지를 담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 도심 속의 하천공원인 홍제천을 둘러싸고 조성된 자연적인 요소

들과 건축적, 공간적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점에서 작가들은 강렬한 색감의 그래

픽적 이미지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작업이 주변의 자연 환경에 이질적으로 작용

하지 않도록 하고 여러 요소들 사이에서 흥미로운 대비(contrast)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 또한 교량 하단부에 교각의 일부처럼 보이는 아크릴 프리즘 기둥들은 

자연의 빛이 투과되면서 경쾌한 스펙트럼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홍제천 공원의 자연생태와 그곳에 신축되는 교량이라는 두 가지의 매우 다른 특성을 

지닌 장소를 배경으로 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팀 에이트는 일종의 모뉴멘탈한 조

형물을 설치하기 보다는 주어진 건축물 자체를 작업의 기본구조로 활용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그곳을 찾은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호흡할 수 있는 작품이 아

닌 하나의 ‘장소’를 만들고자 한다. 밀레니엄 시대가 열리고 꼭 20년을 맞는 2020년,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런 고난과 마주한 인류는 진화된 방법을 찾아 이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가능성들을 모

색하고 예술은 그 속에서 또 다른 역할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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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도시 계획의 방향과 상징

문화예술은 청년과 함께 지역 활성화에 효율적인 지원 대상으로 활용되어왔다. 지

자체는 우범지역을 활성화하고 명소화하기 위해 바람산에 청년과 문화예술을 지

원하는 기관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본 공공미술 사업의 대상지로 삼았다. 신촌 지

하철 역사와 기차역 사이 얕은 산에 위치한 해당 장소 인근에는 청년의 문화예술을 

위한 신촌문화발전소와 비지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청년창업거점, 그리고 삶에 다

양한 필요를 지원하는 신촌동 자치센터가 있으며, 어린이공원은 광장으로 탈바꿈

될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해당 장소의 미래에 구축될 광장의 성격과 상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광장은 정치적인 공간이며, 정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구축해나가는 것

이다.  일례로, 재정비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은 독점적으로 이용되는 공간을 덜어

내고  해당 장소에 역사적으로 있어왔던 정치성을 회복한 열린 공간의 좋은 예다. 

이와 달리, 바람산은 기존에 없던 욕구를 발명할 필요가 있는 장소이며, 능동적인 

정치에 접근할 수 있는 광장을 향한 상징은 필요하다. 공공미술을 통해 앞으로 변

화할 장소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개입할 수 있다. 이 상징은 사용자이자 생산자인 시

민뿐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는 지자체와 기관들, 그리고 자연 요소인 바람산

과 엮여있다.

작품설명

바람산 연립

<바람산 연립>는 바람산 어린이공원과 주변 공공기관의 외벽을 잇는 캣워크를 설

치해 이용가능한 새로운  동선과 외관을 만들고, 이 일대를 유기적으로 엮어 신촌 

지역에 새로운 상징을 부여하며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이다.

신촌은 주로 청년 1인 가구로 구성되고, 소비 중심의 유흥지라는 특징을 갖고 있

다. 그 중 바람산은 유동인구가 적어 활기가 부족한 상태다. 유흥지에서 벗어나 높

은 곳에서 지역을 조망한다는 장점을 갖는데, 이는 이 장소가 소비적인 문화와 다

른 문화적 활기를 갖는다면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있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징성

을 갖게 된다.

청년이 자치적으로 도시환경 구성에 참여할 수 있게 바람산에 설립되어있는 공공기

관을 하나의 콤플렉스로 엮어내 유기적인 연계를 유도한다. 이 기관들은 청년 활동 

지원과 지역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데, 각 기관이 보다 열린 공공

성을 갖도록 전환한다. 이를 위해 도시 건축에서 종종 보이는 캣워크(또는 스카이

서대문구 김창재

김창재

바람산 연립

바람산 어린이공원과 주변의 공공기관의 외벽을 잇는 캣워크를 설치해 사용가능한 

새로운 동선을 만들고 이 일대를 유기체로 엮어내 신촌 지역에 새로운 상징을 부여

한다.

대상자치구 서대문구(바람산, 창천근린공원)

공모유형 작품설치, 공간조성 및 전시, 도시환경 개선, 주민참여 공동체 활동

지원유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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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를 활용한다. 일반적으로 사적인 공간 간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이 

구조체를 공공기관의 독립적인 공간을 잇고 광장의 공공성을 확장시키는 장치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용자에게 초월적인 경험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이 공간의 새로운 

활기를 산 아래로 전파할 수 있다.

세부계획

건축 현상공모 워크숍과 출판

이를 위해 대상지 인근의 세 대학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 학생들을 주된 대상으로 

건축 현상공모 워크숍을 기획하고, 공개적인 발표회를 개최한다. 공모를 통해 본 작

품을 공론화하며 보다 나은 설계를 이끌어낼 뿐아니라, 폭넓은 공동체를 촉발한다.

<바람산 연립>은 새로운 공간의 생성을 통해 청년의 자율적인 정치활동을 추구한

다. 또한, 네 필지의 독립된 건축물에 실사용할 수 있는 구조체로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동시에 안전한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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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원 받은 설계안을 모아 출판해 전반적인 과정을 기록하며, 추후 있을 공원

의 설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당선 시 참여한 청년들과 협업해 세부 설계를 마

무리하고 지자체 및 각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간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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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대상지와 이용자 활성화

<바람산 연립>의 기대효과는 1)진행 과정과 2)설치, 그리고 3)공간 조성 이후로 나

눠 볼 수 있다.

1) 진행 과정

본 프로젝트는 예술가 단독으로 기획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시 환경을 함께 구상하고 구축해 나아가는 경험을 지향한다. 이 경험 자체가 

정치적인 것으로, 기존의 스펙타클한 건축 콤플렉스를 구축하는 권력이 소수의 계

층에 국한된 것에서 보다 민주적으로 전환된 감각을 제공한다.

2) 설치

바람산 어린이공원 주변의 공공기관을 엮는 새로운 길과 외관은 정해진 대지경계

를 초월하며 함께 구축한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풍경과 능동적인 해

방감을 느끼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바탕으로 활동적으로 될 수 있다. 또한 해

당 기관들을 하나의 공공적인 콤플렉스로 엮기 때문에 능동적인 활용이 예상된다.

3) 공간 조성 이후

청년의 정치를 향한 공간 구축이란 목표는 건축적인 개입 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상징적인 공간과 함께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속적인 관리가 이어져야한다. 앞서 세

부계획에서 설명한 공동체와 함께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자한다. 각 기관

과의 유기적인 연계사업이 예상된다.

이상 설명한 것처럼 본 작업을 통해 대상지와 이용자들이 활기와 상징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대학교 서양화과 판화전공 석사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미술전공 학사

2018 시민 행동, 원앤제이 플러스원, 서울 개인전

2015 시작은 담배, 염리동 담배센터, 서울, 서울문화재단 시각예술-개인전 지원 개인전

2011 맥아더 동상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안양 개인전

2019 용기와 시, 원앤제이 갤러리, 서울 단체전

2016 서울 바벨 SeMA Blue, 서울시립미술관 단체전

2014 반사적 바깥, KT&G 상상마당 기획 다방다방 프로젝트 단체전

2013 오프닝프로젝트, 아르코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 협업 공공미술

2010 내 마음을 엮어주오, 퍼블릭 퍼니처, Wisconsin Percent for Art, Madison WI, USA, 협업 공공미술

소개글

우아름    미술비평

너른 터와 좁은 길

김창재 작가의 <바람산 연립>은 공공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도시 계획의 추진 과정과 

독립된 기관들에 건축적으로 개입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의 근거지가 

되는 장소는 서대문구 창천동 바람산 어린이공원이다. 이곳에 청년을 위한 광장을 조

성하려는 지자체의 도시 계획에는 많은 의도가 담겨있다. 과거 우범지대였던 곳을 명

소화하고, 현재까지 많은 이들이 찾지 않는 공원을 활성화하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미술을 도입하는 것이다. <바람산 연립>은 도시 계획과 개발의 과정에 주어진 조

건들을 활용해 개입해 광장이 누구를 위한 장소이며, 어떤 활동을 위한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질문한다. 

프로젝트의 계획은 추후 청년들의 광장으로 탈바꿈할 바람산 어린이 공원과 주변의 

공공기관 세 곳-청년의 문화예술을 위한 신촌문화발전소,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청년창업거점, 삶의 다양한 필요를 지원하는 신촌동 자치회관-을 잇는 캣워크(스카이

웨이)를 설치해 실제로 사용 가능한 동선을 만들고 해당 지역 일대에 위치한 기관들을 

하나의 유기체로 엮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과 청년을 대상으로 건축 현상

공모를 내고, 각기 다른 입장을 지닌 주체들과 기관의 행정 결정권자의 교섭을 도모하

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모에 참여한 시민이 직접 도시 건축의 주체가 되는 경험을 

제공하고 미래 탄생할 광장의 사용자가 되도록 연계한다. 아직 탄생하지 않은 광장의 

사용자를 창조해가는 과정이다. 

 작가가 제안하는 이 길의 컨셉은 ‘캣워크’다. 캣워크란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다닐 법

한 좁은 길을 뜻하는 용어로, 도심 건축물 사이로 난 좁은 길이나 층고가 높은 실내에 

설치된 복층 사이를 잇는 실내 건축 요소를 부르는 말이다. 시각적 간결함, 붕 떠 있

는 듯한 감각으로 인해 걷는 사이 길 자체보다 주변을 더욱 감각하게 되는 경험적 요

소, 별도로 너른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덧대어진 요소와 같은 캣워크의 건축적 입

지가 작가에겐 각각의 기관들과 광장에서의 활동을 잇기에 적절한 캐릭터로 받아들

여진 모양이다. 

광장과 개별 기관 건물들을 잇는 길을 내는 계획에는 다양한 대립과 대비가 충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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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은 넓고 길은 좁다. 광장은 머무는 공간이며 길은 지나가는 공간이다. 길을 통해 광

장에서 하나의 건물로, 하나의 건물에서 또 다른 건물로 건너가는 이동은 침입과 보행

의 사이에 있다. 건물마다 분명하게 구획된 건축적 공간들-베란다, 복도, 출입문, 난간

에 연결을 목적으로 진입해 다른 건물과 외부와 이어지는 길을 내기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대화와 교섭이 필요할 것으로 짐작된다. 더군다나 감염병이 화두로 떠오른 2020

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하나의 공간의 출입과 퇴장을 위한 시스템은 생각

보다 더 많은 행정적 검토를 필요로 할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공공미술이란 공공의 장소에 자리 잡는 미술일 것이다. 따라서 설치

와 보관이 비교적 용이한 조각 중심의 유형화된 공공미술이 익숙하다. 그러나 공공미

술의 갈래에는 공공장소에 놓이는 미술 이외에도, 공공의 장소를 만드는 미술, 공공의 

행동 혹은 사유를 일으키거나 공공에 질문을 제기하는 장소로서의 공공미술이 있다. 

모두 공공성을 무엇으로 정의하며 미술이 그 정의에 누구로 하여금 어떻게 다가가도록 

하느냐의 문제에 따라 나뉜다. <바람산 연립>에는 좁은 길과 광장의 연결, 하나의 기

관과 다른 기관과의 연결, 광장의 사용자와 기관 사용자의 연결이 포함되어 있다. 좁은 

길에 생각보다 많은 의미가 횡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의미의 횡단 과정 중에 바

람산에 위치한 공간들의 사용자들 사이에 ‘연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모에 참여

한 주민들과 작가 그리고 이 연결된 길에 위치한 공간의 결정권자 사이에 오갈 숱한 대

화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바람산 연립>이 제안하는 것은 바로 이 대화의 시간이다. 



코로나19 서울공공미술 

'100개의 아이디어'

서초구
김다은 512

도수진 520

박우성 528

이관호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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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이 작품의 테마는 ‘사람들과의 소통, 이어짐’으로,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사람들 사

이에 서로 멀어졌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공간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양재천의 랜드마크가 될 대형 조형물들과 조명은 양재천 변을 따라 곳곳에 설치

될 것이며, 이들은 양재천에 관련된 설화와 역사, 이야기를 토대로 기획했습니다.

공원입구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용 발자국’을 찾아보라는 안내문구를 보게 됩니다. 

이는 양재천 가까이에 있는 구룡산에 얽힌 설화를 기반한 것으로, 공원 곳곳의 승

천한 아홉 마리 용의 발자국을 찾는 놀 거리를 제공합니다. 수변을 따라 설치된 이

야기 조명은, 야간 피알라이트로 양재천과 관련된 설화, 역사 등을 아름다운 일러스

트로 비추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따라가다가 곧 용의 발자국이 찍힌 큰 조

형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원 곳곳에 설치된 광섬유와 LED로 만들어진 조명은 방문객들의 포토존으로서, 

모션 및 사운드 센서가 있어 사람들이 다가가거나 대화를 나누면 자동으로 사진이 

잘 나오도록 조도를 낮춥니다. ‘서초’, 즉 ‘벼’의 모양을 본따 디자인한 이 조명은 바

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대로 자연스럽게 흔들려서 독특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작품설명

- 양재천 변 구룡산에 얽힌 설화를 테마로 양재천에 승천한 용의 발자국과 떨어진 

용을 찾는 ‘놀이적’ 공공미술

- 이야기조명: 설화를 동화책 삽화로 예쁘게 그린 수면(또는 바닥) 위의 이미지 조명

(피알라이트)

- 수면(또는 바닥)에 비추어진 설화의 삽화를 보면서 승천한 아홉마리의 용 발자국 

(대부분 포토존인 대형 조형물에 찍혀 있음)을 찾고, 발자국을 Tap하면 주변 조

명의 색을 바꿀 수 있다.

- 공원 곳곳에 설치된 광섬유와 LED로 디자인한 조명 ‘벼의 숲’(‘서초’, 즉 ‘벼’의 모양

을 본따 디자인)은 포토존으로서, 모션 및 사운드 센서로 사람들의 존재가 감지되

면 사진이 잘 나오도록 자동으로 조도 조정(바람이 부는대로 자연스럽게 흔들려

서 독특한 사진 촬영가능)

- 계절에 따라 바뀌는 조명의 색으로 공원 전체 다른 분위기 연출 용이.

- 용(떨어진 용): 전래동화속 동양적인 용으로서, 공원 벤치이자 조명으로서도 기능

하도록 디자인

- 거울 조형물 (또다른 세계): 포토존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거울에 비추어진, 또다른

세상을 은유. 거울 속의 세상은 구룡산에서 나오는 승천한 아홉 마리의 용이 날아간

서초구 김다은

김다은

용 발자국 찾기(Searching for the dragon’s footprint)

“우리 집 앞에 용이 사는 요정의 숲이 있다고?”

“양재천 숲 입구에 공룡 발자국이 있어. 조용히 따라가면 용이 물 속에서 쉬는 걸 발

견할 수 있어. 그리고 밤이 되면 그 주변 요정들의 마을에 불이 켜지기 시작하지. 조

용해야 해. 사람이 다가가거나 소리가 들리면 요정들이 놀라 불빛을 줄이고 사람들

을 지켜보거든.”

어느 때보다 ‘개인화’가 되버린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과의 이어짐’을 위한 작품입

니다. 이 프로젝트는 양재천에 내려오는 설화를 토대로 한 독특한 ‘경험 디자인’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좋은 추억을 만들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대상자치구 서초구(양재천(서초구 관리구역))

공모유형 작품설치, 공간조성 및 전시, 도시환경 개선

지원유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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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시간대의 다리 밑 ‘떨어진 용’ 조형물. 앞쪽의 용 발자국을 밟으면 앞쪽 조명의 

색이 변한다.

밤 시간대의 ‘이야기 조명’과 ‘벼의 숲’ 시뮬레이션.

서초구 김다은

세상으로서, 볼 수는 있지만 만질 수는 없는 새롭고 신기한 장소.

세부계획

‘벼의 숲’조명은 천변을 따라 곳곳에 설치. 이야기조명은 북->남 순으로 설치 예정.

다리 밑에는 ‘떨어진 용’과 ‘또다른 세계’ 조형물이 배치되고, 이와 함께 용 발자국

을 찍어두어 포토존 스팟임을 알림.

재료

콘크리트, LED, Fiber Optics(광섬유), 고무(실리콘 투명 튜브), 금속(받침대)

세부 계획

1.공원 관리과와 회의를 통하여 대형 조형물과 작은 조명들의 구체적인 위치 확정. 

공원 전반에 걸친 전기 회로와 설치 가능한 재료, 제품들의 선정. 각 조명과 조형물

들의 갯수과 구체적인 사이즈 확정 및 시뮬레이션.

2. 기초 시공 시작. 사전 오류 점검과 가설치물 제작.

3. 작품과 조명 설치. 시간대별 작동 여부 체크.

4. 안전과 유지보수 관련 업체 미팅

5. 이후 관리 규정 메뉴얼 제작 및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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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시민들이 운동, 산책 등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하천 변에 옛날 이야기와 관련된 

재미있는 조형물과 조명을 설치함으로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야간에도 안전한 

거리를 조성합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 개인화, 고립이 가속화되는 이 시점에 ‘연

결’과 ‘양재천 설화’를 주제로 한 작품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더욱 안정시킬 수 있

기를 기대합니다.

양재천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즐거운 추억과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소셜 미디어

와 SNS에 공유할 수 있는 예쁜 포토존을 만듦으로서 큰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습

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조명의 색상으로 여러가지 연출이 가능한 만큼, 봄에는 핑크빛으

로 낭만적인 분위기를 내어 인스타그램 공유 이벤트 기획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초록빛 조명을 배경으로 라이브 버스킹과 함께 피크닉 이벤트를, 

가을에는 떨어지는 낙옆들의 색과 같은 붉은빛으로 바꾸어 가을밤 프리마켓을, 그

리고 겨울에는 눈과 함께 푸른 빛으로 꾸민 야경 사진대회로 양재천의 홍보를 기

대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시행중인 ‘천천투어’ 전시셔틀카와도 연계하여 더 큰 볼거리과 즐길거

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낮에는 물론 밤에도 한층 화려해진 야경 투어를 즐길 수 

있습니다.

2020 Maker Art PANDEMIA, Online Exhibition 리스본, www

2019 The Other Side of The Moon, OXO Bargehouse, 런던

Royal College of Art Graduation Exhibition, Kensington, Royal College of Art

2020 Art Centre Navi Open Lab, **AI media art project, 서울, 나비아트센터

2020 Contents Impact 1, 공연기술X라이브퍼포먼스 ‘신.마고’ real-time stage performance 서울

2020 Contents Impact 2, 감정인식기술X인터렉티브 ‘Unknown’ Exhibition 서울

서초구 김다은

다리 아래 설치된 ‘또다른 세상’ 오브제와 ‘벼의 숲’ 조명.

공원 벤치로 설치된 떨어진 용과 ‘벼의 숲’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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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박세미    공간지 선임기자

가장 원초적이고 친숙한 소통 방식인 이야기는 어떤 대상을 쉽게 해석하고 이해하도

록 도와준다. 이야기를 통해 예술작품에 접근할 때 개별적 오브제보다는 전체적인 맥

락과 상황에 주목할 수 있으며, 이야기의 서사 구조는 관객이 작품에 이입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공동체를 근간으로 이루어지는 구전 이야기는 공동체의 가치를 더욱 내

면화시킨다. 

김다은의 <용 발자국 찾기>는 구룡산과 관련된 양재천의 설화로부터 시작된다. 구룡

산에는 원래 용 열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하늘로 승천하다가 그 중 한 마리가 

임신한 여자를 보고 놀라서 양재천에 떨어져 죽고 나머지 아홉마리만 하늘로 올라갔

다는 이야기다.  

김다은은 양재천변에 산책하러 온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곳곳

에 설치된 예술작품을 친숙히 경험하도록 이끈다.

“우리 집 앞에 용이 사는 요정의 숲이 있다고?”

“양재천 숲 입구에 공룡 발자국이 있어. 조용히 따라가면 용이 물 속에서 쉬는 걸 발

견할 수 있어. 그리고 밤이 되면 그 주변 요정들의 마을에 불이 켜지기 시작하지. 조용

히 해야 해. 사람이 다가가거나 소리가 들리면 요정들이 놀라 불빛을 줄이고 사람들

을 지켜보거든.”

용 발자국을 찾아보라는 안내 문구를 본 방문자들은 수변을 따라 설치된 대형 조형

물과 인터랙티브 기술이 적용된 조명을 즐기며 걷게 된다. 수변을 따라 설치된 ‘이야

기 조명’은 야간 피알라이트로 일러스트로 구현된 설화를 비춘다. 그를 따라 걷다 보

면 하늘로 승천한 아홉마리의 용 발자국이 찍힌 큰 조형물들을 발견하게 되고, 발자국

을 탭하여 주변 조명 색을 바꿀 수도 있다. ‘서초’는 좋은 일이 일어날 예감을 주는 풀, 

즉 ‘벼’를 뜻하는데, 여기에서 착안해 디자인된 ‘벼의 숲’은 바람이 불면 벼처럼 흔들

리는 조명 작품이다. 

모션 및 사운드 센서가 있는 이 LED 조명들은 사람들이 다가가거나 대화를 나누면 자

동으로 조도를 낮추어 사진을 찍기 좋은 장면을 만들어 준다. 또한 계절에 따라 조명의 

색이 바뀌도록 디자인해 시기 마다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떨어진 용’은 

산책 중 앉아 쉴 수 있는 벤치이면서 조명이다. 

김다은은 “어느 때보다 개인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함께 걷고, 이야기를 공유하

며,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는 행위를 통해 ‘사람들과의 이어짐’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

다. 또한 양재천에서 운동을 하거나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면

서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설화를 기반으로 설치되는 <용 발자국 찾기>는 양재천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공

동 기억을 마련해주며, 숨가쁜 도시 일상에서 소소한 상상과 몽상의 나래를 펼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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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양재천은 자연의 다양한 소리와 이미지들로 조성되어 있다. 이번 작품의 기획 단계

에서는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혼잡한 느낌 주지 않으면서 양재천이 가

지고 있는 환경적 문제를 보완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였다.

시민들이 걷고 쉴 수 있는 장소에 개인적 몰입과 사색의 공간을 더해 다각적 측면에

서의 힐링과 휴식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설치 대상지인 양재천 영동 2교 아래는 교각 주변 특유의 어둡고 삭막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교각의 아치 구조와 수면의 반사를 활용한 은은한 빛의 설치작품, 그

리고 관람객의 심박수와 연동하여 재생되는 조용한 야상곡을 통해 무심코 지나치

던 공간을 새롭게 체험하며 복잡한 생각을 잠시 멈추고 쉴 수 있는 환경으로 재구

성하고자 했다.

작품설명

<nocturne>은 교각 기둥 반원 모양의 빈 공간 안에 달 이미지가 투사되는 라이트 

박스를 설치하여 어두운 교각 아래 분위기를 은은한 달빛이 비치는 운치있는 공간

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달 이미지는 프로그램된 LED 빛이 켜지고 꺼짐에 따라 보

름달처럼 찼다가 초승달처럼 기울기를 천천히 반복한다. 이 달빛은 흐르는 강물을 

따라 반사되어 더욱 서정적인 풍경을 만든다.

강 건너 편 교각 밑에는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한다. 벤치는 

강을 형상화하여 구불구불하게 물이 흐르는 형태이며 양재천이 흐르는 방향으로 길

게 설치할 예정이다. 의자에 앉은 시민들은 달 설치물을 편안하게 관찰 할 수 있으

며 앞쪽에는 하나의 컨트롤박스가 배치되어 손가락을 심박 센서에 올리면 자신의 

심박수와 가까운 BPM의 달과 밤을 테마로 한 클래식 연주곡이 강 건너편에서 스

피커를 통해 조용히 흘러나온다. 순간 “달” 이라는 대상을 매개로 사운드와 함께 자

신 속으로 더욱 몰입하게 된다.

세부계획

소재: LED 라이트박스, 심박센서, 컨트롤박스, 스피커, 데크 벤치

1. 교각 구조의 반원 형태의 아치에 들어갈 수 있는 대형 라이트 박스의 구조물을 제

작한다. 라이트 박스 내부의 LED 는 코딩을 통해 조도를 조정한다.

음악이 나오지 않을때 이미지는 조도가 모두 밝아지며  부드러운 조명의 보름달로 

보이도록 한다. 

서초구 도수진

도수진

녹턴

작품 <녹턴>은 도시 속 공원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기능을 확장하며 새로운 가능성

을 제안한다. 산책을 하며 지나치게 되는 장소가 아닌 잠시 앉아 조용한 관찰과 사색

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구현하려 한다. 동양의 문학 작품 속에서 산책은 자기 자신

을 조우하는 시공간으로 묘사된다. 달 역시도 그리움과 상상, 멜랑꼴리한 정서를 투사

해내는 대상으로 자주 등장한다. 벤치 옆에 설치된 심박 센서를 통해 산책하는 사람의 

심박수를 조용한 클래식 음악으로 변환하여 재생 시키며 달의 영상과 함께 내적 쉼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한다.

대상자치구 서초구(양재천(서초구 관리구역))

공모유형 작품설치

지원유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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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심박센서를 작동시키고 음악이 나오면 조도가 완전히 어두워지고 오른쪽  

세로열 부터 천천히 밝아져 달의 이미지가 점점 보름달로 변화 하도록 한다.

조명 전용 소재인 필름에 이미지를 출력하고 무광 코팅지로 한번 더 코팅하여 색변

형과 스크레치를 방지하도록 내구성을 높인다.

2. 심박수를 어린아이, 성인여성,성인남성 그 외 낮은 심박, 높은 심박의 5단계로 구

분하고 심박수와 비슷한 BPM의 달과 밤, 강을 테마로 한 오페라와 피아노 연주곡

을 전문가와 상의 후 설정 하여 심박수에 반응하도록 코딩한다. 각 단계당 10곡으

로 하며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는 곡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3. 4개의 교각 중 한 곳에 스피커를 설치한다.  사운드 테스트에 따라 위치가 변화 

될 가능성이 있다.

자세한 작동 시스템은 링크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V0yC8RihNgI&feature=emb_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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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양재천의 교각 아래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를 조용하고 운치 있

게 개선할 것이라 기대한다. 실제로 산책하는 시민들이 달빛을 배경으로 자신의 심

박수(BPM)가 선택한 음악을 들으며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즐기거나 또는 생각을 

내려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상상하며 구상하였다. 도시 속에서는 달의 뒷면처럼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내적 세계를 잠시 바라 보거나 주변을 목적없이 서성이는 시간

들이 부족하기에 작품 <녹턴>은 공공미술을 통해 이러한 공간을 구현하고자 하였

다. 자신의 심박수를 거쳐 클래식 야상곡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는 이 프로젝

트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공감각적 자극을 사람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달 이미지(라이트박스)와 심박센서, 야상곡으로 이어져 작동되는 <녹턴>은 다리 밑 

공간을 하나의 작은 오페라 하우스와 같이 느껴지게 할 것이라 기대한다.

그외 사항)

파손 및 침수나 기타 사항을 고려해 추후 설치 방법에 변화를 줄 수 있으며 음악

은 주변 주거 지역을 고려해 일정 시간을 정해 놓고 (예) 19-21시) 그 시간에만 작

동 되도록 할 예정.

달의 이미지와 음악은 일정 시기 이후 추가 업로드로 변화를 줄 예정.

2018 유니온아트페어 특별전 유니온 X, S팩토리, 서울, 한국

2017 야외 프로젝트 S, 소마미술관, 서울, 한국

송은수장고/Not your ordinary art storage, 송은수장고, 서울, 한국

고양 아람누리 미술관, 고양, 한국

2016 코커라이 한자, 도르트문트, 독일

2014 14th 송은미술대상,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한국

서울시립 북서울 미술관, 서울, 한국

2013 예나 쿤스트 페어라인, 예나, 독일

두이스부룩 란트샤프츠 파크, 독일

마이스터 슐러, Academy Of Fine Arts Muenster, Prof 마이크 뢰버트, 독일

서초구 도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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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수경    차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학과 교수 / 미술에 관한 이야기를 사람에 관한 

이야기와 이어내려는 인문적 미술비평가

잠시 쉬며 만나는 삶

한 세기쯤 지난 후, 21세기 대한민국의 삶을 어떻게 기억될까?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다방면에서의 발전과 변화, 무엇보다도 ‘속도감’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그 휘황찬란한 속도에 휩쓸려 지금 우리의 삶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잠시 멈

추어 생각해보자.

단 두 줄의 여백도 봐주기 힘들어 순식간에 이 문장으로 넘어왔다면, 당신은 딱 21세

기형 한국인이겠다. 그러한 당신과 나, 우리의 삶에서 실종된 것들 중 하나가 쉼, 주저

함, 돌아봄, 그리고 그 가운데 고요히 침잠하며 삶을 살피는 경험이 아닐까. 수많은 인

생지침서들이 권장하지만 막상 실제 삶에서 실현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그 경험. 도수

진 작가는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서초구민들에게 공공미술의 형식을 빌려 그러한 경

험의 장을 마련해주고자 한다. 

양재천 영동2교 교각 아래. 작가가 선택한 대상지는 양재천 산책로의 한 구간이다. 

맑은 물이 흐르는 탄천을 끼고 조성된 양재천 산책로는 이미 구민들에게 친근한 생활

공간이지만, 영동2교 교각 아래 구간은 고가도로와 교각으로 인한 짙은 그늘이 드리

운 곳으로 현재 모습은 다소 어둡고 삭막하다. 그러나 도수진 작가는 그 어두움과 교

각의 아치형 구조를 십분 이용하여 오히려 그곳이라야 딱 좋을 작업을 구상해내었다. 

녹턴. 야상곡. 그렇다. 밤은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내려앉아 생각에 잠기게 하는 힘을 

지녔다. 어쩌면 그것은 어둠의 힘이다. 주변 사물들을 어둠으로 감싸 우리의 시선에

서 사라지게 함으로써 우리의 지각을 외부로부터 옮겨 오롯이 자기 내면을 향하게 하

는 것이다. 영동2교 교각 아래는 그러한 자기 대면 경험의 시각적 조건을 갖추었다. 

이곳에 산보자들의 걸음을 붙들어 자기 대면의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작가는 교각의 

아치형 구조를 이용하여 시각적 스펙터클을 기획하였다. 분명 스펙터클이기는 하지만 

작가의 궁극적 지향인 자기 대면의 경험을 저해하기보다는 도울 수 있는 것, 그것은 바

로 은은한 달의 이미지다. 교각의 아치형 구조에 설치한 라이트 박스의 반달은 어둠 속

에서 바로 앞 탄천에 비치면 보름달이 될 것이다. 초승달에서 보름달까지 달의 차고 기

우는 생애를 보여줄 이 라이트 박스는 태양처럼 찬란히 빛나며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

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탄천 물결에 반사되어 함께 미세하게 떨리는 은은한 빛으로 

오가는 산보자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탄천 건너편에서라면 작가가 마련해둔 물결 

모양 벤치에 잠시 앉도록 청할 것이다. 여기에 각자의 심박수와 연동된 야상곡이 바람

을 타고 귓가를 맴돈다면, 그 빛과 그 음악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눈은 흐려지고 우리의 귀는 닫히지 않을까. 아마도 우리는 깨닫

지도 못하는 사이 상념에 잠기고 점차 내면으로 향하여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는 소

중한 시간을 얻게 될 것이다. 도수진 작가의 ‘녹턴’은 그렇게 영동2교 교각 아래를 구

민들의 은은한 내면의 빛으로 채워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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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프로젝션 맵핑은 실제로 있는 구조물에 가상의 3D 모델링과 애니메이션을 제작하

여 투사함으로써 기존 구조물의 의미를 넘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관객과 작

품의 상호작용 가능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다양한 사람들에게 재밌고 접근하기 쉬

운 ‘참여 가능한 콘텐츠’로 만들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 ‘달엔 누가 살고 있을까?’

라는 제목의 작품은 하천 위에 대형 달 모양의 구조물을 설치함과 동시에 카메라와 

센서, 프로그래밍을 통해 관람객을 촬영하고 빔프로젝터로 촬영된 영상을 변환시

켜 투사하여 실시간으로 관객을 작품에 참여시키며, 관객이 직접 개인마다의 상상

력을 바탕으로 작품의 주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한다.

작품설명

작품은 양재천 근린 주차장(서울 서초구 양재동 126-1) 옆 양인빌딩으로 향하는 방

향에 있는 다리 앞에 설치한다. 

작품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대형 달 구조물 제작(흰색 구형의 제작물, 달의 이미지(질감)는 빔프로젝터 맵핑

으로 표현).

- 빔프로젝터를 이용하여 대형 달을 제작한 구조물에 새로운 이미지(달과 토끼)를 

투사.

- 센서와 카메라를 설치하여 관람자의 모습과 행동을 이미지(토끼)로 변환.

- 변환된 이미지(영상)를 빔프로젝터로 실시간 투사.

- 달의 이미지와 관람객의 행동이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만들어 관객이 직접 작품에

주제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이야기를 풀어감.

세부계획

[그림 1]과 같이 앞쪽은 불투명의 매트타입의 폴리에스테르 재질을 사용하고, 뒷면

은 반투명 PVC재질로 4x4x4m 크기로 제작한다.

따라서 앞면은 빔을 투영하여 다리를 지나는 관람객의 모습을 변화시킨 이미지와 

기존에 제작한 그림자 영상을 함께 투사시킨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고, 뒷면은 달 

모형의 조명과 같이 제작하며 다리를 건너기 위해 오는 관람객 또는 주변을 지나가

는 시민들은 달이 하천 위에 떠 있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된다. 

달 구조물은 물에 뜰 수 있는 비닐 소재기 때문에 우천시나 날씨가 험한 날에도 

1.6mm의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고정시켜 놓는다면 구조물의 변화나 파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파손시 수리 또한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내구도의 문제가

서초구 박우성

박우성

달엔 누가 살고 있을까?

달에 살고있는 토끼는 누구나 어린 시절 한 번쯤 상상해본적 있는 동화 속 이야기일 

것이다. 그런 토끼는 누군가에겐 염원의 대상이 되고, 누군가에겐 호기심의 대상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겐 그저 유치한 이야기로 치부될 수도 있다. 아마 달을 바라보고 있

는 사람의 심정이 달 속 토끼의 모습으로 비춰지는건 아닌가 생각된다. 본 작품은 디

지털과 예술의 접목을 통해 달에 살고있는 토끼가 되어보자는 취지로 만들었다. 상상 

속의 자신만의 토끼가 되어 어떤 모습으로 토끼가 된 자신을 바라볼 것인지 체험을 통

해 한 번쯤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대상자치구 서초구(양재천(서초구 관리구역))

공모유형 작품설치, 공간조성 및 전시

지원유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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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구체를 제작하여 작품을 표

현하여도 된다.

3D mapping은 20000안시의 성능을 가지는 빔프로젝터(모델명: 파나소닉 PT-

DS20K)를 사용한다. 구형 물체 투사 시 그림자가 생기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다리 양 끝에 2대를 설치하고 연동하여 이미지를 투사시킨다. 

센서는 [그림 2]와 같이 다리 중심부에 설치한다. 빔프로젝터와 센서는 사각틀 모양

의 보호용 박스에 넣어 날씨와 파손의 위험에서 보호한다. [구조도 1] 참고.

[예시1] 출처: “Shpere projection mapping”: https://www.behance.net/gallery/27112063/Sphere-Projection-Mapping.

[예시2] 출처: “Luna moon lamp” by acorn studio: https://www.acorn.space.



535534 코로나19 서울공공미술 100개의 아이디어서초구 박우성

기대효과

‘달엔 누가 살고 있을까?’ 작품은 제작된 구조물에 달의 이미지를 투사하고 실시간

으로 사람들의 움직임을 변환시켜 달에 살고 있는 토끼의 모습으로 투사한다. 온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양재천에서 아이들의 상상력과 어른들의 흥미를 함께 불러

일으키기에 적합한 체험형 작품으로, 기존의 달 구조물보다 높은 호응을 있을 것

이라 기대한다.

또한 선정한 대상지를 관찰한 결과, 양재시민의숲역이 주변에 있고 바로 앞에 근

린 주차장이 있어 시민들의 유입이 쉽울것이라 생각되지만, 양재천을 진입하기엔 

주변 공사현장으로 인해 분위기가 삭막하며, 야간 조명이 매우 어두워 야간엔 진

입이 꺼려졌다. 본 작품을 설치한다면 조명의로서의 활용도 또한 높아 야간 산책

을 하는 시민들에게 삭망한 분위기를 상쇄시킬 수 있는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

로 기대되며, 참여형 작품을 통해 흥미를 일으켜 시민들의 유입을 늘리기에도 충분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9 제4회 PASA Festival (인터렉티브 미디어아트 전시)

캠퍼스타운 프로젝트 ( 3D Mapping 전시)

소개글

이경미    독립 기획자

당신의 상상을 품은 달.

지구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위성, 달은 지구에 미치는 인력으로 인간을 비롯한 지구상 

동식물의 생체 주기에 많은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거북이는 보름달이 뜨는 때에 알

을 낳으러 해변으로 몰려들고 달이 차고 지는 변화주기는 여성의 월경주기와도 비슷

하다. 그래서일까? 달은 그 물리적인 영향력만큼이나 인류사에서 많은 서사를 만들었

다. 서양에서는 보름달이 뜨면 늑대로 변하는 ‘늑대인간’ 전설이 구전되고 달과 광기

를 연관시켜 만들어진 “루나틱(lunatic)”이라는 단어가 존재한다. 한편 중국과 한국 등 

동양에서는 불로장생 약초 혹은 떡을 찧는 토끼가 달에 살고 있다는 설정을 통해 행복

과 장수 등의 염원과 풍요의 상징을 달에 투영시켰다. 1969년 인류가 달에 다녀온 이

후에도 여전히 달은 우리에게 그 존재만으로도 많은 상상력과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양재천 위에 둥근 달이 떠 있다. 그 달에 가까이 다가가자 토끼가 나타난다. 그 토끼 형

상의 실루엣은 당신처럼 움직인다. 당신은 달 안에 살고 있는 토끼다. 달에 사는 토끼라

면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달에 사노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달은 어떤 모습일까?

박우성 작가의 작업 <달엔 누가 살고 있을까?>는 예부터 달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인

간의 독특한 사유와 관념에 주목하고, 달과 인류의 관계 내에서 읽히는 다양한 서사에 

주목한다. 본 작업에서는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정서에 기반하여 ‘토끼’라는 모티프를 

적극적으로 차용한다. 달 표면의 그림자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달에 ‘옥토

끼와 계수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왔다. 

“계수나무 아래에서 방아를 찧는 옥토끼”라는 서사는 신비로운 장소이자 아름다운 이

상향으로서 달을 인식하도록 한다. 달의 주기변화가 미치는 영향력을 직·간접적으로 

체감하면서 밤하늘의 달을 이해하고 싶었던 우리에게 달은 인간의 호기심과 경외심, 

관점이 뒤섞인 장소로서 인지되는 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달의 장소성을 양재천에 구현하고자 미디어와 라이트라는 요소로 구성

된 작품을 제안한다. 달의 형태를 한 대형 구조물은 한쪽면에는 조명, 반대면에는 3D 

프로젝션 매핑 방식으로 설치된다. 대상지인 서초구 양재천은 휴식과 산책의 장소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되는 곳이나 야간에는 어두운 편이다. 따라서 작업은 평상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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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상지 공간을 밝혀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기능성을 지닌다. 그러나 무엇보다

도 이 작업에서 가장 핵심은 카메라와 모션인식 센서, 프로그래밍을 통해 관람객을 촬

영하고 빔프로젝터로 촬영된 영상을 변환시켜 투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법으로 인

해 대상지를 지나가는 주민은 실시간으로 작품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자의 모습을 변화시킨 이미지와 작가가 제작한 그림자 영상은 실시간으로 달의 한

쪽 면에 투사된다. 달 구조물에 마주하는 풍경과 인물은 대상지에 새로운 내러티브를 

덧대며 참여자에게 상상력과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작가의 말처럼 이 작업에서는 “주

어진 매체를 통해 관객이 직접 자신의 느낌을 바탕으로 작품 속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인터렉션을 바탕으로 관객과의 상호작용

을 작업에 반영하는 본 작업은 관객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작품이 완성되는 의미를 지

닌다. 그들의 움직임으로 나름의 내러티브를 만들어가도록 독려하는 작업은 양재천을 

거니는 주민들에게 작업의 주체가 되는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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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양재천은 도심 하천으로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휴식, 체험 공간으로 구성되

어 있다. 하지만 양재천 일부인 영동1교 교량 하부는 시민들의 유동이 많음에도 불

구하고 어두운 음지의 성격을 띄어 활용되지 못하고 도시 유휴지 공간으로 방치되

어 있다.

이에 양재천 문화공간의 일부인 도시 쉼터(‘쉼 ; Village’)는 서초구 양재천 ‘천천투

어’와 연계하여 야간 경관을 계획하고 빛과 쉼이라는 조형물, 시민들에가 다가가는 

양재천의 일부로서 자리 잡게된다. 다양한 계층(social network)이 활용하고, 미술

작품 전시가 아닌 공공미술로서 직접 체험 경험하고 이용자들에게 휴식, 커뮤니티

공간의 계획으로 도시 유휴지 공간을 개선한다.

작품설명

‘쉼 ; Village’는 양재천~한강으로 물길을 형상화, ‘쉼표’를 형상화한 디자인이다. 

코로나 19의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외부공간, 도시 유휴공간의 재해석

으로 쉼터의 내어주는 공간, 다양한 계층(social network)의 쉬는 커뮤니티 공간, 

LED 야간조명으로 빛과 예술의 공간, 친환경자재 선정으로 자연 친화적 공간구현

을 구현한다. 

어두운 다리 밑 공간, 양재천의 산책길의 공백을 빛과 공공미술의 조형물로서 자

리 잡고 양재천 천천투어의 일부로 빛과 쉼을 제공한다. 유니버셜 디자인의 쉼터

는 쉼;하나. BOUNDARY, 쉼;둘. SHELTER, 쉼;셋. CHAIR, 쉼;넷. TREE, 쉼;다섯. 

FUN, 쉼;여섯. ART의 조형 공공미술 작품은 시민들에게 예술문화, 휴식, 흥미를 주

는 문화컨텐츠로 역할을 한다.

세부계획

1. BOUNDARY : 친숙하고, 가독성이있는‘쉼’디자인으로 형상화한 휴식의 Boundary

(재료: 목재데크, 친환경LED등기구/크기: 17m*20m)

2. SHELTER: 사람의 앉은 모습을 닮은 유연한 형태의 쉘터 계획

(재료: 목재루버(집성목 곡선커팅), 알루미늄, 친환경LED등기구/크기:  2.1m*24.5m)

3. CHAIR: 오픈된 디자인의 의자

(재료: 목재루버(집성목곡선커팅), 알루미늄, 친환경LED등기구/크기: 16.5m*24m) 

서초구 이관호

이관호

‘쉼; Village’

[서울 양재천 인근 도심 유휴지를 활용한 도시쉼터 계획안]

도시 쉼터(‘쉼 ; Village’)는 양재천 일부 유휴지에 자리 잡게 되며 다양한 계층(social 

network)이 활용하고, 미술작품 전시가 아닌 공공미술로서 직접 체험 경험하고 이용

자들에게 휴식, 커뮤니티공간의 계획된다. 또한 휴식 터는 상징적 조형물, 예술 문화, 

휴식, 흥미를 선물하고 양재천의 예술문화로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대상자치구 서초구(양재천(서초구 관리구역))

공모유형 작품설치, 공간조성 및 전시

지원유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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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REE: 그늘과 휴식을 제공 할 수 있는 쉼: Tree

(재료: 알루미늄 위 불소수지도장, 자연식재, 친환경LED등기구/크기: 21m*31.5m)

5. FUN: 아이와 어른, 다양한 연령층의 휴식을 고려한 놀이시설 계획

(재료: 알루미늄, 친환경LED등기구/크기: 16.5m*0.82m)

6. ART: 쉼:을 모티브로한 예술장식물 계획으로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간연출

(재료: 알루미늄, 친환경LED등기구/크기: 0.65m*0.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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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양재천 유휴부지를 활용한 양재천을 조망하며, 휴식, 사색, 여유, 놀이, 자연과의 교

감을 할 수 있는‘쉼 ; Village’는 시민들에게 부족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빛과 예술

을 접목한 야간 조명계획으로 문화예술 공간 및 조형미의 작품을 경험한다. 단순히 

조형물로서 바라보는 시선이 아닌 시민들로 하여금 쉽게 다가가고 체험하는 참여

형 공공미술 작품으로 자리잡는다.

다소 음지의 다리밑 부지에 빛과 조형의 공공미술작품이 스며들어 일상의 반복에 

지친 시민들에게 잠시 쉬어가는 비일상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휴식 터는 상징적 조

형물, 예술문화, 휴식, 흥미를 선물하고 양재천의 예술문화로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서울시, 2016 공공디자인 공모전_입선 수상

서울시, 나’ 만의 Bike Road를 그리다 Eco-Bike Line 아이디어 공모전_입선 수상

제51회 대한민국디자인 전람회, 공간환경 부문_파이널리스트 수상

아름다운 건물번호판 디자인 공모전_우수상 수상

제5회 진주시 도시·공공디자인 작품공모전_대상 수상

제5회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공모전_금상 수상

2017 도시문화 벽화 디자인 공모전_특선 수상

2014년 컬러풀대구 도시디자인 공모전_대상 수상

제5회 울산광역시 도시디자인 공모전_은상 수상

제1회 천안시 도시디자인공모전_동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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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고은    롯데갤러리 큐레이터 

쉼으로 가까이 온 예술 공간

서울시를 관통하는 한강은 서울 시민의 휴식의 공간이자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곳으

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2006년부터 시작된 수변문화공간 조성, 자연성 회복, 접근성 

향상, 문화기반 조성, 경관 개선, 수상 이용 활성화를 목표로 한 디자인 서울 정책 핵

심으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계획된다. 하천변을 따라 교통의 발달은 물론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시에서 자연과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기에 천변에 위치한 이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같은 이유로 경기 과천시와 서울 남부를 흐르는 양재천은 대표적 

도심 하천으로 시민들의 삶과 맞닿아 여러 방면으로 조성되었다. 서울시는 다양한 예

술과의 융합 프로젝트 시도를 통해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

번 코로나19 서울공공미술 프로젝트 또한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에 따른 확대된 다양

한 시도라 생각한다.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은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저변화 되었다. 우리에게 공공미술

은 가까이에 와 있으며 공공의 이익 추구와 공동체적 활동을 위한 장을 마련해 주고 

있다. 이러한 공공정책에 화답이라도 하는듯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을 이관호 작가

는 제안한다. 

양재천 유휴 부지를 선정, 양재천을 조망하며, 휴식, 사색, 여유, 놀이, 자연과의 교감을 

할 수 있는 ‘쉼 ; Village’를 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선사한다. 쉼을 상징하는 문

장 부호로 쉼표를 형상화하여 조형적 작품을 경험하게끔 한다. 또한 양재천의 물길을 

형상화 하고 있다. 단순히 바라만 보는 조형물로서 위치하는 것이 아닌 시민들로 하여

금 쉽게 다가가고 체험하는 참여형 공공미술 작품이자 도심의 쉼터로 자리 잡고자 한

다. 쉼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 요소로서의 구성도 재미있게 볼만하다.

쉼, 하나. BOUNDARY – 휴식의 공간을 구획 짓는 경계선이자 중앙으로 집중하게 만

드는 역할을 한다. 

쉼, 둘. SHELTER – BOUNDARY 안의 독립된 쉴 곳을 제공한다. 

쉼, 셋. CHAIR – 오픈형 디자인의 의자로 휴식을 제공한다.

쉼, 넷. TREE – 그늘과 휴식을 제공 할 수 있는 쉼을 선사한다.

쉼, 다섯. FUN – 아이와 어른, 다양한 연령층의 휴식을 고려한 놀이시설을 설치한다.

쉼, 여섯. ART – 쉼을 모티브로 한 예술 장식물 계획으로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간연출

도심 하천의 가치는 코로나로 인해 실내 공간 이용이 자제되면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하지만 양재천 일부인 영동1교 교량 하부는 시민들의 유동이 많음에도 불구하

고 어두운 음지의 성격을 띄어 활용되지 못하고 도시 유휴지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다. 

작가는 양재천 산책길의 다소 어두운 다리 밑 유휴공간을 빛과 공공미술로서 다양한 

계층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LED 조명, 친환경자재로 자연 친화

적 공간을 구현한다. 

주목 받지 못하던 부지에 빛과 조형의 공공미술작품이 스며들어 일상의 반복에 지친 

시민들에게 잠시 쉬어가는 비 일상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쉼 공간은 상징적 조형물, 예

술문화, 휴식, 흥미를 선물하고 양재천의 예술문화로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한강 주변의 대규모 커뮤니티 장이 지어 졌다면 양채천은 더욱 시민의 필요에 밀접하

게 반영되어 가까이의 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빛과 예술을 접목한 야간 조명계획

으로 문화예술 공간으로 양재천 천천 투어의 명소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100개의 아이디어’에 선정된 것을 축하하며 도시 유휴지 공간 개선을 통한 서울 시민

의 참여를 이끄는 문화 형성에 기여 할 수 있는 사례로 기록되길 바란다.



코로나19 서울공공미술 

'100개의 아이디어'

성동구
서원미 546

63 554

이예승 566

표창연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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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성동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중앙선, 2호선, 5호선, 분당선, 경전철 등 지하철 5개 

노선이 교차하는 곳으로 하루 평균 환승인원만 10만여 명 (2011년 기준) 에 달하는 

서울 교통의 허브이다.

많은 교차점의 중심에 있는 곳으로 그만큼 각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따라

서 도시적이며 미래적인 모습을 지녔다. 서울 교통의 허브인 만큼 그 특징을 극대

화 시킨 작품으로 심플한 직선과 감각적인 컬러로 에너지틱하며 미래적인 성동구

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또한 성동구의 민선 7기 비전인 ‘스마트 포용 도시에 발맞춰 왕십리 광장 1.2km일

대를 한국형 스마트 교통도시로 발전시킬 청사진을 그리므로 속도감 있는 벽화를 

통해 그 이미지를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다.

작품설명

미래적이고 교통의 허브인 성동구의 이미지에 맞는 도시적이고 감각적인 직선형 벽

화이다. 형광안료를 사용하여 낮에 햇빛을 받고 밤에는 또다른 야광색의 모습으로 

바뀌어 하루동안 도시의 여러가지 모습을 보여준다.

세부계획

각각 빛을 많이 받았을때, 밤, 낮의 벽화 모습이다.

심플한 직선형 그림으로 세련되고 감각적인 형태로 주변의 빌딩등과 어우러지고

밤의 형광색 벽화는 도시의 밤의 또다른 모습을 이미지로서 보여준다.

대표 이미지인 직선은, 성동구의 ‘스마트 횡단보도'의 모습도 내포한다.

성동구 서원미

서원미

Hub HUB

심플한 직선의 교차와 감각적인 컬러로 왕십리 광장의 젊음과 성동구 지역의 특징을 

극대화시킨다. 그리고 주변의 빌딩들과 화려한 간판등에 어울리는 벽화로 세련된 도

시의 모습을 보여준다.

대상자치구 성동구(왕십리광장 북측 벽화구간)

공모유형 작품설치

지원유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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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세련되고 젊은 도시, 서울 교통의 허브, 스마트 도시, 등 기존의 성동구가 가졌던

이미지를 더욱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벽화이다.

구체적 이미지 보다는 감각적이고 단순한 추상적 직선들로 오로지 색과 선의

조합이 주변 빌딩등과 어우러져 또다른 모습을 연출한다.

또한 밤낮의 바뀌는 경관은 하루 내내 왕십리 광장의 대표적 포토존으로 활용될 

수 있다.

2017 성균관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2019 Wausau Museum of Contemporary Art (IBPC) 선정작가 수상

2019 블랙 커튼, 아트비트 갤러리, 서울 개인전

2017 Facing, 보안여관 신관, 서울 개인전

2020 제7회 종근당 예술지상,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또 다른 밤, 금호미술관, 서울

단체전

단체전

2019 동아시아 평화 예술 프로젝트 2019: 섬의노래, 제주 4.3평화 기념관, 제주 단체전

소개글

임수영    큐레이터 

공공미술은 필연적으로 예술작품의 ‘공공성’에 대한 질문을 수반한다. 이는 때때로 첨

예하게 대립되는 논쟁을 촉발하거나, 차가운 무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조화로움

에 대한 고질적인 질문을 재생산 하기도 한다. 주로 작업실에서 완성된 평면 작업을 위

주로 실내 전시 공간에서 작품을 선보여 온 서원미 작가가 기획한 첫 야외 벽화는 그만

큼 광장의 공공적 특성과 주변 경관, 그리고 이 장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 예

민하게 반응한다. 자신의 모습을 뾰족하게 드러내기 보다는 도심 속 주변 환경에 자연

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작업을 구상하며, 작가는 한 발 더 나아가 외부 노출에 의해 퇴

색되거나, 심지어 덧그려진 낙서까지 벽화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개방성을 상상해 본다.  

작품의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Hub HUB>는 성동구의 주요 교통과 상업시설의 

‘허브’로써 작동하는 왕십리 광장에 주목한다. 광장은 5개의 지하철 노선이 교차하는 

왕십리역 앞마당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주변으로 관공서와 관광명소로 발달된 상

권이 밀집해 있다. ‘스마트 교통 도시’의 청사진을 그리며 스마트 횡단보도와 같은 최

신 기술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곳은 지역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교차하는 

곳이기도 하다. 왕십리의 원형 광장 북측에 위치하게 될 벽화는 이렇듯 빠르게 순환하

는 도심의 속도감을 자신만의 리듬으로 표현한다. 중첩된 화려한 색상의 선들은 마치 

프리즘을 투과한 빛 줄기처럼18m 폭의 벽면을 가로질러 교차하고 분산하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을 추상화 한다. 

작가가 벽화의 감각적인 이미지를 구성하는 주 재료로 제안한 형광 안료는 자칫 동적

이고 평면적으로만 보일 수 있는 작업에 시간성을 더한다. 하루 일과에 맞춰 돌아가는 

일상처럼, 낮 동안 햇빛에 노출된 안료는 일정 시간 동안 흡수한 빛 에너지를 밤의 암

흑 속에서 방사하게 되고, 이 프로세스는 자연스럽게 반복된다. 최소한 이론적으론 계

절과 날씨, 이로 인해 변주되는 빛의 흡수량을 통해 벽화는 주변 환경과 함께 호흡하며 

순환한다. 낮과 밤, 밝음과 어둠 사이에서 <Hub HUB>는 도시의 하루를 보다 입체적

이고 감각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서원미 작가의 시선은 지금까지 주로 과거를 향해 있었다. 신체를 역동적이고 사실적

으로 재현하기 위해 시도된  다양한 미술사적 레퍼런스를 차용하며 회화의 형식을 파

격적으로 실험해 본  <해부학> 시리즈나, 국가와 개인의 역사를 재해석한 <블랙 커튼

> 연작이 이를 대변한다. 망각과 기억, 이를 실행하는 주체이자 동시에 대상이 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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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모습을 그린 기존 연작들은 구상과 추상이 캔버스 위해서 강렬하게 충돌하는 형

태를 띠며, 모노톤 계열의 절제된 색감은 소재의 무거움과 파괴적인 실험성을 차분하

게 전달하는 특징을 가졌다. 

여러 면에서 <Hub HUB> 는 작가가 지금까지 선보여 온 작업의 양상과는 차별화되며 

의미 있는 변환점을 시사한다. 왕십리 광장을 위한 벽화 기획안과 함께 그는 현재 할로

윈을 주제로 한 새 연작을 구상 중에 있는데, 화려한 축제의 순간을  담아내기 위해 컬

러풀한 색상을 위주로 더욱 과감하게 해체된 회화적 구성을 선보인다.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축제화된 죽음’과도 같은 할로윈은 소재적인 측면에선 이전

의 연작과 맞닿아 있지만, 현대 사회, 특히 젊은 청년들의 대표적인 축제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과거에서 현재로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작가의 시선을 감지 할 수 있

다. 그가 왕십리 광장에 주목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광장은 한양대를 비롯한 인

근 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크고 작은 축제와 문화행사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한적한 쉼터 보단 바쁜 발걸음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장소 이자 커뮤니티가 모이고 흩

어지는 생동감 있는 광장의 특징을 반영해 벽화 또한 하루 동안 변모하며 자신만의 생

명력을 갖고 공간을 사유한다. ‘직관적’이면서도 ‘도시적’인 시각 언어를 통해 광장을 

찾는 다양한 세대의 시민과 거리낌 없이 소통하고자 하는 작품의 의지와 의도 또한 맥

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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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서지혜 화가는 ‘빛과 공기’를 그림에 담는 작업을 하고, 최유환 작가는 미디어아트

로 공간과 사물에 빛을 투영함으로써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을 한다.

아날로그 예술과 미디어아트의 협업으로 황량했던 공간에 따뜻한 생명력을 부여함

과 동시에, 빛나던 일상생활을 잃어가며 지친 시민들에게 황홀함과 치유의 시간을 

선물하고 싶다. 또한, 관람객과의 쌍방향 소통으로 시민의 반응에 따라 재해석되고 

공공미술로써 완성되는 공간을 기획한다.

이를 표현할 공간을 찾고자, 자치구 선정단계에서 각 자치구 담당자와 소통하며 부

합성, 현실성 등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중 ‘스마트 쉼터’, ‘자치구 랜드마크 문화

공간’으로의 발전을 고려하는 성동구 왕십리광장이 본 작품의 의도와 가장 부합하

는 장소로 선정되었다.

아날로그 예술 & 미디어아트로 조성된 ‘아트치유 빛의 광장’이 시민들의 마음속에 

작은 행복을 피워내는정서적 ‘치유의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작품설명

‘아트치유 빛의 광장’은 피어나는 광장과 치유의 광장으로 구분된다.

피어나는 광장

1. 광장 대형벽에 성동구를 대표하는 꽃 ‘개나리’를 벽화로 표현. 개나리밭 벽화 속

에 3개의 카메라 연동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시민들의 얼굴이 피어나고, 저녁이 되

면 프로젝션맵핑 아트로 꽃잎이 흩날리며 그림이 움직임.

좌측 벽엔 감지 센서로 반응하는 언택트 인터렉티브 벽을 설치. 여러 꽃의 나뭇가지 

및 봉우리 그림 위에 5cm 정도 거리를 두고 손을 올리면 꽃이 피어남.

우측 벽엔 시민의 그림이 실시간으로 투사되고, 시민의 모션에 따라 반응하는 반응

형 미디어아트가 웃음꽃을 피워냄.

2. 정원을 설치하고 그 위에 시민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맵핑. 꽃과 식물에 영상

이 불규칙적으로 덮이며 시민의 이야기가 정원에 피어남.

치유의 광장

1. 광장 바닥에 스테인드글라스 느낌의 미디어아트를 투사해 다양한 색과 모양으로 

생명력을 불어넣음. 시민들이 그 위를 걸으며 빛이 주는 아름다움을 즐기고 빛과 하

나가 될 때 행복으로 치유되고, 작품이 완성됨. 옆의 샛길에는 태양열로 발광하는 

모래들이 설치되어 바쁜 일상을 잊게 해주는 ‘은하수 길’을 만들어 냄.

2. 소녀상 위에 피어나는 프로젝션맵핑아트를 통해 아픈 역사를 치유.

성동구 63

63

아트치유 빛의 광장(피어남)

아트치유 빛의 광장은 아날로그 예술과 디지털 미디어아트의 콜라보 형식으로, ‘왕십

리광장’이라는 공간 자체가 하나의 언택트 시민 참여형 공공미술로 제작된다.

‘피어남’을 컨셉으로하여 프로젝션 맵핑과 회화 및 인터렉티브 설치예술을 통한 ‘아

트치유 빛의 광장’이라는 주제의 공간작품을 구성한다.

(‘피어난다는 것’의 의미: 작게는 ‘작품 속 꽃이 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크게

는 ‘빛의 광장을 통해 관람객의 행복이피어나고, 시민의 참여로 새로운 예술이 피어

나는 것(중의적 표현)’을 의미한다.)

활동명(팀명) 63

대상자치구 성동구(왕십리광장 북측 벽화구간)

공모유형 작품설치, 공간조성 및 전시, 도시환경 개선, 주민참여 공동체 활동

지원유형 팀

팀 서지혜

최유환 미디어아트/프로젝션맵핑



559558 코로나19 서울공공미술 100개의 아이디어성동구 63

세부계획

현장 답사 및 성동구 담당 부서와 현장 상황을 논의한 결과 미디어아트를 위한 전기

는 양쪽에서 끌어쓸 수 있음을 확인했다.

(장비는 현장 상황과 예산에 따라 조율 가능. 주요 기자재는 3년을 기준으로 A/S 포함

된 장기 렌탈을 고려. 기본 5,000안시 급 프로젝터 사용)

1. 벽화 작업

사이즈(18m, 3m) 회화 벽화작업

맵핑: 10,000안시 프로젝터

벽화 속 디스플레이: 미디어아트 형식으로 벽화 속에 세 개의 디스플레이를 설치하

고 고프로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민의 얼굴이 피어남을표현한다.

2. 프로젝션맵핑 기술

- 바닥: 지름 약 20m, 20,000안시 프로젝터, 맵핑

- 감도 반응 언택트벽 제작: 아두이노를 통한 전도성 감지 기술로 벽 제작. 

벽 위에 회화 그림 작업 및 맵핑 영상작업

- 모션 감지형 미디어아트: 모션 감지 카메라인 키넥트를 사용한 모션인지 및 프로

그래밍

- 시민 창작형 그림 맵핑&애니메이션: 인터렉티브 그림 어플인 Tagtool 사용, 보호

대가 설치된 패드

- 소녀상: 영상 제작 및 맵핑

- 정원: 정원 설치, 평소에는 제작한 미디어아트를 송출하고 특정 날에는 제보받은 

사연 영상을 정원 위에 맵핑

3. 은하수 길

태양열을 받아 저녁에 발광하는 형광 모래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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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성공적인 공공미술을 실현하고 현실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왕십리광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현재의 왕십리광장이 통행로 정도의 역할을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아트치유 빛의 광장’을 통해 낮에는 아날로그 예술광장이자 휴식처로, 밤에는 디

지털 빛의 광장이자 스마트 문화 쉼터가 됨으로써 주민들에게 참여 소통형 문화광

장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백화점 옆에 위치한 빛의 광장은 지역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

을 것이다.

성동구 관계자와 시민들이 우려하던 광장 한 측 오토바이와 자전거 불법점거로 인

한 문제를 소통형 빛의정원을 만듦으로써 예술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날로그 그림이 주는 따뜻한 감정에 빛과 미디어아트가 주는 황홀감이 더해져 ‘아

트치유 빛의 광장’이 시민들에게 정서적 치유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서지혜 성수동언더스텐드 에비뉴 ‘작은 기술로 만드는 큰 놀이터’ 프로젝션맵핑 내 일러스트 작업

tag tool 현장강사

부산 일러스트페어‘빛을 담은 기록들’ 기존 작업외 맵핑을 결합한 작업전시

2020 아시아프 전시회 회화작업 전시

울산 도자기공방 벽화작업

성북구 지역 마을 공동체 공공미술 전시 및 벽화 작업

서울국제예술박람회siae2017 기획 및 총괄 외 다수

최유환 경남 아트체인지업 ‘자연의 소리’ 공연 5면 프로젝션 맵핑 진행중 2020.11~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문화재단 ‘아트 체인지업’ 작가

Brown hands café 프로젝션 맵핑작업

성수동 ‘언더스텐드 에비뉴 ‘작은기술로 만드는 큰 놀이터’ 프로젝션 맵핑 총괄작가

(신한 두드림 스페이스)

FILA 협찬 신발 프로젝션 맵핑 작품 제작

‘빛을 담은 그림들＇프로젝션 맵핑 작가 외 다수

소개글

최선주    미디어 문화예술 채널 앨리스온 에디터

그럼에도 다시 광장에 모이기 위해서

몇 해 전, 미디어 아트의 도시라고 불리는 독일의 소도시, 칼스루헤(Karlsruhe)에 방

문했던 적이 있었다. 칼스루헤는 미디어 아트센터 ZKM(Zentrum fur Kunst und 

Medien)이 위치한 곳으로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전시와 프로젝트,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는 미디어 아트의 최전선과 같은 곳이다. 이곳에서 매년 여름 약 6주간 대규모 미

디어 파사드 행사가 개최된다. 18세기 바로크 양식의 칼스루헤 성을 배경으로 약 2시

간가량, 도시의 역사, 문화에 대한 소개,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를 초청하여 작품을 

상영한다. 궁전 앞 잔디밭에는 해가 질 무렵부터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같이 

술과 음식을 먹으며 쇼를 기다렸다. 마침내 양옆으로 길게 펼쳐진 성채에 화려한 빛이 

펼쳐질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다. 먼 도시에서 첫날을 맞이한 필자도 그 순간만큼은 

함께한 모두와 한여름 밤의 꿈을 꾸었다. 

미디어 파사드가 주는 압도적인 몰입감 때문에 많은 도시에서 지역 축제의 일환으로 

이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서지혜, 최유환의 <아트치유 빛의 광장: 피어남>은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시민들이 매일 지나는 익숙한 공간에서 이를 시도한다. 이들은 성동구

의 왕십리 광장을 새로운 문화 광장으로 상상하고, ‘피어나는 광장’과 ‘치유의 광장’을 

선보인다. 빛을 활용하는 미디어 파사드의 특성상 낮에는 벽화와 정원을 감상할 수 있

도록 하고, 밤에는 화려한 빛으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특히 본 프로젝트는 벽화와 미

디어 파사드 외에도 다채로운 작업들로 광장을 채운다. 움직임에 반응하는 인터랙티

브 벽과 정원, 바닥을 채우는 은하수 길뿐만 아니라 현재 광장에 위치한 소녀상에 영

상을 맵핑하여 잊고 있는 역사까지 일깨운다. 물리적인 장소로서 광장뿐만 아니라 시

민들이 모여 목소리를 내는 곳으로서 광장이라는 의미까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아트치유 빛의 광장: 피어남>과 일반적인 미디어 파사드와의 차별점은 공적인 공간

으로서 광장의 의미를 확장하는 지점이다. 광장은 일상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곳이자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한 공간이었다. 월드컵처럼 기쁜 일이나 촛불 시위처럼 하

나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 광화문 광장 같은 큰 광장부터 동네의 작은 광장에까지 시

민들이 모였었다. 다만 전대미문의 전염병 사태를 겪으며 광장에 자유롭게 모인다는 

것은 보기 힘든 풍경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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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매일 출근길과 퇴근길에, 또 동네를 산책하며 갈 수 있는 광장에서 잠시나마 예술

을 느끼는 것을 지향한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야 하

기 때문이다. 

두 작가의 말을 빌자면, ‘빛’과 ‘색’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필

자가 낯선 도시에서 느꼈던 것처럼, 쏟아지는 빛을 바라보며 얻는 강렬한 몰입은 잠

시나마 현실을 잊게 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은 새로운 공간으로 변모한 광장

을 지나며 일상의 피로를 해소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각을 오롯하게 느끼고 

받아들이는 시간은 닫힌 마음을 열기 위해서, 다시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필요

한 시간이다. 요컨대 다시 광장에 모이기 위한 연습이기도 한 것이다. 다시 모이기 위

해서 잠시 멈추고 일상의 풍경 안에서 새롭게 ‘피어남’을 느끼는 것, 프로젝트가 전달

하는 피어나는 빛과 색은 그저 모이는 공간으로서 광장이 아닌 모두의 장소로 기능하

는 광장을 상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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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의 다양한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다양한 기술이 융합된 

세상에서, 단순하게 바라만 보는 정적인 벽화가아니라 계절과 시간별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신개념의 미디어 벽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공공 미술은 화이트 큐브에 전

시되는 예술 작업과는 다르게 대중이 경험하고 감각하는 것이 상당이 중요한 지점

이라고 생각합니다. covid-19에 의해 가속화된 기술기반의 소통방식은 새로운 기

술로 우리의 사회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렇듯 단순하게 바라만 

보는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즐기는 요소들이 함께할 때 의미를 찾

아가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특히 기존의 벽화 공공예술 작업은 한번 제작되

면 변화될 수 있는 요소가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기술을 통

해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서 벽화의 이미지는 증강현실의 마커가 되어 새로운 차원

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구조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작품설명

1. 휴식의 공간:

1-1. 작품의 일부분이 약 18M 원형 계단으로 제작되어 자유로이 앉아서 쉴 수 있

는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를 제공

1-2. 여름: 쿨링 포그 시스템을 이용하여 한낮의 온도를 내리는 효과 연출

2. 상상의 공간:

2-1. 쿨링 포그 시스템으로 공간에 뿌려지는 자욱한 안개 연출은 밤과 낮을 구분하

지 않고 시민들이 단조로운 도시를 몽환적인 한 폭의 동양화로 연출하여 자연을 

유기적으로 상상하는 방식을 구현 함.

2-2. 엠비언트 사운드를 제공하여 편안하고 무한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

로 연출

3. 소통의 공간

3-1. 증강현실: 특별한 날 밤에는 프로젝션 맵핑을 이용하여 다양한 콘텐츠 제공 

가능 (언택트 시대의 다양한 가상 공연장/ 사회적 거리 두기 콘서트장으로 확장 

활용)

3-2.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 특별한 날 밤에는 프로젝션 맵핑을 이용하여 다양한 

콘텐츠 제공 가능 (언택트 시대의 다양한 가상 공연장/ 사회적 거리 두기 콘서트

장으로 확장 활용)

3-3. 간접 등은 모드에 따라 사운드/날씨나 유동인구 등의 다양한 데이터 등에 반

응하도록 시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이 작업과 직접 소통하도록 연출

성동구 이예승

이예승

UNTACT+CONTACT DIALOG

‘Untact Dialog’는 다양한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여러 기술이 융합된 세상에서, 

단순하게 바라만 보는 정적인 벽화가아니라 계절과 시간별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신

개념의 미디어 벽화 프로젝트입니다. covid-19에 의해 가속화된 기술기반의소통 방

식은 새로운 기술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감각을 확장시켰습니다. 이번 프

로젝트는 이렇듯 단순하게 바라만 보는 공공예술이 아니라 동시대를 감각하는 기술

을 통해 작품과 하나가되고 직접 경험하고 즐기는 요소들이 함께합니다.

대상자치구 성동구(왕십리광장 북측 벽화구간)

공모유형 작품설치

지원유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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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그머신 연출방법

프로젝션 맵핑 연출방법

성동구 이예승

세부계획

1. 증강현실을 이용한 앱 개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벽의 구조들을 보면 증강

현실로 새로운 이미지를 경험하게 합니다. 벽의구조에 있는 다양한 구조 속 이미지

들을 카메라로 인식하면 증강현실로 다른 이미지를 경험하도록 합니다.

2. 포그머신: 기존의 공간에 분수가 있기에 배수에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

합니다. 포그머신을 벽 구조체의 상단 부분에 설치를 해서 여름에는 공간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벽화의 구조는 단순하게 페인트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부조의 형태로 만들어 입

체적 구조로 만듭니다. 재질은 돌을 이용하여 구조를 만들어 변화되지 않도록 합

니다.

증강현실 실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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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1. 추후 벽화 면을 프로젝션 맵핑하여 새로운 형태의 작업으로 변화하는 인터렉티

브의 가능성을 제시

2. 단순하게 바라보는 작업이 아니라 증강현실이라는 기술을 통해 감각하고 경험

하고 새로운 의미의 벽화로 랜드마크로의 역할

3. 일정 주기를 가지고 업데이트되어가는 변화하는 벽화를 제작

4. 포그머신을 이용하여 여름의 몽환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도록 하여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도록 함

2020 Floating Variable 개인전

2016 動中動·靜中動 개인전

2015 Moving Movements 개인전

2014 The Green Cabinet 개인전

2020 재난 감각

전혀 예술적인, 엉성한 미술관

기획전

기획전

2018 디지털 프롬나드

개성공단

기획전

기획전

2017 자율진화도시 기획전

2019~2020 Variable Scape (현대모터스튜디오, 서울) 프로젝트

성동구 이예승

구조화 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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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박세미    공간지 선임기자 

미디어를 신체의 확장으로 본 마샬 맥루한에 의하면 인간의 신체와 감각은 기술에 의

해 외부세계로 확장되며, 이를 통해 인간의 무의식과 사회문화 또한 변화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의 새로운 소통 방식 

요구는 기술을 가속화 시킨 만큼 인간의 감각 또한 빠르게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미디어 아티스트 이예승의 <UNTACT+CONTACT DIALOG>는 다양한 시간과 공

간, 기술이 융합된 세상에서 단순하게 바라만 보는 일반적인 감상 방식의 벽화가 아니

라 계절과 시간 별로 시시가각 변화하는 신개념 미디어 벽화다. 이예승은 그간 테크놀

로지 기반의 미디어 설치 작업들을 선보여오며 동시대를 감각하는 예술적 고민을 해

왔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서 작가는 동시대를 감각하는 기술을 통해 관객이 직접 경

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공 예술 작품을 구현하고자 했다. 

<UNTACT+CONTACT DIALOG>는 휴식의 공간, 상상의 공간, 소통의 공간으로서 

만들어졌다. 작품의 일부분이 약 18m 원형 계단으로 제작되어 시민들이 자유롭게 앉

을 수 있으며, 여름에는 쿨링 포그 시스템이 기온을 낮춰주는 기능을 해 휴식의 공간을 

제공한다. 쿨링 포그 시스템은 안개가 자욱한 공간을 연출하는데, 이는 도시 한가운데

서 몽환적인 한폭의 동양화를 상상하게 만든다. 이와 함께 흘러나오는 엠비언트 사운

드는 도시소음 속에서 시민들에게 청각적인 휴식을 제공하고, 상상력을 증폭시킨다. 

이와 더불어 <UNTACT+CONTACT DIALOG>는 증강현실을 통해 새로운 소통 방

식을 제안한다. 프로젝션 맵핑을 이용하여 가상 공연장, 사회적 거리 두기 콘서트장 등 

언택트 시대의 다양한 콘텐츠가 수용 가능한 이벤트 공간이 되는 것이다. 

관객은 핸드폰을 이용해 증강현실이 투영된 벽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벽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구조를 카메라로 인식하면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벽화

의 구조는 부조의 형태로 입체적 구조를 가지며, 설치된 간접 등은 사운드, 날씨, 유동 

인구 등 다양한 데이터에 따라 반응하며 모드를 달리한다. 관객들은 관련 어플리케이

션을 다운 받은 후 벽 부조의 그래픽 부분을 증강 현실 마커로 활용하게 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증간 현실 기반의 벽화를 경험하게 된다. 기술과 상호작용하며 벽화를 통해 

감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 예술로서 <UNTACT+CONTACT DIALOG>가 가지는 의미와 가능성

은 무엇일까? 이예승이 “기술을 통해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서 벽화의 이미지가 증강

현실의 마커가 되어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구조로 사용되기를 바란다”

고 밝힌 것처럼, 프로젝션 맵핑을 통한 벽화는 추후 새로운 작업으로의 변화가 용이하

며, 증강현실이라는 기술을 통해 감각하고 경험하는 새로운 의미의 벽화로서 랜드마

크의 역할을 기대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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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역 주변에는 사람들이 만나고 모이는 일이 잦다. 왕십리 역은 서울 지하철 2,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이 모두 걸쳐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 이곳을 지나는 인구는 

많은 편이다. 그러나 이 많은 통행 인구가 왕십리 역이나 역 주변에 정체하고 머무

는 시간은 짧은 편이어서,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일정 면적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

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왕십리광장은 왕십리 역사 앞에 위치한 원형의 광장이다. 특히 왕십리 역사는 거대

한 상업시설로 존재하고, 그 주변을 살펴보면 성동구의 공공시설이 바로 인접해 있

는 지역이라 이 지역에 사람들이 머물게 하는 인프라는 이미 다 갖춰져 있는 셈이

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공간들을 서로 연결하는 구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왕십리

광장이 섬처럼 주변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구심력 광장>은 이 곳들을 서로 연결하고 지역 주민들이 머물 수 있는 광장의 성

격을 가진 장소를 구축하고자 기획되었다. 여러 겹의 선으로 이루어진 이 구조물은 

왕십리광장의 둘레 한 켠에 만들어지지만, 이 작은 구조물 <구심력 광장>이 구축됨

과 동시에, 이 자리를 중심으로 광장 주변에 각각 따로 존재하던 시설이 하나로 연

결되고, 사람들이 오래 머물 수 있는 광장이 생성될 예정이다.

작품설명

현재의 왕십리 광장을 살펴보면, 광장 가운데에 분수 설비가 있고, 북쪽으로는 낮

은 벽이 서있다. 즉 여름철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수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지

만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 공간을 찾을 만한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광장은 본래 여러 가능성을 지닌 공공공간이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의 접근이 

어렵고 특별히 사람들이 머무르기 힘든 지금의 상황이라면 특정한 장치를 통하여 

사람들의 유입과 정체시간을 늘일 필요가 있다. 이 크지 않은 계단 형태 구조물은 

왕십리 광장 한 켠에 놓이지만 공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효율적으로 기능한다. 

이곳은 대기 공간 이상의 휴식이 가능한 공간으로, 사람들이 오래 머물 수 있는 곳

이다. 위화감을 주지 않는 낮은 경사면의 계단에서는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오

래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도 있다. 주변 보행로의 축과 보행자

의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개구부를 계획하며, 휠체어와 유모차가 다니는 데도 어려

움이 없도록 하며, 따뜻한 색의 LED 조명과 함께 조경을 구성하여 밤에도 심리적

인 안정감을 가지고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원형광장과 유사한 형태의 구조

는 광장의 중심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고, 광장의 중심 공간은 자연스럽게 활동

의 장이 되게 할 것이다.

성동구 표창연

표창연

구심력 광장

왕십리역은 유동인구가 많지만 대부분의 공간이 상업시설에 집중되어 있고, 역사 앞 

광장은 섬처럼 주변과 단절되어 있어지역의 잠재력에 비해 한정된 기능으로만 사용

되고 있다.

<구심력 광장>은 기존 왕십리 광장 둘레에 완만한 경사의 계단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이다. 완만하고 넓은 원형의 계단구조물에서는 누구나 편히 쉴 수 있고. 마주보

고 있는 기존의 벽체를 확장하여 스크린으로 활용한다면 이곳은 야외 극장이된다.

<구심력 광장>은 계단형태의 단순한 구조물이지만 광장 공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

여 이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 할 것이다.

대상자치구 성동구(왕십리광장 북측 벽화구간)

공모유형 작품설치

지원유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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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

<구심력 광장>의 주 재료는 콘크리트이다. 기초 및 계단형태의 골조는 거푸집을 이

용하여 현장 타설 콘크리트로 제작한다. 다만 외부의 곡면은 현장타설 직후 제물치

장을 통하여 면을 형성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바닥면에서 벤치 높이로 이어지는 부

분을 최대한 부드럽게 연결하는 것이다. 

골조부분을 완성하였다면 다음은 계단 부분에 콘크리트패널을 건식으로 붙이는 작

업니다. 추후 콘크리트면에서 백화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습식공

법 대신 공장에서 제작한 콘크리트패널을 철재 구조틀 위에 시공할 예정이다. 단별

로 곡률이 일정하기 때문에 콘크리트패널을 공장에서 제작하는것이 비용면이나 품

질면에서 유리하다. 콘크리트 패널의 종류는 크게 바닥판과 코너 블록 두 가지이다. 

계단 바닥판의 깊이는 1m이고 코너 블록의 곡률은 200mm로 총 1.2m 깊이의 계

단이 반복된다. 한단의 높이는 400mm로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적당한 높이로 설

정하였다. 계단 네단과 마지막 등받이 높이까지 더하여 총 높이는 2m이며 전체 사

이즈는 내경 10m, 외경은18.1m, 최대 너비는 34.5m이다.

또한 바닥판 곳곳에 LED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해가지면 <구심력 광장> 은 왕십리 

광장을 밝히는 조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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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구심력 광장>이 설치되면 인접한 위치에 있는 시설들(성동구청, 청소년수련관 등

의 공공시설과 주변의 주거시설 등)과 왕십리 역사(교통시설 및 상업시설)가 연결

될 수 있는 거점으로서 자리잡을 것이다. 이곳에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늘

어나면 근린공원이자 광장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에 없던 장소가 성동구 

안에 생길 것이다.

이 <구심력 광장>을 통해 새로 조성된 왕십리 광장에서는 아이들이 안전에 대한 큰 

문제없이 뛰어놀고,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돗자리를 깔고 쉴 수 있으며, 스케이트 

보드를 탈 수도 있다. 전면에 분수대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더욱 자연스럽게 확장

된 면적으로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 공간이 활성화되면, 근린 시설이 

확장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이고 더불어 왕십리 역사 주변 지

역 경제 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표건축사사무소운영 및 서울시 마을건축가

건축사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학사 및 석사 졸업

2020 강북구 문화청소년활동지원센터 설계공모 입상

도봉 119 안전센터 설계공모 우수작3등 입상

강원도 공공 어린이재활의료센터 설계공모2등 입상

2019 2019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이주요, five-story tower> 설계

서울시 시민아이디어구현 공공미술프로젝트<타원본부, 정지현> 협업건축가

2016 <난민을 위한 건축적 제안들, 아르코미술관> 참여작가

2013-2016 매일유업 평택공장 레노베이션 프로젝트 PM

2013 공주금성배수장 문화예술공원조성(작가 김소라, 큐레이터 김장원)

전태일기념관, 일민미술관 전시공간설계 등 전시공간 다수 기획

성동구 표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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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단지    큐레이터

머무름이라는 시간이 만드는 광장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심력 광장>의 투시도에서 나는 어떤 무대를 상상했다는 것

이다. “도시는 예술이요, 가장 의미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으로 제

공하는 장소이다.” 미국의 도시학자이자 비평가인 루이스 멈퍼드(Lewis Mumford)

는 이렇게 정의했다. 

왕십리 광장은 시민들을 위한 분수와 영상을 상영할 수 있는 낮은 벽이 있는 광장이

다. 건축가가 기존 왕십리 광장의 바닥을 따라 설계한 것은 다수의 시민이 앉을 수 있

는 계단 형태의 구조물이다. ‘화려하거나’ 혹은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것이 절대 아

니다. 의도적으로 꾸미지 않았지만 어딘가 끌리는 그런 매력이다. 높낮이에 따라 사람

들이 기대고 앉아서 둥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기대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간단한 형

태이다. 사람들이 ‘건축’이라는 말을 들으면 특별한 것을 생각하고 디자이너든 사용자

든 모두 특별한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이 건축이라 여긴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측 모두 

실생활과 동떨어진 환상이다. 표창연은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왕

십리 광장의 물리적인 환경에 주목하고 역 주변의 유동인구들이 이러한 장소를 활용

하는 쓰임에 대한 궁리로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구조물을 더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대부분 건축 구조물을 마주한 사람들은 파사드 주위를 따라 걷고 나의 신체보다 큰 스

케일을 구조를 인지하면서 집회나 모임을 연결하는 건축적 매력에 이끌린다. 대부분

의 구축된 공공 장소들이 정치, 경제적 이유와 분리될 수 없는 수동적인 응시를 가지

는 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내가 상상한 <구심력 광장>의 무대에 정해진 시나리오는 없다. 도시의 삶은 아침부터 

밤까지, 24시간 생활의 근거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시간의 축 안에서 무수한 

해프닝이 벌어지고 사건이 도발된다. 아마 이런 ‘무대’라는 상상의 출발에는 조명이나 

연극적인 장치와 같은 물리적인 조건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흔히 의식하지 못하는 도

시공간과 개인의 시간적인 관계, 바로 ‘머무름’이라는 속도에서 비롯된 것이 틀림없다. 

아침 출근길 종로의 빡빡한 건축물들 사이에서 나의 움직임은 멈출 수 없다. 조각되어 

놓여진 건축물의 몸체에 전념할 수도 없고 집중할 수도 없는 것은 무의식적인 접촉과 

수동적인 관계 안에서만 놓여지는 도시의 시간과 속도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이들의 소박한 공연이 되거나 손으로 만든 

물건들을 가져 나와 파는 장터가 되거나 혹은 스케이트를 타거나 공놀이를 하는 풍경

을 상상해본다. 왕십리를 스쳐가는 많은 출 퇴근자들의 점심시간에 책을 읽는 독서실

이 되거나 음악을 듣는 휴식을 즐기는 광장을 상상해본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과 

상상력의 제안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구심력 광장>

의 핵심적인 구조이다. 

<구심력 광장>은 광장과 행인 사이의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부여는 프로젝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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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기존 굴다리의 내, 외부의 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공간 조성에 대한 목표를 세움.

기존의 어두운 굴다리 하부 벽면에 보행자 인식조명을 설치하여, 내부의 조도환경

을 개선시켜 밝고 안전한 보행 도로를 제안하고 범죄를 예방한다.

또한 굴다리 외부 벽면에는 보행자가 큐브를 직접 조작하여 일상적이며 희망적인 

글귀를 만들고 다른 이에게 전한다.

작품설명

기존의 보행자가 직접 조명을 터치하여 점등하던 방식을 바꿔 좁은 보행로에 더 적

합한 방식인 벽면에 보행자를 인식하여 자동 점등되는 led 조명을 설치하여 내부 

환경을 밝게 개선함으로써 어린이 및 여성, 노약자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보행환경

을 제공한다. 굴다리 외부 벽면에는 큐브 월을 설치하여 보행자가 참여하여 눈으로 

즐기고, 귀로 듣고, 손으로 터치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굴다리 주변부의 시각적인 

변화와 새로운 장소성을 부여한다.

세부계획

자동 점등되는 led 센서조명이 굴다리 하부 15m 보행자도로 양측으로 총 두 개가 

설치된다. 방수와 먼지발생에 대한 처리를 위해 40mm 전등 위에 30mm의 보호

덮개를 설치한다. 조명의 센서가 보행자의 위치를 인식하여 보행자의 이동에 따라 

점등된다. 

이는 운전자를 방해하지 않으며 보행자에겐 밝은 보행도로를 제공한다. 

외부 벽면의 큐브월은 나무재질의 가로 6m, 세로 2m의 틀 안에 폭 3cm, 길이 

1.76m 의 길다란 원통기둥이 세워진다. 그리고 이 원통기둥에는 가로 10cm, 세로 

10cm 정사면체의 큐브가 세로로 2cm 간격을 두고 설치된다. 큐브를 고정시키고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원통과 기둥 사이에는 작은 고정용 원판이 들어간다. 

큐브 내부에는 다양한 소리를 내는 재료들이 들어가 큐브 회전 시 청각효과를 낸다.

성북구 JOY

JOY

미인도,시 _ 彌人道始

굴다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미인도의 새로운 시작을 꾀한다.

활동명(팀명) JOY

대상자치구 성북구(성북구 동선 굴다리)

공모유형 도시환경 개선

지원유형 팀

팀 권혜림 건축/디자인

이윤경 건축/디자인

박성민 건축/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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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문화공간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낙후되어 있던 굴다리 하부와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

던 굴다리 외벽으로 인해 불쾌한 보행로에 큐브 월과 조명을설치하여 장소의 이미

지를 바꾸고, 시민에게 안전을 제공한다.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권혜림, 박성민, 이윤경)

2019 필디챌린지 2019년도 제3회 건축디자인 공모전 특별상 (박성민, 이윤경)

코엑스 윈터페스티벌 크리스마스트리축제 공모전 최우수상 (박성민, 이윤경)

소개글

조은비    독립 큐레이터 

현대미술의 맥락에서 도심의 ‘틈새’ 공간은 미술가들에 의해 작품의 매력적인 소재 혹

은 주제가 되어왔다. 공간을 예민하게 바라보고 새로운 시선으로 포착하는 예술가들

에게 도시 공간 속 철거 직전의 건물이나 개발을 앞둔 공터 등 개발주의 경계에 위치

한 이러한 장소들은 창작을 위한 새로운 자극이 되어온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

람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버려진 공간, 비가시화된 장소에서는 예술적 개입이 항상

‘먼저’ 있어왔다. 완결 상태의 말끔한 공간이 아닌 이 같은 ‘사이의 공간’에서 예술적 

상상력이 생겨난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리고 이를 창작 행위에 내재한 특성, 

즉 무용한 쓸모를 갖는 잉여적 성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

까. 요컨대 도심의 인공적인 공간이 생동한다면 그것은 바로 명료하게 포착되지 않는

(예술가에 의한) 잉여성의 돌출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 프로젝트에서 주목한 ‘굴다리’는 자동차와 인간(보행자)이 공존하는 곳으로, 차량

의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 생겨난 부수적인 공간이다. 자본에 의해 촘촘하게 구획된 도

시 공간에, 이처럼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빈 공간은 흔치 않다. 때문에 영화 속 굴

다리는 흔히 음습한 범죄의 현장으로 재현되기도 하지만, -서울 도심 곳곳의 굴다리만 

찾아봐도 알 수 있듯이- 예술가들에 의해 그래피티 벽면, 공연 무대 등으로 사용되기

도 한다. 이렇듯 기능과 기능 사이에 끼인 공간으로서의 굴다리는, 어쩌면 그것의 존재 

자체에 앞서 말한 잉여적 특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때, 공공미술은 이러한 장소에 어

떠한 개입을 시도할 수 있을까? 

급변하는 산업사회 속 도시 공간에는 제 기능을 상실해 버려지거나 낙후된 공간이 필

연적으로 생겨났다. 이때, 도시 행정은 개발 이면의 공간들에 ‘공공미술’이란 이름으

로 이른바 ‘도시 미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한국 사회에서 공공미술에 대

한 국가적인 개입은 2000년대 이후 더욱 본격적으로 가속화되어 왔다. 이에는 여러 

이유와 맥락이 있지만, 더 이상 개발이 불가능한 고도화된 도시공간의 그늘을 예술가

들과의 협업과 미적 개입을 통해 변화시키고, 글로벌 도시로서의 매력적인 상품성, 곧 

브랜드 가치를 획득하고자 함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상술한 예술가들에 의한 자

발적 행위와 상반되는 인위적인 ‘개입’이다. 

따라서 공공미술은 태생적으로 예술적 행위가 지닌 자발성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때문에 이러한 공적 개입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선 비단 도시 미화라는 기능주의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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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만이 아니라 공공의 가치를 위한 선한 구호가 등장하곤 한다. 

특히, 공공미술이 도시의 화려함 이면의 게토화된 공간들에 주목하면서, 어린이, 노약

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이러한 공간들에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전함’이

란 감각을 제시해왔다. 그렇다면 이 안전함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는 물론 일차적으로 

치안의 영역이고, 안전함의 감각을 한갓 ‘공공미술’이 실현할 거라 바랄 순 없을 것이

다. 그럼에도 공공적 개입을 단지 기능적으로 소비시켜버리지 않기 위해선 공공미술

과 새로운 감각을 연결할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바로 여기서 공공미술의 

참여적 특성, 즉 관계적 형식이 요구된다. 

이것은 예술가의 일방적 개입이 아닌 지역주민, 시민들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가능

한 것으로 이 또한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공공미술에 있어 관계성이란 갑자기 생겨나

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미술이 도시 행정에 의해 도구화되어 상투

화/관습화된 오브제를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도입부에 언급

한 미적 잉여성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프로젝트의 작가들이 서술한 “굴다리 외부 벽면에는 보행자가 큐브를 직접 조작하

여 일상적이며 희망적인 글귀를 만들고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굴다

리 외부 벽면에는 큐브 월을 설치하여 보행자가 참여해 보고, 듣고, 감각하는 경험”을 

제안하는 유희적인 방식은 상술한 잉여적 감각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이 같은 ‘유희성’

이야말로 미술에 내재한 근본적인 즐거움이라는 점에서 공공미술이 특히 주목해야 하

는 지점이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도시 공간 내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염두에 둘 것은 

단순히 그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시민 관객과의 관계적 형식을 모색해 새로운 

감각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프로젝트는 종국에 바로 그 시민의 참

여를 통해, 그들에 의해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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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문제의식

동선동 굴다리 일대는 쓰레기 집하장과 어두운 주변 경관을 가진, 전국의 사례로 봐

도 최악의 주변환경과 함께 매우 열악한 다리이다. 이후 2010년 부터 예술마을가꾸

기 사업과 복합문화공간<미인도>를 조성하는 등 지자체의 노력으로 주변 상권과 

함께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예술마을가꾸기 사업은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노후화된 상태이며, <미인도>는 관리 주체만 사용할 수 있는 폐쇄적 성격의 공간이

다. 또한 다양한 단체의 난립으로 통일성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문제점 또한 도드라

진다.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차량과 사람 모두의 통행량이 많은 동선동 굴다리는 불

쾌하고 어지러운 이미지로 가득찬 부정적인 공간으로 인식되며 서둘러 지나쳐야만 

할 대상으로 기피되고 있는 현실이다.

제안

- 일시적인 벽화 조형물을 벗어나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수월한 대안형식의 공공

미술 작업제안

- 사업비이내 1년 시범사업 예산편성

- 부분적으로 공간에 침투해 세련되고 청량한 방식의 공간을 제시하고 주변(시간의 

흔적)을 대조하여 서로간의 특성을 어우러지게 강조한다.

작품설명

<오감도 옆 갤러리(Five Senses 4nd Side Gellery)>

<오감도>: 현재 동선 굴다리 안 지하도 터널 사이 다섯 개의 공간을 이용한 관리

형 쇼윈도 플랫폼.

오감도는 시인 이상의 난해한 대표시에서 제목이 유래한다. 동선굴다리에 제안한 

오감도는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 보는 사람들이 예술적 논란을 일으킬 만한 공공성

과 예술이란 주제로 많은 실험이 가능한 공간이다.

<옆 갤러리>: <미인도>와 <오감도> 사이에 위치할 옆 갤러리는 그 두 공간 사이

의 가교역할을 한다. 동시에 공공미술이 그동안 처했던 제약조건들인 환경적 요인

(날씨, 온도, 바람, 분진)들을 통제할 수 있는공간을 구성하고 실외처럼 노출되지만,

실내의 특성을 제공한다.

전시 내용

완공 시점에 따라 계절별로 총 4~6월, 7~9월, 10~12월, 1~3월까지 총 네 번의 전시

맞춰 전시 사이 준비기간 한달)를 열수있다.

* 전문 기획자에 따라 주제나 형식은 변할 수 있다. (섭외 예정)

성북구 에이 더블유 디 더블유(awDW)

에이 더블유 디 더블유(awDW)

오감도 옆 갤러리(Five Senses and Side Gallery)

<오감도 옆 갤러리>는 노후화된 교각 구조에서 단점을 보완하고 공공미술에서 배제

되어 있던 예술가들의 다양한 개입을 열어두어 예술적 체험을 불러 일으키고자 하는 

특별한 전시 플랫폼이다. 이는 주변 환경(차량정체, 미인도-복합문화공간)의 특성과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의 교체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조성 작업과 

불특정 다수와 소통을 원하는예술인의 참여를 통해 공공 예술 역량 강화를 시도하는 

공간 내 전시프로그램을 통합한 작업이다.

활동명(팀명) 에이 더블유 디 더블유(awDW)

대상자치구 성북구(성북구 동선 굴다리)

공모유형 공간조성 및 전시

지원유형 팀

팀 안민욱 미술/기획 및 감수

김영배 건축/공간 설계

이정환 건축/공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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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을 이용한 1년의 시험운영 전시 (5번) ‘오감도’와 ‘옆 갤러리’에서 1년간 시범운

영 후 관리 주체를 성북문화재단이나 미인도 작가들에게 양도할 예정이다.

세부계획

시설(대상지 별 소재)

대상지1 (오감도): 기존 굴다리의 기둥 사이 다섯 칸을 열리는 투명 아크릴 덮개를 

만들어 양면으로 설치한다.

양쪽 통로에서 모두 전시할 수 있고 회화의 경우 양면 10작품까지 전시 가능하며 조

형 작업의 경우 한 칸을 전체 사용

대상지2 (옆 갤러리): 철재 구조 파이프로 구조를 세우고 내부 벽과 천장은 합판 위 

백색 페인트, 바닥은 콘크리트 마감, 외벽은 투명 강화유리로 마감한다. 

대상지3 (터널 통로): 라인 LED조명을 설치하여 자연광 조도인 80만 럭스 이상을 

확보한다.

또한 조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터널 벽면과 천장을 스토(sto 독일식 뿜칠 

재료)를 뿜칠하여 자연스런 질감으로 마감한다. 

대상지4 (외부 통로 바닥): 옆갤러리 앞마당과 터널 통로는 무근 콘크리트(콘클로

어 제품)를 마감하여 오감도 옆 갤러리와 톤에 통일 성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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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굴다리를 지나갈 때 느끼던 부정적 경험을 예술 감상이 가능한 긍정의 경험으로 전

환(통학 출퇴근 시간, 교통 지체 시 볼거리 제공)

공기와 온도 습도의 관리로 제대로 된 갤러리이자 쉼터의 공간.

전시장 밖 공공장소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던 동시대 예술가의 전시기회 제공.

기존 미인도와 함께 예술공간 집결지로 인식되어 지역 문화와 주변 공간 활성화 기

여 예측.

안민욱(ars)

2020 아르스도, 4회 개인전, 아마도예술공간, 서울 개인전

2015 오산연고작가 발굴전, 3회 개인전, 문화공장오산, 오산 개인전

2014 플랜비스테이지, 2회 개인전, 스페이스 까마귀, 오산

아르스-쓸모없는예술사무소, 1회 개인전, 쿤스트독프로젝트스페이스, 서울

개인전

개인전

2020 사이좋은사이, 2인전, 금나래아트홀갤러리, 서울 기획전

2019 쿠니무라준의 미끼, 금천예술공장, 서울 기획전

성북구 에이 더블유 디 더블유(aw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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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기모(Gimo Yi)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 선임 큐레이터

Asia Culture Center, ACI, Senior Curator

‘오감도 옆 갤러리’: awDW 작업실을 방문하다

‘미아리고개’라는 말을 들으면 한국 현대사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희노애락과 다사

다난함이 가슴언저리로 밀려든다. 한국전쟁 당시 혈연지간, 연인지간 생이별을 겪었

던 곳이고, ‘단장의 미아리고개’ 트로트 가요의 배경이기도 하며, 지금은 쇠퇴했지만 

1980년대 점성촌으로 번창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동선동 미아리 점성가촌에서 고개 

방향으로 오르는 도로 아래 굴다리가 하나 있다. 어둡고 칙칙한 주변 경관은 굴다리 일

대의 쓰레기 집하장과 뒤섞여 멀리하고 싶은 기운을 발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량과 보행자는 선택의 여지없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이 굴다리를 지나야만 한다. 

일하러, 공부하러, 거의 매일 불쾌함과 역겨움을 참아내고 굴다리를 통과해야하니 ‘미

아리고개’의 다사다난함은 아직도 진행 중인 듯싶다.

안민욱, 김영배, 이정환, 이렇게 세 명으로 구성된 ‘팀 awDW’는 동선동 굴다리에서 

그들이 기획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한다. 프로젝트의 제목은 ‘오감도 옆 갤

러리.’ 필자는 은평구 역촌동에 위치한 안민욱 작가의 작업실을 방문하고, 프로젝트

의 의도와, 제목의 의미, 개선점과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해야하는 부분 등에 관해 장

시간 대화를 나누었다. 이 글은 당시의 대화 내용을 대담 형식으로 재구성한 글이다. 

프로젝트가 기획·구현되는 과정에서 이 대화의 시간이 의미 있는 것이었기를 바란다.

이기모: 프로젝트 제목 ‘오감도 옆 갤러리’를 듣자마자 이상의 ‘오감도’를 일단 떠올

리게 되네요.

안민욱: 사실 프로젝트의 제목은 이상의 ‘오감도’에서 유래 했습니다. 이상이 그의 시

에서 시대와 인물의 형형색색과 인간본질을 은유하고 통찰했듯이, 이 프로젝트에서도 

현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인물들에게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자주 지나다

니는 동선동 굴다리 기둥사이 공간은 ‘오감도’라는 제목의 예술작품 쇼케이스 공간이 

될 예정이고, 길 건너 있는 빈 공간은 ‘옆 갤러리’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굴다리를 지나

다니는 통행자들과 차량 운전자들은 공공장소에서 예기치 못하게 버젓이 전시되고 있

는 작품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상의 시에 등장하는 형형색색 다양하면서도 동시

에 같은 공통분모를 지니는 인간 속성을 이 프로젝트를 접하는 일상의 현대인들을 통

해 투영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감도 옆 갤러리’라는 제목이 탄생한 것이죠. 그

리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예술향유의 공공성이라는 문제를 제시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기모: 동선동 굴다리에 ‘오감도’와 ‘옆 갤러리’가 들어선다면 그 일대의 환경도 점

차 정비될 것 같군요.

안민욱: 그러리라 기대합니다. 현재 굴다리 일대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해서 시민들의 

통행에 불쾌감을 주고 있지요. ‘오감도’와 ‘옆 갤러리’ 주변이 깔끔하게 도색되고 예술

작품 관람의 공간으로 변모할 예정이니 일대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

공미술 프로젝트가 주변 환경 조성을 실천하는데 촉발요인이 되기를 바라고, 자치구

와 시민이 함께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가는데 일조했으면 합니다. 

이기모: 공공미술 프로젝트 하나가 씨앗이 되어 도시 환경을 재 조성 하는데 커다란 

원동력이 될 수 있겠군요. 이제, 여기에 들어서게 될 전시 공간, ‘오감도’와 ‘옆 갤러리’

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고 싶군요. ‘오감도’는 현재 굴다리를 지탱하는 기둥사이 

공간에 사각형 창문처럼 뚫려있는 5개 형태를 활용한 전시 공간이지요? 여기에 회화

나 조각 작품을 전시할 예정인데 통행자가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 거리가 확보

될 수 있을까요? 

안민욱: 네 관람 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전시공간 바로 옆으로 차량이 지나다

니게 되는데, 워낙 정체가 심한 구간이라 교통 체증이 풀릴 때 까지 차량 통행자는 차 

안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 동안 작품을 감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행로

도 전시공간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들 역시 오고가며 전시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차량 도로가 기둥을 사이에 두고 양 방향으로 있기 때문

에 회화 작품을 전시할 경우 양측 도로에서 볼 수 있도록 작품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기모: 입체작품이 전시될 때는 기둥의 두께가 중요할 듯합니다. 그에 따라 작품의 한

계수치가 결정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작품을 안전하게 보호할 투명아크릴 덮개를 설

치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야간에 자동차 불빛이 아크릴 표면에서 반사하는 정도도 

고려해야 할 듯합니다. 실내공간이 아니다 보니 조명설치도 쉽지 않을 듯합니다. 정확

한 공간 사이즈를 확보하셨나요?

안민욱: 네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전문설계사들과 ‘오감도’ 설치 방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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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면으로 조언도 받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품 보호를 위한 투명아크릴 덮개

는 무광 필름지로 마감을 하여 빛의 반사를 최소화 할 예정이고 지하도에 안전 적정 조

도를 유지하면서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조명을 건축가와 구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

로 교통과와 성북구청 도시재생사업 담당자와의 미팅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

방안을 상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감도’에서는 1년에 4회 전시작품을 교체할 예

정입니다. 성북동에 거주하는 전문기획자를 섭외하였고 2020년 12월 경 미팅을 통해 

전시의 주제나 형식을 확정 할 계획입니다. 

이기모: 이상의 오감도를 투영한 4회의 전시기획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 기대됩

니다. ‘오감도’에는 5개의 뚫린 공간이 있고 각 공간마다 작품이 배치될 예정이니, 물

론 전시 형식에 따라 작품 수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4회 전시 동안 20개 이상

의 작품이 배치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회화 작품이 전시될 경우 앞뒤 양면으로 전시

가 될 테니 작품 수는 배가될 수 있겠네요. 이 많은 작품들의 작품 보안은 어떻게 진

행되나요?

안민욱: 투명 아크릴을 열어 전시 공간 내부에 작품을 안치하고 아크릴 외부에는 도난

방지 시스템을 장착해서 안전을 도모할 생각입니다. 아직 확정 된 사항은 아니지만 전

광판이나 모니터를 이용한 플랫폼 설치도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앞뒤로 총 열 개

의 패널을 이용하여 입체, 회화, 영상 등의 작품을 전시한다면 비교적 안전한 전시 방

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년간 ‘오감도 옆 갤러리’의 지속성

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쓰임새를 고려해 보았을 때 디지털을 이용한 오감도 쇼케이스

도 매력적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기모: ‘옆 갤러리’ 구조물은 어떻게 설치되고, 그 안에서 어떤 성격의 전시가 구성

되나요?

안민욱: ‘오감도’ 건너편 공터에 철재구조를 세우고 벽, 천정, 바닥 등의 콘크리트로 마

감할 예정입니다. 외벽은 투명강화 유리로 마감됩니다. 조명장치 등을 위한 전기시설, 

통풍 배관시설, 갤러리 외부통로 정비시설 등도 설계되어 있습니다. 시설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옆 갤러리’가 앞으로 들어설 공간은 현재 

‘미인도 쉼터’가 있는 공간입니다. 기존의 ‘휴식용 공간’에서 그 기능을 확장하여 ‘휴

식 및 예술향유’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며, 굴다리 매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공간으로 변모시켜 주민들과 서울 시민들이 즐겨 참여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기모: 아무래도 차량 이동이 많은 곳이니 매연으로 인한 도색 변화를 비롯해서 야

외설치물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써야할 보수·유지·관리의 문제가 있을 듯합니다. 이

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전시장 지킴이 배치를 계획하고 계신

지 궁금합니다.

안민욱: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팀과 논의 중에 있는데, 전열 교환기를 설치해서 ‘옆 갤

러리’ 실내 공기를 정화하고, 갤러리 외부는 먼지가 덜 타는 재료와 마감재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감도’와 ‘옆 갤러리’에서 향후 전시를 지속적으로 열 계획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 비용을 따로 예산에 책정할 예정입니다. 

이기모: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구현됐을 때 시민과 예술가가 

얻게 될 혜택이 있을 듯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예기치 않은 공간에서 문화예술 향

유의 기회를 갖게 되고, 갑작스런 미술작품의 등장으로 뜻밖의 놀라움을 경험하는 혜

택을 얻게 될 듯합니다. 특히 시민들이 굴다리를 지나며 겪어왔던 교통 체증 경험이 종

전과는 다르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시민들은 일상

생활 중에 쉽게 예술작품에 접근할 수 있을 듯합니다. 물론 어떤 성격의 전시가 열리

고, 어떤 성향의 작품이 전시되는지에 따라 시민들이 경험할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말

입니다. 예술가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안민욱: 예술가들이 공공장소에서 전시할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다수의 전시 기회를 통해 예술가들이 역량 강화를 이루

었으면 하고, 이 프로젝트 구현을 통해 이러한 점들이 예술가들에게 혜택으로 작용하

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장소에서 전시 기회를 얻지 못했던 동시대 작가

들에게 전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수 제공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바 

입니다. 이와 동시에, 기존 미인도와의 연계 전시를 추진하고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작품 전시를 구상하여 주민들에게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을 재인식시키고자 합니다.

이기모: 장시간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젝트 구현을 통해서 원하시는 결과

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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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정

The WAVE

굴다리라는 삭막하고 어두운 도시의 버려진 이면공간에 잔잔히 흐르는 물결과 선선

히 부는 바람의 형태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 월을 계획함으써 자연적인 요소를 도입

하여 도심에 자연의 숨결을 불어 넣어 주고자 하였다. 단지 미적효과만을 추구하기

보다 도시 가로에 필요한 기능적 요소도 고려하여 새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자 함.

대상자치구 성북구(성북구 동선 굴다리)

공모유형 도시환경 개선

지원유형 개인

기획의도

현재 성북구에 위치한 동선굴다리는 과거 가로정비 및 주민공동체 사업을 진행하

였던 곳이며, 아직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 환경과 다소 부조화스러우며 쓰레기등이 방치되고 있다. 또한 굴다리 

하부는 어둡고 침침하며 도로측 주변부는 소매점 및 오피스, 오피스텔이 위치해 있

음에도 통행인의 왕래가 현저히 낮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와 같이 소극적으로 접근하기 보다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굴

다리 고가 사면을 디자인 월로 계획함으로써 보행자의 동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하

고 안전하며 믿고 머물 수 있는공간으로 재창조하고자 함.

작품설명

오래된 도색과 다소 부자연스러운 색상의 조합으로 인한 동선굴 다리 고가도로 사

면을 전면 도색하고 그 위를 감싸는 파사드를 계획하였다.

파도처럼 일렁이는 파사드는 일정한 모듈을 가지고 변형된다.

그 변형은 차도, 인도 등 주변 환경에 따라 기능적 요소가 변경된다. 일정한 모듈

의 포켓형 박스에는 여러 가지 기능요소가 있는데 벤치, 플랜트박스, 태양열패널,  

LED조명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벤치는 통행인을 위한 쉼터로, 플랜트박스는 

녹지공간을 제공하며 태양열 패널은 LED 조명의 자체적인 전기 생산을 도와줄 것

이다. 벤치와 플랜트박스는 파사드의 낮은 레벨에, 태양열 패널과 LED조명은 상부

레벨에 배치하여 경관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듈 시스템은 필요에 따라 부분 혹은 전체에 적용할 수 있으며, 탈착 및 부

착이 용이하여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또한 굴다리 터널 진입시 터널 내부의 어두운 조명을 대처하기 위한 LED 조명을 

터널 엣지부분에 포켓박스형태로 설치하여 차량의 통행을 용이하게 하고 터널 내

부 보행자의 시야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세부계획

- 동선동 굴다리 고가도로 사면의 일부에 파사드를 설치할 경우 바탕도색이 필요, 

색상은 흰색으로 계획

- 포켓 파사드의 마감재료는 절곡과 작업이 용이한 알루미늄 쉬트로 함

- 포켓 파사드의 사이즈는 450(H)x1200(W)x400(D) 이며, 벽면 설치 방법은 벽면

상부(도로 난간 하부 턱)과 벽면 하부(지면)에 각 파이프(50x50)을 격자로 설치 

후 그 위에 파사드를 거는 형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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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면의 균열, 구조 보강, 구조 확인 등을 위해 벽면의 일부만 설치할 수 있는 경우,

모듈화 하여 사용함. 파사드 모듈 사이즈는 1200(W)x900(H)으로 지정함.

- 벤치의 폭은 400mm, 소재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내구성 및 심미성을 확보함.

- 플랜트 박스의 폭은 400mm, 식재는 이끼류(무스 등)로 설치하여 유지 관리를 

용이하게 함.

- 태양열 패널은 사면 최대 상부에 설치하여 외부인의 접근을 최대한 차단하며, 조명

박스와 연결하여 별도의 전기 인입 없이 조명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조명 박스는 LED조명을 설치, 조명 수명을 길게 유지하여 관리자의 유지 및 관리

를 쉽게 하도록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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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The WAVE facade를 설치함으로써 기존의 예술마을 꾸미기 후 노후화 되고 방치

된 거리가 새롭고 환한 모습으로 탈바꿈 되어 주변 유동인구와 거주민에게 쉼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태양열 패널과 LED조명은 어두운 거리를 밝게 비추어 준다. 이는 현재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범죄예방계획과도 일맥상통한다. 벽면과 연계한 쉼터와 플랜트등은 

인근주민뿐만 아니라 이곳을 지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창의

적인 공간을 제공한다. 

모듈화된 이 포켓 파사드는 동선동 굴다리 뿐만 아니라 성북구 내 혹은 서울 시 내

의 고가도로 하부, 터널 사면, 노후화된 여러 벽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장

소별 상이한 컨디션에서도 활용 가능하므로 도시환경 개선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10-2020

현재 건축사사무소 일비 대표 (1인기업)

간삼건축 재직

대한민국 건축사

2020 대구 도시디자인 공모 동상 수상

2019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공모 장려상 수상

2018 서울로 2단계 연결로 시민아이디어 공모 입선

대구 도시디자인 공모 은상

대전 문화예술의 거리 스토리 공모전 금상

수상

수상

수상

2017 대전 공공디자인 공모전 입선 수상

서울 강동경찰서 신축공사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LG아트센터

대전 핵융합센터 등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소개글

장윤주    우란문화재단 큐레이터

조미정 작가의 “the wave”은 성북구에 위치한 동선굴다리를 대상으로 도시환경 개선

을 목적으로 한 작품이다. 흔히 공공미술에 대해 언급 할 때, 공공미술이 함의하는 ‘공

공성’ 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일 것이다. 

이는 예술이 무엇인가? 라는 철학적 물음 못지 않는 다양한 논쟁과 이론들이 펼쳐짐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예술적인 어떤 행위와 결과물

을 공공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대게 큰 이견 없이 공공성에 대한 합의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지역 구성원들의 불편이나 불쾌를 보완 혹은 해결하는 

행위와 결과물들은 보다 많은 사람의 만족을 위하는 관점에서 공공미술의 적절한 방

향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동선굴다리는 과거 가로정비사업 및 주민공동체 사업과 같

은 몇 차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의 대상지였던 곳이였다. 

그 만큼 환경개선의 요구와 필요성이 절실했던 곳이라는 반증이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사업들의 결과물은 주변 환경에 대한 연계미비, 공공성을 기반으로한 

지역주민(사용자)과의 소통부재, 그리고 공공미술과 장소성에 대한 면밀한 연구 없이 

진행된 공공사업들은 사실 또 다른 불쾌와 불편을 양산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거 사업

의 단점과 과오를 보완하고자 조미정 작가는 지역주민들의 왕래가 저조한 탓에 쓰레

기가 방치되어 어둡고 칙칙한 동선굴다리의 고가 사면을 디자인월로 계획하여, 시각

적인 흥미를 유발시키고자 했다. 이로써 통행으로 이어지는 시민들의 동선을 자연스

럽게 유도하고, 동선굴다리를 경험하는 각자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안전하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기존구조물과 설치물을 제거 및 도장작업을 우선한 뒤, 파도와 같이 일렁

이는 형태의 일정한 모듈로 변형되는 파사드를 계획하였다. 각각의 모듈은 차도, 인도 

와 같이 동선굴다리와 연계된 인접한 환경에 따라 다음의 기능들이 제공된다. 파사드 

모듈의 포켓박스는 벤치, 플랜트박스, 태양열패널, LED조명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벤치는 이곳을 통행하는 시민들의 쉼터로서 기능하게 되며, 플랜트박스는 작

은 화단의 녹지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태양열 패널을 이용한 LED조명은 어둡고 음침

한 굴다리 공간의 조명으로 기능하여 보행자뿐만이 아니라, 차량통행을 용이하게 하

는 기능적 요구를 수행한다. 이와 같은 모듈 시스템은 고정된 형태가 아닌, 탈부착이 

가능하여 향후 기능적 보완에 대한 요구 혹은 이견, 굴다리를 오가는 시민들의 반응 등

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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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축사무소에서 공공기관 및 문화센터와 같은 규모 있는 건축물 설계를 경험한 

조미정 작가는 작품의 소재와 설치과정에서부터 공공미술이 갖춰야할 견고함과 지속

성 그리고 유지, 보수측면을 면밀히 계획하고자 했다. 플랜트 박스의 식재는 공간 특

성상 부족한 채광 환경에 어울리는 이끼류를 설치하고자 하며, 알루미늄 소재를 활용

한 태양열 패널은 파사드의 상부에 위치시켜 통행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면서 관리

를 편리하게 한다.   

굴다리는 두 개의 도로가 각기 다른 층위로 교차되는 구조로, 지상의 도로를 관통하

는 바람길이자, 다층적인 도시지형의 한 측면을 보여준다. 이는 마치 상층부인 도로에 

가려진 다른 방향의 통로 이면서 ‘다리 밑’ 이라는 다양한 서사의 가능성을 지닌 장소

이기도 하다. 대로변 뒤로 모세혈관처럼 뻗어나간 강북의 작은 골목길이 그러하듯 이

와 같은 이면의 장소에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삶의 흔적들이 더욱 섬세하게 묻어난다. 

이는 마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의 ‘토끼굴’처럼 현실을 벗어난 환상의 공간을 상상하

게 해, 일상적 삶의 경험을 넘어선 도시공간을 숨바꼭질 할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킨

다. the wave 작품이 구현된 동선굴다리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토끼굴 넘어의 세계

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어둑한 굴다리의 암울함이 아닌, 굴다리 그 자체로서 새로

운 공간의 체험을 이끌어내 단순히 이동경로 뿐만이 아니라 목적으로서 기꺼이 찾아

올 수 있는 공간으로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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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동선 굴다리는 동소문로로 가는 길목으로 자동차 통행량이 많을 뿐 아니라, 근처 주

거지에서 성신여대와 성신 초,중,고등학교로의 통학로로 사람들의 보행량이 많다. 

서측 126m, 동측 300m의 측면에서 길게 보이는 도로사면과 어두운 굴다리 내부

의 보차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에 여러 기획이 추진되었으나, 도로사면, 굴다

리 내부와 하부공간의 디자인이 각기 다르게 조성되어 전체적인 통일성이 부족하

며, 노후화 되어있다.

본 계획안은 통합적인 디자인을 통해 동선굴다리가 도시기반시설을 넘어서서, 지

역 환경을 개선시키고 도시 내 밝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동선 빛다리’로 변화시키

고자 한다.

현황 분석

동측면

차량 및 보행 통행량이 매우 많고, 하부공간이 있다. 하부공간은 휴게공간과 인근 

거주자들의 주차구역으로 사용되고있다. 미인도 측면의 하부 휴게공간은 쓰이지 

않고 방치되어 있고, 휴게 공간 앞이 쓰레기 집하장소로 쓰이고 있어, 공간을 사용

하기가 어렵다.

서측면

동측면에 비해 보행량이 적은 편이다. 또한, 굴다리 하부 공간이 없다. 현재 도로

사면에는 기존에 설치된 벽면 부착물이있으며, 부착물은 군데군데 탈락되어 있다.

굴다리 내부

어둡고 천장이 낮으며, 인도의 폭이 좁다.

작품설명

기존의 어둡고, 무거운 구조체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동선 굴다리를 “선” 과 “빛”

의 개념을 가지고, 밝고 경쾌한 이미지의 동선 빛다리로 변화시킨다. 

이에 얇은 금속의 띠를 굴다리 면에 설치하고, 은은한 조명이 발하는 빛의 띠를 일

정리듬을 가지고 설치한다. 

이를 통해, 주변 저층 건물군들과 사람의 스케일에 맞는 비례로 동선 굴다리의 이

미지를 새롭게 만들고, 밝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주변 경관을 향상시킨다.

또한, 도로사면을 이용하여 동선 빛다리의 이름, 일방통행 등의 이면도로 교통정보, 

미인도 위치 등의 여러 정보를 알려주는 통일감 있는 사이니지 디자인을 제안한다.

성북구 주명현

주명현

동선 빛다리

기존의 어둡고 노후화된 ‘동선 굴다리’를 밝고 보행 친화적인 ‘동선 빛다리’로 조성

대상자치구 성북구(성북구 동선 굴다리)

공모유형 도시환경 개선

지원유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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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을 반영한 예선안 디벨롭

동선 굴다리는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시설물로 육안으로 벽면 및 구조를 확

인할 수 있어야 하여, 작품 전체(벽, 바닥, 천장)를 덮는 시설 및 작품 설치가 불가능하

다. 이에 예선제출안은 구조벽면을 모두 덮는 “빛의 벽”의 개념이었다면, 도시기반시

설로서의 현실성을 반영하여, “빛의 띠”의 개념을 갖고 디자인을 발전시켰다.

세부계획

구현방식

굴다리 바탕면을 단일한 색상의 페인트로 도장하여, 고른 바탕면을 만든 후, 얇은 

금속의 띠를 일정간격으로 설치한다.일부 금속 띠 사이사이에 조명을 설치하고, 반

투명 유리를 덮어 조명이 은은하게 발할 수 있도록 한다. 동선 빛다리는 전체적으로 

디자인의 통일감을 가지면서도 도시기반시설의 구조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전체

를 면으로 덮지 않고, 금속과 빛의 ‘선’으로 디자인을 구현하였다.

재료계획

- 구조체 바탕면: 페인트

  굴다리 사면, 내부 등 기존 구조체 위 페인트로 도장하여, 바탕면을 만든다.

- 금속의 띠: 발색 스테인리스 스틸

  두께 30mm, 깊이 100mm의 발색 스테인리스 스틸 수직재를 간격 200mm마다

  설치한다.

- 빛의 띠: 반투명 유리+후면 조명

  일정 리듬을 가지고, 금속 수직재 사이에 반투명 유리면을 채운다. 유리 후면에는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은은한 빛이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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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인근 유동인구와 지역주민에게 밝고, 안전한 보행 환경 제공

- 주변 저층 건물군에서 도로사면을 바라볼 때, 밝고 경쾌한 경관 제공

- 일관성을 가지는 사이니지 디자인을 계획하여, 인근의 위치 정보, 교통 정보를 제공

- 주민들의 복합문화공간 “미인도” 접근 및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더함

- 도시기반시설을 넘어서서 성북구 동선동에 새롭고, 상징적인 이미지와 장소성을

  부여

2012-2014 고려대학교 건축계획학전공 공학석사 졸업

2007-2012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학사 졸업

2019-2020 1학기 수원대학교 건축학과 출강

2017-현재 마인드핸드 건축설계사무소 개소 및 운영

2015-2016 Choon Choi Architects 근무

2014-2015 비에스디자인 건축사사무소 근무

소개글

임수영    큐레이터

1996년에 조성된 동선 굴다리는 성북에서 강북으로 넘어가는 동선 고가차도 하부에 

위치해 있다. 미아리고개 아랫마을을 가로지르며 세워진 이 거대한 콘크리트 굴다리

와 도로사면은 거주 주민을 비롯해 인근에 위치한 성신여대, 성신 초,중,고등학교 학

생과 수많은 통행 차량이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의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주명현 건

축가는 이렇듯 교통과 통행을 위한 도로시설물의 기능을 넘어 도심의 삶 가운데 깊

숙이 자리잡고 있는 굴다리의 이미지와 의미에 주목하며 <동선 빛다리>를 제안한다. 

주민과 유동인구를 배려하지 않은 채 철저하게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해 세워진 고가도

로는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낙후되고 위험한 보행로를 조성하며 하부 공간 

일부는 주차장으로, 일부는 쓰레기 집하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도 미아리고개 저

층 주거지역민에겐 어둡고 삭막한 도로 사면이 곧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경관이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동선 굴다리는 이미 두 차례나 문화 

예술을 접목한 도심 재생 프로젝트의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발된 바 있다. 

미아리고개는 일제강점기 당시 공동묘지가 조성되었던 곳으로, 한국전쟁 이후 1960-

70년대 초반에는 도시정비 계획으로 쫓겨난 서울의 역술가들이 고갯길 양쪽으로 점술 

거리를 형성했다 이후 쇠퇴한 곳이기도 하다. 2010년 서울문화재단이 추진한 예술마

을 가꾸기 사업은 ‘이러한 옛 과거는 도시의 개발 및 재정비 등으로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시대적 흐름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취지’로 미아리고개 굴다리와 인근 마

을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꼭 10여년이 지난 지금,  곳곳에 탈락되어 있는 굴다

리 서측면의 반입체 작품과 심하게 퇴색되어 이제는 경관적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지

하도 컬러링 벽화는 당시에 제작된  결과물이다.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공공 장소에서 맵핑(mapping)하고 재해석해 선보이고자 한 시

도였으나 현재 그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2014년도 아르코 

공공미술 ‘지역재생+예술’ 시범사업을 통해 전개된 ‘미.인.도’프로젝트는 지역 커뮤니

티의 참여를 도모하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공간구성에 주목했다. 지역 주민과 문화예

술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버려져 있던 고가도 동쪽 하부 공간을 복합문화예술공간으

로 재구성해 여러 유의미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칫 우범화 될 수 있던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한 사례이다. 

크게 ‘통일성’과 ‘기능성’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된 주명현 건축가의 기획안은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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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온 재생 프로젝트로도 한계에 부딪혔던 동선 굴다리

의 파편화된 요소를 통합하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을 강조

한다. 그는 ‘동선 빛다리’라는 새로운 명칭을 제시하며 기반시설에 작품을 부착하는 방

안 대신, 시설 자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상정해 굴다리 내.외부와 도로사면 전체를 ‘빛’

이라는 소재로 엮는다. 

구체적으로는 단일한 색상의 페인트로 도장한 면 위에  얇은 스테인리스 스틸 수직재

를 일정한 간격으로 감싸고, 그 사이사이에 반투명 유리로 덮인 조명을 설치해 기존의 

어둡고 무거운 구조체의 이미지를 밝고 경쾌한 이미지로 변화시킬 뿐 아니라 촘촘하

게 얽힌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굴다리가 새로운 일상의 배경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선

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은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필요로 하는 도시기반 시설물의 현실성

을 반영한 것으로 육안으로 벽면과 구조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더 중요하게는 통일

된 시각적 언어로 사이니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은은한 조명이 발하는 ‘빛의 띠’

로 조성된 벽체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 외에도, 다리의 이름, 일방통행 등의 

이면도로 교통정보, 미.인.도 위치 등의 정보를 알려주며 차량 통행량과 보행량이 높은 

대상지의 혼잡도를 낮추고 굴다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더한다. 

기존의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되 지속적인 민원의 대상이 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을 제시하며 ‘빛’을 통합적 주제 이자 소재로 활용한 <동선 빛다리>는 지금까지 선행

된 다양한 도심 재생 및 공공 사업의 명암을 생각해 볼 기회 또한 제공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기획안이 실재로 구현될 경우,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본래의 의도와 가치를 

소통하며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고민과 논의 기간, 그리고 정책적 장치들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코로나19 서울공공미술 

'100개의 아이디어'

송파구
김동현 626

박호은 636

송수희 644

놀이둥지 모래톱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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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물 신디사이저

 제 목: 물 신디사이저

 주 제: 수로의 자연환경과 사람이 공생하는 순간을 시각적,음악적 요소로 표현

 대상지: 한강고수부지 1곳(송파구내), 석촌호수 고고스, 성내천 자전거도로 중 1곳

대상자치구
송파구(자유, 석촌호수 서호 공공문화공간(구 고고스카페), 위례성

대로 성내천 보행·자전거 터널)

공모유형 작품설치, 공간조성 및 전시, 도시환경 개선, 주민참여 공동체 활동

지원유형 개인

기획의도

나는 인간의 의식과 행동이 자연과 사회 전체 시스템과 공생하는 현상을 움직이는 

설치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다. 본인은 2018년에 처음으로 바닷물의 PH를 이용하

여 ‘물대위법’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지금 현재의

순간을 표현 하고자 하며 도시와 물, 물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경험하며 

관찰 할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하고자 한다.

나는 작품을 통해 관람객에게 내 작품에 참여하는 순간 스스로의 행위로 인해 즉각

적으로 변하는 주변의 물리적 상황을 관찰하게 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것은 자신

의 행위가 순간적으로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 혹은 환경과 맺는 물리적 인과관계

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스스로 몸의 움직임과 외부적 상황이 어떤 인과관계로 동시에 드러날 때 관람자는 

매우 적극적인 몰입의 태도와 관찰자의 입장에 놓이게 된다. 이것을 통해 자신의 선

택과 미묘한 움직임이 주변환경과 끊임없이 공생하고 있는 상황을 관람자가 직접 

경험하며 만들어 갈 수 있는문화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김동현 과거작품 예시

https://youtu.be/j2q7KFidWns                   https://youtu.be/9fVM

작품설명

- 물의 탁도(녹조량), 질산염, 산소 및 pH등 물에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실시간 측정

하여 음악을 연주하며 사람들이 직접 여러 음들을 조합해 볼 수 있는 구조의 작품

- 한강물,호수의 물을 직접 펌프로 퍼올리며 순환하는 순간순간의 물의 변화를 음

으로 변환

- 사회와 자연환경 사이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공생 관계에 대한 프로젝트

- 물주변에 쉘터(지붕이 있는 구조로 벽은 3면이 오픈되어 있는 무대구조)를 짓고 

그 안에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작품이 구성되는 구조로 설치

- 한강고수부지 설치: 넓은 쉘터 구조로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작은 무대 형태로 공연

을 함께 시연할 수 있는 장소로 설계

- 석촌호수 일 경우: 고고스 까페 내부와 외부를 연결, 작품체험 및 전시장으로 조성

하고 해당 물 신디사이저를 직접 만들어 볼 수있는 융복합 체험키트 교육장으로 

조성

- 성내천일 경우: 자전거 터널 외부 쉘터에서 시민들이 신디사이저를 참여하는 실

시간 상황, 물이 혼합되는 성분과 음원이 실시간터널 내부의 화면에 도트 LED로 

출력 해당되는 음원들이 동시에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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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

작품의 소재–나무, 알미늄, 철

작품의 외부 설치– 물을 실시간 끌어올릴 수 있는 장소 선정,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

하고 그 공간안에 작품설치,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 지붕과 벤치들이 설치되어 있어 

자유롭게 작품에 참여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 설치

<공연도 병행 할 수 있는 무대형 구조>

오픈형 쉘터 구조–기하학적인 목조 지붕구조+빛 반사용 폴리카보네이트 시공, 오

픈된 무대형태 쉼터

작품의 1단계: 시민들이 작품앞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펌프가 작동되면서 컨베

이어 벨트 가동

작품의 2단계: 끌어올린 물에서 미리 설정된 물의 PH, 탁도, 질소수치등의 입력값

에 해당하는 음원이 재생되고

작품의 3단계: 시민들이 재생되는 음들을 노브를 돌리면서 물을 믹싱해 볼 수 있

는 구조

작품의 운영 및 보존 계획: 안내판 부착, 운영시간 제한, 자원봉사 도슨트 운영, 시민

들이 직접 만지는 노브를 제외한 작품들은 투명 아크릴 벽면으로 가드라인 설치/주 

1회 점검서비스 운영(업체)

작품 앞에 서면 자동으로 플레이되는 작품의 구동설명시스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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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문화예술 활동이 취소, 연기되고 단순히 이것은 일시적인 사

회적 현상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예술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러 표현방법들

과 플렛폼이 더 다양해 지고 새로워 져야할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

를 통하여 본인은 새로운 시민참여 형태의 공공미술 기획안을 제시한다. 보기 좋게 

만들어진 하나의 예술품이 아닌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 프로젝트에 

참여가 되면서 동시에 나와 환경과 사회가 현재에 공생하고 있는 지점을 관찰하게 

되는 경험을 제공하고 시민참여형태로 예술프로젝트가 구현이 되는 신개념 시민참

여 공공미술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2016 PCM프로젝트-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오토포이박사의 연구실-청주시립대청호미술관 

외 20여회 개인전

개인전

개인전

2020 비조각: 가볍거나 유연하거나, 창원조각비엔날레

신소장품 展+’ 오산시립미술관

단체전

단체전

2019 족쇄와 코뚜레, OCI미술관

A.I. 632,  토탈미술관

단체전

단체전

2018 생생화화, 경기도미술관

빛의 파라다이스, 양평군립미술관

단체전

단체전

2017 기묘한 기계들, 수원시미술전시관

토이스토리, 광명업싸이클 아트센터

단체전

단체전

2016 창작공간 페스티벌, 서울시민청 갤러리, 서울 

미디어 풍경, GS칼텍스예울마루, 여수 

외 80여회 단체전

단체전

단체전

2020 서울문화재단 <#모두의 예술놀이> 선정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활동지원사업 선정

시흥시융복합프로젝트 ‘809번가 메이커클럽’ 총기획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2019 경기문화재단 ‘G-ART’프로젝트 선정

시흥시융복합프로젝트 ‘키네틱 팜하우스’ 총기획

프로젝트

프로젝트

2018 서울문화재단 관악어린이창작센터 키네틱아트기획 선정

한국과학창의재단 메이커확산사업 선정

경기문화재단 전문예술창작지원 선정 외 다수의 융복합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2019 국립현대미술관 고양 레지던시 입주작가 레지던스

2016-2018 경기창작센터 입주작가 레지던스

오산시립미술관, 연천군,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하슬라미술관 작품소장

소개글

홍지석     미술비평, 단국대 초빙교수

추운 겨울의 산책은 언제나 어떤 결단을 요구한다. 추위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이 망설여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나 운동 부족 상태인 내 몸을 생각하면 오늘은 꼭 

산책을 해야 한다. 옷을 잔뜩 껴입고 공원으로 향한다. 생각보다는 덜 춥다. 부지런히 

걷다 보면 어느새 몸이 따뜻해져서 “덥다”고 느끼는 순간이 찾아온다. 겉옷을 벗어 손

에 들고 다시 걷는다. 그런데 산책을 하다 보면 가끔 걷기를 중단해야 하는 때도 있다.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들어올 때 그렇다. 잠시 멈춰서서 풍경을 바라보면 곧 다시 추

위가 엄습한다. 손에 들고 있던 옷을 몸에 걸치고 단추를 채운다. 

이 글을 ‘산책’에 관한 관찰로 시작한 것은 “인간의 주파수와 자연의 주파수가 맞부딪

히면서 창출하는 상호작용의 반응”(김동현, 작가노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내 몸의 수치들은 자연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 이 변화는 내 몸과 마음의 상태에

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인간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예컨대 냉랭한 교실에 학생들이 들어오면 어느새 공간에는 온기가 감돌게 

된다. 이렇게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바로 김동현이 자신의 작업을 통해 주장하는 바다. 김동현의 작업은 작가 자신에 따

르면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물리적, 시각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프

로젝트”이다. 

<물 신디사이저>는 김동현이 송파구 주민들이 즐겨 찾는 산책로인 석촌호수(어쩌면 

성내천 보행로)를 염두에 두고 기획한 인터랙티브 설치작업이다. 작가는 물 주변에 무

대처럼 생긴 개방형 쉘터를 만들고 그 안에 ‘물 신디사이저’로 이름 붙인 악기-기계를 

배치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작품 앞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1 펌프가 작동되면서 컨베

이어 벨트가 가동된다. 펌프는 호수의 물을 직접 퍼 올려 순환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다음으로 센서가 퍼 올린 물의 PH나 탁도, 질소 등을 감지, 측정하고 뒤이어 그 측정

값에 해당하는 음원이 재생된다. 시민들은 노브를 돌려 재생되는 음들을 혼합할(mix-

ing) 수 있다. 요약하자면 <물 신디사이저>는 물을 실시간으로 퍼 올리면서 실시간 샘

플링 연주를 진행하는 악기-기계다. 연기서 ‘연주’란 말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

지(파동, 주파수)를 조합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드는 일을 가리킨다. 

그런데 그 악기-기계는 실제로 어떤 소리를 낼까? 작가 자신에 따르면 그것은 음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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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관객에게 음악처럼 들리는 순간 <물 신디사이저>는 음악연주

의 도구로 되고 관객은 그 소리를 음악처럼 소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것은 음악과는 구별되는 소리여야 한다는 것이 이 작가의 판단이다. <물 신디사이저>

의 노브를 돌려 연주하는 소리는 “자연과 맞닿아 있다는 직관적 느낌”을 불러일으키

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이다. 물론 그 소리는 시민의 귀를 괴롭히는 소음이어서도 안된

다. 어떤 의미에서 <물 신디사이저>가 추구하는 소리는 음악은 아니지만 가장 음악과 

근접해 있는, 단순한 소리 이상의 미적 조합일 것이다.2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의 귀는 최

대한 예민해질 필요가 있다. <물 신디사이저>의 연주를 듣는 일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과 접하는 흔치 않은 체험을 제공할 것이기 때

문이다. <물 신디사이저>를 체험하는 일은 “자신의 선택과 미묘한 움직임이 주변환경

과 끊임없이 공생하고 있는 상황”(기획서)을 만끽하는 가장 즐거운 산책이 될 것이다.

1) 악기-기계를 작동시키는 계기는 단순히 누군가의 등장일 수도 또 누군가의 안면인식이나 표정, 뇌파의 변화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관객의 어떤 참여행위로 인해 <물 신디사이저>가 작동을 시작한다는 점이다. 김동현에 따르면 이

것은 관객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가 순간적으로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 혹은 환경과 맺는 물리적 인과관계를 경

험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자신의 움직임과 외부적 상황이 어떤 인과관계로 엮일 관객은 매우 적극적인 몰입의 태

도와 관찰자의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이다(기획서).

2) 작가는 석촌호수의 고고스 까페 등을 활용해 작품체험 및 전시장을 만들고 관객이 <물 신디사이저>를 직접 만들

어 볼 수 있는 융복합 체험키트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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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은

우리 관심의 조각

주제: 관심이 세상을 조각한다.

컨셉: 사람들과 공공 공간을 (재)변형하는 경험을 나누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시민

으로서의 자신을 만난다.

대상자치구 송파구(석촌호수 서호 공공문화공간(구 고고스카페))

공모유형 작품설치, 공간조성 및 전시, 주민참여 공동체 활동

지원유형 개인

기획의도

시민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체지만, 그것을 실감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 작품은 시민이 제작 과정에 참여하고, 완성된 작품이 관객의 행동에 따라 다시 

조각되는 형식을 통해 시민의 의미와 가능성을 감각하는 경험을나누려는 것이다.

시민의 관심이 작품의 제작 과정과 결과물에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그것이 공공 공

간을 새롭게 만드는 예술 경험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며, 사회 조각가로서의 

영감을 공유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작품설명

석촌호수 문화공간 내외부와 그 주변을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으로 프로젝션 맵핑

하는 작품이다. 프로젝트참여 시민들이 물감으로 저마다 바라는 자신/사회/자연의 

모습을 그리면, 그것을 디지털 정보로 변환한 뒤영상으로 구성하고, 석촌호수 문화

공간 건물과 주변의 나무나 바닥 등에 빔 프로젝터로 영사한다. 

공간 곳곳에 설치된 키넥트(동작 인식 기기)는 관객의 행동을 포착하여 컴퓨터에 

전달하고, 그때마다 컴퓨터는 관객의행동에 반응하는 영상을 송출한다. 관객은 영

상으로 변형된 석촌호수 문화공간 일대를 누비며 자신의 존재와동작을 통해 공간

을 재변형한다.

세부계획

1. 프로젝트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하고, 참여자들과 함께 각자가 바라는 세상의 모

습을 그린다.

2. 참여자의 그림을 스캔하여 디지털 정보로 전환하고, 연관성에 따라 이미지를 분

류한 뒤, 서사적 구성으로배열한다.

3. 각 이미지마다 관객의 행동에 따른 리액션 이미지를 추가 제작하고, 유니티를 이

용하여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4. 석촌호수 문화공간 일대의 구조물과 자연물에 각 조형 요소와 어울리는 영상을 

빔 프로젝터로 영사한다.

5. 곳곳에 키넥트를 설치하여 관객의 행동을 포착하고, 그때마다 각 행동에 따른 리

액션 영상을 송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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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1. 시민의 작품 제작 참여를 통한 공공미술 취지 구현과 공공미술에 대한 일반 시민

의 관심 유발 및 심리적거리 단축.

2. 공공 공간 재조형 경험을 통한 주체적 시민으로서의 자기 인식 확산.

3. 일상 공간의 예술적 전환을 통한 지역 주민의 정서적 환기와 자기 지역에 대한 

관심 강화.

4. 사회적 거리 두기에 지친 시민에게 물리적 접촉 없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 

제공.

5. 개관 준비 중인 석촌호수 문화공간에 대한 사전 홍보 및 수요 창출.

2020 interlude, 공간:일리, 서울 개인전

2019 자기조각, 홍과홍갤러리, 서울 개인전

2015 Linguistic Crack, CEAAC,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개인전

2017 제주비엔날레,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단체전

2016 반쯤 열린 방, 인사미술공간, 서울 단체전

2020 을지아트페어-프라이즈, 을지트윈타워, 서울 프로젝트

2019 을지아트페어-프라이즈, 문안 서울, 서울 프로젝트

2012 블랙아웃, 서울대학교 106동 실외수영장, 서울 프로젝트

2015 고양레지던시 국제교환입주 프로그램, CEAAC 레지던시

2015 고양레지던시,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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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수경    차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학과 교수 / 미술에 관한 이야기를 사람에 관한 

이야기와 이어내려는 인문적 미술비평가

사적이라 공적인

사람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그에 대한 답은 스마트폰 사진 폴더 

속에 있다. ‘나.’ 그러나 그 폴더 속에 진짜 답은 없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보고자 하는 

나의 모습은 카메라가 포착할 수 있는, 이미 현실화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언제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결핍감에 시달리며, 언제나 아직 도래하

지 않은, 말 그대로 미래(未來)의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미술작품은 무엇일까? 거칠게 느껴질지라

도, 답은 같다. 나. 내가 비춰지는 작품. 대놓고 나를 그린 초상이란 뜻은 물론 아니다. 

나랑 전혀 상관없는 무엇인가를 시각화했음에도, 그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나를 보게 

되는 반조성(reflexivity)이 발휘되면 우리는 그 작품에 빠져든다. 마리나 아브라모비

치를 비롯한 여러 현대 작가들이 미술작품이 ‘거울’이 된다는 점을 대놓고 밝혀 왔다. 

그리고 이제 현대 미술 향유자들은 그러한 반조적 경험에 대한 지향을 거침없이 드러

내고 심지어 미술에 요구한다. 미술작품이 작가의 것이기보다 자신들의 것이기를 바

라며, 특히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작가 주도적이 되는 것을 탐탁치않게 여긴다. 송파

구민들처럼 말이다. 어느덧 현대미술은 가장 사적인 경험을 가장 공적인 경험의 잣대

로 삼고 있다.

박호은 작가는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지역을 대상지로 삼으면서 바로 이러한 참여적

이고 능동적인 지역 주민들의 예술 향유 경향에 주목하여, 주민 참여형 공동체 프로젝

트를 기획했다. 영민하게도 프로젝트의 주제는 ‘자신이 보아야 하는 자신의 모습’, ‘자

신에게 필요한 자신의 이미지’이다. ‘필요한’(in need)을 달리 풀면 ‘간절히 바라는’이

다. 그러니 이는 곧 송파구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보고 싶은 자신의 미래상을 시각

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되겠다. 현대미술의 큰 흐름과 지역 주민의 예술 문화적 성향에 

잘 부합하는 프로젝트가 아닐 수 없다.

프로젝트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작가는 먼저 석촌호수 서호변 북쪽에 자리한 문화

실험공간 ‘호수’에서 구민들이 자아상을 구상하여 원화를 제작하는 주민 참여 프로그

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작가는 이 전반부 프로그램을 매우 중시하며, 공공미술 프로젝

트의 핵심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참여 주민들의 사적 삶으로부터 무엇을 얼마나 이끌

어내는가가 후반부 작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이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종결된 후 

작가가 그 결과물들을 3D 데이터로 전환하여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만들어 공공장소

에서 상영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후반부를 이룬다. 2021년 4월 리모델링을 마칠 예정

인 석촌호수 서호변 남쪽 ‘석촌호수 아뜰리에’가 예정된 상영장소이다. 이곳에 작가는 

사각기둥형 홀로그램 영상 패널을 설치할 계획이다. 영상 패널 기둥의 표면은 매직미

러와 스테인리스스틸로 하여 밤에는 영상을 투사하고, 낮에는 주변 경관을 비추는 거

울 기둥이 되게 한다.  

그렇게, ‘우리 필요의 조각’은 송파 구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시각화하여 담아내고, 때

로는 그들의 삶의 물리적 풍경들을 담아내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또다시 

자신을 비추는 거울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시대 공공미술의 한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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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희

지금 어디에 살고 있나요?  

성내천 일대의 지역과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변화에 대해 말한다. 

2020년의 부동산 폭등과 전세난 등 서울 시민이 처한 혼돈 속에서 우리가 현재를 살

아가는 의미, 거주의 의미를 성내천 터널 전면을 채운 주민들의 과거 사진을 통해 재

현하며 현재를 살아간다는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대상자치구 송파구(위례성대로 성내천 보행·자전거 터널)

공모유형 공간조성 및 전시, 주민참여 공동체 활동

지원유형 개인

기획의도

성내천변 일대는 외적으로는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만 지난 몇 년간의 아파

트 폭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부동산의 중심에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떠난 자, 유입된 자, 머무르는 자 모두의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수집하여 재현하고자 한다. 불안정한 주거문제에 직면한 현재의 상황에 과거의 아

름다웠던 순간을 소환하는 일은 다소 아이러니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종이 그래피티 형식의 본 프로젝트는 벽화의 미적 효과와는 다른 차원의 의

미로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현재를 살아가고있다는 감각을 일깨우게 하는 긍정

의 의미를 담는다. 프로젝트의 전과정은 주민과 관람객 모두의 이야기를 담으며 이

는 다시미래를 위해 아카이브된다. 사라진 것들에 대한 기록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

다는 증언의 또 다른 방식이 될 수 있다.

작품설명

시민 공모를 통해 성내천변 일대에서 찍은 과거 사진을 모집한다. 선정된 사진은 터

널 전면에 종이로 인쇄되어 부착된다. 

관객은 각 사진 아래의 QR코드를 통해 사진 속 상황에 대한 주민 인터뷰를 들을 수 

있다. 인터뷰의 마지막은 “지금 당신은 어디에 살고 있나요?”라는 질문으로 끝나고 

관객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운드클라우드를 통해 남길 수 있다. 반대편 벽면

에는 네온 그래프를 설치한다. 

총 5개의 그래프는 80년대 올림픽 개발계획부터 현재까지의 성내천 일대 토지 및 

아파트의 시세 변화를 나타낸다. 40미터에 이르는 네온 그래프는 한국의 산세(山

勢)처럼 보이기도 한다. 빠르게 지나가는 자전거 터널에는 구간별로 프로젝터를 설

치하여 은하수 영상으로 터널 안을 채운다. 영상은 계절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시민 공모를 통해선정된 25인의 주민을 인터뷰하고 종이 그래피티를 부착하는 전 

과정은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아카이브되며, 터널 벽면은본 프로젝트 이후에도 지

속가능한 전시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세부계획

1. 보행자 터널 주민사진 부착의 예시

총 길이 40미터의 터널에 가로 1.6Mx세로 2M의 높이의 종이 인쇄물을 부착한다.

터널 벽면에 투명 아크릴판을 여닫을 수 있도록 제작하여 작품의 손상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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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전거 터널 은하수 영상 설치

터널 내의 전등에 프로젝터를 설치하여 터널 내부를 환하게 밝힌다.

3. 부동산 시세 네온 그래프 since 1988 

한국감정원 부동산시세를 조사하여 성내천 일대의 아파트와 토지 시세 변화를 네온 

그래프로 만든다. 올림픽선수촌과 과거잠실 시영아파트에서 현재의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 성내천 일대의 그린벨트 지역과 인근의 빌라단지 등 한 지역 내에서의차이

를 보여줄 수 있는 장소를 비교 지표로 선정한다.

4. 보행자 터널 전시공간 활용의 예

벽면에 설치된 아크릴은 경첩으로 연결되어 여닫을 수 있게 만든다. 추후 작가들의 

공모 및 지역민과 인근 학생들의 작품 등으로 송파구 내에서 지속가능한 전시 공간

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작품 이미지 Kengo Kito, Full Lightness,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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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운드클라우드예시 

https://soundcloud.app.goo.gl/6q3PxuAkKigcm7gy8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커넥티드시티> 사운드아트 「영영」, 본인 작품)

기대효과

당시에 신축아파트였던 올림픽아파트에서 찍은 30년 전 사진, 그 시절 어린 아이를 

지켜준 외할머니, 우리가 키웠던 흰 강아지, 지금은 사라졌지만 지역에 대한 기억을 

간직한 사진을 터널에 재현한다. 사진이 선정된 25인의 주민 인터뷰를 바탕으로사

진 위에 드로잉을 그려 밝게 채색한다. 인터뷰를 들은 관객이 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녹음할 수 있는 전 과정은 지역민의참여가 핵심을 이룬다.

이러한 개인 서사의 기록은“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이라는 현실 참여의 

의미를 담는다. 또한 밝고 환한 사진과 그렇지 못한 현 상황의 간극을 통해 “그럼에

도 불구하고” 살아간다는 인간과 예술의 본질을 드러낼 수있다.

주민참여를 통해 과거를 재현하고 현실에 참여하는 전 과정은 다큐멘터리로 제작되

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가며 지역과 지역민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자전거 터널의 은하수 영상은 계절별로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영상을 미디어아

트의 컨텐츠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아크릴이 부착된 보행자 터널 전시장은 송파구의 

전시공간으로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원 미술경영 석사수료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미술이론과 학사

2015년 계간지 <21세기문학> 소설 부문 신인상: 당선작 「히카리」

<악스트> 발표작 「격차와 낙차」

<현대문학> 소설 「아마오」 발표

「어느 순간에도 절대인 것」

「응옥의 패턴」 등 다수

수상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이론과 예술사 논문 발표 「국내 공공미술 현황과 개선 방향 연구

- ‘새 장르 공공미술’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시<태도가 _이 될 때>기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미술공간<예술가의 작업실>展 코디네이터

서울시·주한영국문화원 주최 도시재생사업 <커넥티드시티>: 서울 중림동을 소재로 한 

사운드아트 「영영」 전시

신생공간 <옥토버> 기획 및 운영 

<산책, 표면, 다이버>

<소음의 온도>

<상황등: 레이어와 틈새>등 다수 기획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교산기록」기획 및 집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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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희승    두산갤러리 큐레이터 

시간을 마주하는, 이야기를 주고 받는 장소로서의 터널 

송수희의 <지금 어디에 살고 있나요?>는 서울시 송파구의 성내천변 일대를 배경으로 

하는 프로젝트이다. 작가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많은 시간

을 보낸 성내천에 관심을 가지고 이곳의 과거와 현재의 대조적인 상황을 함께 보여줌

으로써 어떤 정서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구상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프로젝트의 구

체적인 장소인 성내천변의 보행, 자전거 터널은 그에게 개인사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공간이기도 하다. 소설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송수희는 혼자 긴 터널을 걷는 아이

가 등장하는 자신의 첫 번째 소설의 배경으로 동일한 성내천 터널을 등장시키기도 하

였다. 이처럼 자신이 유년 시절 오래 걸으며 위로를 얻었던 터널이라는 공간을 자신뿐

만 아니라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장소로 되새기게끔 만들기 위해 이

번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어디에 살고 있나요?>는 크게 주민 25명의 인터뷰를 담아낼 오디오와 그들의 

기억이 담긴 사진, 1980년대 올림픽 개발계획부터 현재까지의 성내천 일대 토지 및 아

파트의 시세 변화를 나타내는 네온 그래프, 구간별로 빔 프로젝터를 설치하여 구현하

게 될 은하수 영상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주민 인터뷰는 그들이 보내온 사진을 

중심으로 진행되다가 후반부에 해당 인터뷰를 듣는 사람에게 던지는 ‘지금 당신은 어

디에 살고 있나요?’라는 질문으로 마무리된다. 그리고 관람객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을 사운드 클라우드를 통해 남길 수 있는 방식이다. 성내천변 일대의 변화하고 있는 부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네온 그래프는 지역의 토지 및 아파트 시세 변화에 대한 자

료를 수집한 뒤 일반적인 아파트 가격 폭등과는 다른 차원에서 다가구, 다세대 등의 변

함없는 시세와 그에 반해 휘청이는 과거 부동산 폭락, 아파트 폭등의 시세를 보여주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작가는 이를 위해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시세를 건축물과 아파트, 

주변 일대의 그린벨트 시세 등으로 나누어 제작할 것이라고 한다. 은하수 영상은 어두

운 터널을 밝히는 작가의 빛에 대한 상징이자 계절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부분으로써 

작품의 전체적인 시각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기획안에서 주목했던 부분은 다양한 시각적, 청각적 요소가 맞물리는 지점이다. 은하

수 영상, 부동산 시세를 추적한 네온 그래프, 종이로 인쇄된 주민들의 과거 사진과 인

터뷰가 서로 어떻게 맞물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했다. 이에 대해 작가는 현재를 살

아가고 있는 감각을 조금 더 가까이 느끼게 만들기 위한 구성이라는 답변을 들려주었

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부동산 네온 그래프와 은하수 영상은 주민들의 사진을 다시 바

라보게 하기 위한 배경이 된다고 그는 말한다. 부동산 폭등으로 들썩이는 동시에 한편

으로는 거주 불안정에 시달리는 지금의 상황과 과거의 따뜻한 순간에 대한 기억은 대

표 이미지 속 사진과 드로잉의 명암 대비와 같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금 어디에 살고 있나요?>는 그 제목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현재를 영

위하고 있는 장소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다. 한 개인이 오랜 시간을 보내며 유년의 

추억을 쌓은 곳, 그러한 특별한 공간에 대한 기억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며 그 공간

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인 것을 알고 있다. <지금 어디에 살고 

있나요?>는 지역의 변화를 덤덤하게 받아들이며 터널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에서 과거

와 현재를 마주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매일의 삶에 대한 환기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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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둥지 모래톱

놀이둥지 모래톱

자율과 자치를 위한 세대통합 어린이 창작 놀이 공간

활동명(팀명) 놀이둥지 모래톱

대상자치구 송파구(석촌호수 서호 공공문화공간(구 고고스카페))

공모유형 공간조성 및 전시, 주민참여 공동체 활동

지원유형 팀

팀 최형욱

고연주 예술교육기획/교육

김중순 예술교육기획/행정

민수광 문화기획설치미술/디자인

전흥렬 현대무용안무/워크숍

기획의도

‘아이들을 위한 도시는 없다’

- 도시계획에 있어서 아이들의 ‘놀이공간’은 어른들의 ‘감시’와 ‘관리’가 편리한 일부

영역 안에 몰아넣는 경향이 있다.

- 어린이의 진짜 놀이는 어른이 아이를 위해 설계한 고정된 시설이 아닌, 어린이 

내부에서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펼칠 수 있는 공동체적 환경 안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 내적 동기에서 출발하는 진짜 놀이는 어린이 스스로 각본을 짜고, 기획집행하며, 

놀이를 지속하기 위해 협력관계 속에서 자기만족을 지연하는 등 살아있는 배움의 

경험을 제공 할 수 있다.

- 그러므로 아이들이 스스로 주변을 탐색하며 세계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는 데 도움

을 받을 수 있는 세대 통합의 실내외 공간이 필요하다.

- ‘모래톱’은 하천 주변에 드넓은 모래벌판을 의미한다. 실재 송파구에는 과거 매립

사업 이전에 잠실도과 송파강 일대에 드넓은 모래벌판이 있었다. 초고밀도 기능

도시에는 겉보기에 거칠고 황무지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수많은 생명체들이 드

나들 수 있는 ‘모래톱’과 같은 비어 있는 야생성의 공간이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작품설명

일반놀이터와 ‘놀이둥지 모래톱’의 비교

- 시설중심에서 관계중심으로.. 자유와 환대의 정신이 주요 설비가 되는 공간으로

- 어른이 결정한 놀이와 스릴에서 어린이 자신의 고유한 속도대로 탐험할 수 있는

곳으로

- 놀이터시설안전규제법으로 관리하는 공간에서 공동체가 스스로 규약을 세우고 

어린이 스스로 선택한 도전을 시도해 볼 수 있는곳으로

- 닫힌 경로의 조합놀이터에서 스스로 경로를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건축 놀이로

- 초기비용이 많이 들고 이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시설에서 커뮤니티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고 운영하고 특히 어린이의 자유로운 선택을 기다리고 필요

할 때 응하는 ‘플레이 워커’가 상주하는 장소.

“놀이둥지 모래톱”는 어린이가 공동체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다움을 실현해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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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

어린이 플레이 공간 조성

1. Builder zone

목재, 및 재활용 부자재를 활용한 공간 만들기 건축 놀이

2. Maker zone

기계분해, 페브릭 커터, 목공 등 스토리텔링과 연계한 자기 주도 만들기

3. Movement zone

놀이로부터 발생하는 지형과 사물, 자신의 신체를 테스트할 수 있는 상황 만들기

플레이 워커 양성 프로그램 운영

1. 대상

플레이 워커로 활동하고자 하는 시니어, 은퇴자, 청년, 양육자 등

2. 내용

3주 동안 플레이워커 교육 이수 후 현장에서 활동

3. 프로그램

상호신뢰, 보이지 않는 감각 믿기, 공동체 형성 워크숍

다큐멘터리 상영, 선택 가능한 위험과 Hazard 차이점 이해하기

우리가 꿈꾸는 놀이터 설계, 함께 이용하기 위한 규약 스스로 세우기

놀이를 매개로 한 소모임 모집 및 지원

1. 대상

지역 내 놀이 공동체 형성을 위한 소모임 커뮤니티 00팀 (시니어, 외벌이, 맞벌이, 

다문화가정, 교사 및 활동가 등)

2. 내용

지속 가능한 놀이 소모임 활동을 위한 워크숍 및 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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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어린이가 ‘놀이’를 통해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자기다움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

- 무료출입 가능한, 일반시민에게 개방된 세대융합의 놀이문화장소

- 시니어, 은퇴자, 청년, 양육자 그룹을 “플레이 워커”로 자리 잡도록 교육

- 교육받은 열린 관점의 플레이워커 들이 관내 풍부한 생활 SOC시설에 확산됨

- 시민들의 자발성에 근거한 민관협치 거버넌스 구축

- 놀이를 매개로 지속가능한 자치 커뮤니티 발생

- 유엔 아동협약 31조에 근거한 안전하고 어린이의 충분한 쉴 권리와 놀 권리를 보장

하는 지방자치구의 구현

2019 빈둥 ver.2.0. 김종영미술관, 서울 외 4회 개인전

2020 빈둥 놀이둥지 뿌리내리기, 양평

아버집 언컨택트, 서서울예술교육센터

프로젝트

프로젝트

2019 빈둥 프로젝트: 함께 틔우는 놀이터, 양평 프로젝트

2018-2019 부모예술학교 “아버집 프로젝트”,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프로젝트

2018 서울 상상력 발전소 ‘빠른발 따라가는 시선’, 서울문화재단, 에스펙토리 프로젝트

2015 막계삼각뿔, 막계페스티벌 시민체험프로그램,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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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윤주    우란문화재단 큐레이터

최형욱 작가를 중심으로 예술교육기획자, 문화기획자, 설치미술작가 그리고 현대무용

안무가로 이루어진 팀 ‘놀이둥지 모래톱’은 문화예술 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경험치를 

가진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송파구에 위치한 석촌호수 서호 공공문화공간에 어린

이 창작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팀명과 동명의 작품은 공공미술이면서 동시에 예술교육

측면이 더해진 프로젝트이다. 

이 두 목표는 어느 하나 중요성과 의미를 비견할 수 없는 심도 깊은 사고와 관점이 요

구된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은 교육, 예술, 놀이, 안전, 발달과정 

등 다양한 분야의 다층적인 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놀이둥지 모래톱’ 의 다양한 경

험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이 더욱 적합하게 여겨진다. 작가는 기존 도시에서의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안전사고예방이라는 다소 엄격한 관리의 논리 하에, 놀이의 행

위가 규정되고 또한 감시의 영역에 존재했음을 지적한다. 

“놀이둥지 모래톱”은 자율과 자치를 위한 세대통합이라는 지향점을 가진 고정된 시설

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즐기기 보다는 어린이 스스로 원하는 행위를 펼칠 수 있는 공동

체적 환경을 구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 즉, 어린이 스스로가 구조물

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 행위를 구성할 수 있고, 이 모든 과정을 또래 친구들과의 협력

을 꾀하거나 이룩할 수 있다는 신뢰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은 크게 Builder zone(목재 및 재활용 자재를 이용한 공간 만들기), Maker 

zone(스토리텔링과 연계한 자기주도 만들기), Movement zone(지형 사물, 신체를 이

용한 상황 만들기)로 이루어진 ‘어린이 플레이 공간’을 조성한다. 하지만, 이 어린이 플

레이 공간 조성만으로는 자율적이면서 자치적인 놀이 환경이 구현되기는 어렵다. 이

를 위해서 기존 지시와 감시가 아닌, 지원과 지지를 행하는 시니어, 은퇴자, 청년, 양육

자들을 대상으로 한 ‘플레이 워커’를 양성함으로써, 최소한의 가이드와 안내 하에 어

린이들 스스로 협력하여 놀이방법을 찾고 또 어린이와 어른, 참여자와 참관자와 같은 

세대 간 관계 맺기를 꾀할 수도 있는 방안을 꾀한다. 

나아가 예술교육의 ‘놀이’를 매개로 하여 지역 내 노인, 다문화가정, 교육자 및 활동가, 

양육자 등과 같은 커뮤니티와 연계한 다양한 형태의 ‘소모임의 활동’ 까지 확장됨을 

꾀한다. 이는 기존 어린이를 위한 놀이 시설이 고정된 구조물에 국한되어 있거나 체력

활동과 같은 단순한 행위의 차원에서만 이해되어 온 측면을 탈피하고자 한다. 이로써 

작가가 제공한 최소한의 구조물과 안내 하에 또래 집단 간의 협력과 소통 그리고 자

발적인 행위를 촉발시키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기능하는 새로운 역할을 창조해 낸다.

“놀이둥지 모래톱” 작품은 공공성, 예술, 교육, 협력, 커뮤니티 이 모든 가치들이 서로

가 서로를 매개 연계하여 의미를 도출해 내는 것이다. 

그렇기에 개별 요소들은 규정되거나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작품의 주 사용자인 어린이

들의 참여와 개입으로 완성된다. 이들 역시 플레이 워커라 명명된 시니어 중심의 어른

세대와의 지지와 협력이 요구되므로 서로 다른 집단과 연계와 확장까지 이어지는 일종

의 선순환 구조나 플랫폼으로서 기능 역시 수행하는 듯 하다. 공공미술의 또 다른 주안

점인 유지 보수를 중심으로 한 지속성은 작품의 완성도와 결부되는 중요한 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용자(어린이/민간영역)와 관리자(어른/공공영역)의 접점과 협력

은 자연스러운 요구이자 공공미술작품의 지속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어

쩌면 ‘교육’을 매개로한 공공미술을 상상해 볼 때, 교육이야 말로 예술에 있어 공공적 

성격을 내포한 것으로 이는 ‘관계’와 ‘협력’, ‘자발성’의 개념을 포함한 행위라 가능할 

것이다. 최형욱 작가는 매립되기 전 잠실도와 송파강 일대의 하천 주변에 드넓게 펼쳐

진 모래벌판을 연상하면서 작품에 모래톱을 명명하였다고 한다. 

이는 황무지처럼 보이지만 강 하류에 서생 하는 수많은 생명체들의 터전인 것처럼,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터전을 상징한다. 어린 시절 모래밭에서 노는 법을 가르쳐 주

지 않았어도 모래성을 쌓고 공주와 왕자의 하루를 상상하고 노래하던 것처럼 “놀이둥

지 모래톱”은 스스로 꾀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느껴지

는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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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물 위의 소망들

야간 통행과 보행 안전을 위해 단순 조명 설치가 아닌, 천연 발광소재를(축광석) 이용

하여 반딧불이같은 역할을 한다. 안양천 밤산책에 한층 낭만을 더한다.

기존 신정 잠수교만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안양천의 생태환경과 잘 어우러져 열려

있고 숨쉬는 난간을 만든다.

대상자치구 양천구(신정 잠수교)

공모유형 작품설치, 공간조성 및 전시, 도시환경 개선

지원유형 개인

기획의도

징검다리.

기존의 신정 잠수교의 낮은 난간 덕분에 서울 안에서의 신정 잠수교만이 주는 어

떤 아름다움이 있다.

낮은 난간이 주는 심리적 불안감은 있지만, 덕분에 잠수교를 보행하고 산책하던 사

람들은 나즈막히 쪼그리고 안양천을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더자세히 내려다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신정교 너머로 보이는 안양천 주변 녹지를 요란스레 가로지르지 않

는 신정 잠수교는 안양천 파노라마에 하나의 선으로만 존재해 더 아름다웠다.

이렇게 기존 신정 잠수교의 아름다움을 유지한 채, 단지 안전을 위해 난간을 높이

고 조명을 설치하는 방향이 아닌, 안양천 생태 환경과의 조화와 함께, 돌길을 만들

어 물 위를 걸었던 옛 모습도 담고 싶었다.

작품설명

물 위의 소망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난간들은 안전을 위한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 

굴곡지거나 어떤 형상을 표현한 디자인이 가미된 난간도 많이 있지만 그것은 단지 

일자 난간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다. 이번 신정 잠수교를 보며 구상한 난간은 그런 

것은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낮은 안전바, 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일정한 높이의 난간이 존재하지 않는

다고도 볼 수 있는 신정 잠수교를 보며, 문득 앞서 기획의도에서 언급한 징검다리가 

떠올랐다. 징검다리는 곧 돌쌓기로 생각이 이어졌고, 안양천의 물고기떼들이 그 틈

에 밤 잠을 이룰 조약돌에까지 생각이 다다랐다.

소원 하나씩을 담은 돌이 쌓여있는 형상에서 출발한 이 난간은, 제각기 조금 다른 

모습으로 구성된다. 시각적으로 닫혀있는 난간이 아닌 자연과함께 숨쉬는 난간을 

만들기 위해 철망 모듈을 사용하였다.

그 소원을 담은 듯한 돌(철망) 안은 다시 작은 자갈들과 축광석으로 이루어져, 축광

석은 낮동안 흡수한 자외선을 광원이 사라진 밤이 되면 은은히발광하며 자갈들 사

이에서 하나 둘 빛을 뿜어낸다. 알루미늄 체인으로 이어진 각각의 난간은 어딘가 

딱딱하기만 한 난간의 개념을 허물고, 다리위를 도보하는 사람들을 보호한다. 어두

웠던 신정 잠수교 위는 마침내 신비로운 빛으로 둘러싸여 안양천의 밤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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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

난간의 역할로 사용되어지는 본 작업물은 높이 80cm에서 최대 110cm로 구성 가

능한 원형(타원형-비정형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가능한) 철망 모듈이 2-3개 쌓여진 

형태이다. 철망(아연도금) 모듈을 이용함으로서 시각적 답답함을 해소시키고, 두 세

개의 철망 모듈은 안전하고 견고한 삼각 프레임 구조로 지지하고, 교가 바닥에 앵커

볼트(Anchor Bolt)로 고정 되어진다.

철망 안은 절반 혹은 1/3 가량 축광석(아래에 사진과 설명 첨부)과 크고 작은 자갈

로 채워진다. 

축광석과 자갈은 가벼운 무게로 본 교가 구조물에 무리를 가하지 않는다.

[참고. 물의 자정작용]

아연도금 철망(습기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고 영구적인 설치가 가능한 것)을 사용한 

타원 형상(다양한 변화 가능)의 모듈.

알루미늄 체인으로 각각의 난간(혹은 기둥)을 이어준다.

축광석(Glow stone)을 사용한 발광을 통해 야간통행 안전 확보.

- 각종 광원에 포함되어 있는 자외선을 흡수 저장하였다가 광원이 사라지면(야간) 

저장된 빛을 발광한다.

- 저광원에 축광 장시간 발광으로 은은하고 정온한 빛으로 빛공해가 없다.

- 축,발광 기능은 오랜 시간 반영구적이다.

축광석과 함께 오색자갈을 이용해 침수시 수질 자정작용(자연정화 작용)에 용이하

고 파손위험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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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신정 잠수교를 오가는 시민들이 다리를 건너는 동안 또 하나의 보는 즐거움이 가미

된다.

야간 보행의 어려움이 해소되어 안양천 밤산책은 인기몰이를 시작할 것이다.

새로워진 신정 잠수교는 많은 사람들을 걷고 싶게 만들어, 모두 한층 더 건강한 삶

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물 위의 작은 소망들 중하나이다.

2020 제2회 별마당도서관 열린아트 공모전 입선 수상, 신세계 프라퍼티 수상

2017 평창동계패럴림픽 예술포스터 당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문화체육관광부 수상

2018 두 번의 올림픽, 두 개의 올림픽전, 문화역서울 284, 한국

2017 Akademie[Arbeitstitel], Kunsthalle Duessledorf, 독일

Klasse Katharina Grose stellt aus Malerei, Kunstverein Lippe, 독일

자율진화도시, 서울시립미술관, 한국

2016 ex_Aka Nischenpreis 2016, 독일

소개글

강보라    문화연구자, 연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미술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가. 화이트큐브를 벗어

난 미술에 대한 상상과 실천은 꽤 오래전부터 이루어져왔지만, 이것이 불가피한 상

태로서 논의해야만 하는 상황은 낯설기만 하다. 실제 많은 미술관과 갤러리는 봉쇄되

었고, 화이트큐브를 떠난 미술은 온라인과 공공 영역을 향했다. 비디오와 가상현실의 

언어로 무장한 미술은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지만, 전통적 

미술이 갖는 고유한 물질성을 온전히 대체하긴 어려웠다. 

그동안 회화와 부드러운 조각 형태의 작업에 천착해왔던 김민정 작가 또한 코로나 팬

데믹 이후의 미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작가의 고민은 ‘미술이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의 상황 내에서도 계속되어야 하고, 사람들의 일상에 안착해야한다면 다름 아닌 ‘지

금,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란 물음과 맞닿아 있다.  

김민정 작가가 신정 잠수교에 제안하는 “물 위의 소망들”은 바로 이런 사유에서 출

발한다. 양천구신정동에 위치한 신정 잠수교는 2002년에 준공된 폭8m, 길이 78m의 

다리다. 이 다리에는 ‘신정동에 비가 오면 안양천의 물이 불어 다리가 잠긴다’고하여 

신정 잠수교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설이 존재한다. 실제 신정 잠수교는 비가 

많이 오면 빈번하게 침수되는 나지막한 다리지만, 목동 등 주변 풍경을 한 눈에 감상

하기에 최적의 장소이기도 하다.  

“물 위의 소망들”은 최대한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신정 잠수교의 미관과 

안전을 보완할 수 있는 생태학적 접근을 고민한다. 현재 신정 잠수교의 난간은 일반

적인 난간에 비해 높이가 낮지만 안양천의 다양한 생명체를 관찰할 수 있도록 돕는

다. “물 위의 소망들”은 이런 신정 잠수교의 난간을 인위적으로 가공하는 대신 안양

천의 생명체와 자연스럽게 연결 지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김민정 작가는 그동안 사람들이 안전하게 물길을 건널 수 있게 도왔던 징검다리 돌 

형태에 착안하여 돌을 활용한 난간을 만들었다. 작은 자갈들과 빛을 발하는 축광석을 

모아 원형의 철망 모듈 안에 모아 넣고, 각기 크기가 다른 철망 모듈 2~3개를 쌓아 올

려 성인 허리춤에 해당하는 높이로 고정하였다. 쌓아 올린 철망 모듈 간에는 알루미

늄 체인을 연결함으로써 자연 모티브의 조형물과 난간으로서의 기능을 모두 충족하

고자 하였다. 낮 동안 자외선을 흡수해 밤이 되면 은은한 빛을 발하는 축광석은 어두

운 밤 시간에 신정 잠수교 주변을 지나는 이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선사할 것이다. 

사찰이나 산책로 주변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는 돌탑의 형상과도 닮아 있는 이 난간

을 통해 오고 가는 이들의 작은 소망이 흩어지지 않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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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하

Moving time (움직이는 시간)

스테인레스 미러판이 시간에 따라서 위아래로 각도를 움직여 명암으로 숫자를 만들

어 시간을 알려주는 키네틱 아트 작품입니다.

대상자치구 양천구(양천근린공원)

공모유형 도시환경 개선

지원유형 개인

기획의도

시간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줍니다.

시간을 보여 우리는 일상을 보내고, 세월의 변화, 세상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시간의 움직임을 스테인레스 스틸 미러판으로 표현된 픽셀로새로운 시각으로 시간

을 볼 수 있게함과 동시에 시간 속에 우리의 일상을 담도록 하였습니다.시간을 우

리가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그 시간 속에 우리의 모습을 투영 시키는 인터렉

티브 아트로 표현코자 합니다.

작품설명

시간의 표현

본 작품은 스테인레스 미러판이 시간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이며 숫자 형상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탑 형상의 작품입니다.

인터렉티브 아트

기본적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고, 관람자가 다가오면 반응하여 움직이거

나 관람자의 형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작품의 크기 및 모듈의 개수는 비용과 제작기간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본 시안은 전면에 400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계획

양천구 근린공원내 시계탑을 대체하기 위한 작품으로 높이는 시인성을 위하여 3m 

로 계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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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레스 미러판은 각기 모듈로 움직이며,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하

여 제어토록 합니다.

주요 부품들은 모듈화 및 매뉴얼화 하여 유지관리 보수를 용의하게 합니다. 고장시 

쉽게 대처 혹은 교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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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우리 주변에서 수 많은 시계탑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계들은 시계탑의 조형성을 강조하였지만, 시간의 시인성을 떨어지며 조

형성 또한 부족합니다. 시간 자체가 만들어 내는 조형성으로 시간뿐아니라 아름다

움을 전달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시계 안에 관람자의 모습을 투영시

켜 랜드마크로서의 기능또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조소과 졸업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조소전공 졸업

2019 치유하다, 유나이티드 갤러리, 서울 개인전

2018 치유하다, 한가람 미술관, 서울 개인전

2017 치유하다, 한가람 미술관, 서울 개인전

2014 치유하다, 갤러리 이즈, 서울 개인전

단체전 50회 이상 참여

서보모터 (각도조절 모터)가 각 모듈마다 각도를 조절 하여 각기 스테인레스 판

(1T)의 명암과 빛의 반사를 만들어 시간 및 날씨의 형상을 표현 합니다.

시민들이 시계에 가까이 오면 형체(실루엣)에 따라 반응하여 움직이도록 하여 인터

렉티브(상호작용) 아트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하였습니다.

작품 전면에 안전 아크릴 혹은 강화 유리를 설치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하며, 뒷면에 

점검구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보수를 할 수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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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작가는 작품에 우연이나 파격, 불규칙성을 끌어들이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은 너무 

규칙적인 것, 너무 뻔한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불규칙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수도 없다. 사람들은 지나치게 불규칙적인 것, 불협화음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

이다. <움직이는 시간>은 규칙과 불규칙, 반복적인 것과 비반복적인 것을 조율하는 예

술적 균형을 시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움직이는 시간>은 시간을 어떻게 우리 앞에 드러낼까? 아마도 작가는 ‘6:30’ 

같은 가장 일반적인 시간 표기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공원 시계탑을 바라보는 사

람들은 수치나 바늘이 가리키는 정확한 시간을 알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이 작가는 관

객(참여자)의 행위나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듈(들)의 움직임을 통해 이

전(以前)과 이후(以後), 또는 객관적 시간과 주관적 시간, 주어진 시간과 만들어가는 시

간의 차이들을 가시화하고 싶어한다. 그런 의미에서 박성하의 <움직이는 시간>은 시

간을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또는 여러 겹으로 체험하고 실현하는 인간의 존재방식을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시사하는 작품이다.

1)  류인하 기자, 「천연 잔디광장과 함께 돌아온 양천근린공원…리모델링 마치고 30일 개방」, 『경향신문』 2020년 

10월 29일. 

소개글

홍지석     미술비평, 단국대 초빙교수

2020년 10월 양천근린공원이 ‘오래된 숲, 새로운 봄’을 주제로 한 8개월간의 리모델

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1988년 목동지구 택지개발 당시 조성된 

양천근린공원은 오랜 시간 양천구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기능했고 시설물 노후화와 녹

지 훼손으로 인한 시설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됐다.1

 

박성하의 <움직이는 시간>은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된 양천근린공원에 들어설 시계

탑이다. 공원 중앙광장 전면 우측에 있던 시계탑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박성하의 시계

탑이 세워질 예정이다. 시계탑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평범한 시계탑이 아니다. <움직이

는 시간>은 400여 개의 모듈로 구성된 인터랙티브 설치작업이기 때문이다. 공원을 방

문한 시민들은 시계탑에 격자형태로 배치된 400여 개의 사각형 모듈-스테인리스 미

러판들을 대면할 것이다. 이 모듈들은 사람의 행동 또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여 

움직인다. 박성하에 따르면 개개 모듈을 제어하기 위해 라즈베리파이나 아두이노 우

노, 그리고 서보모터 같은 첨단 부품들을 작품에 사용할 예정이다. 특히 서보모터(각도

조절 모터)는 “각 모듈의 각도를 조절하여 스테인레스 판의 명암과 빛의 반사를 만들

어 시간 및 날씨의 형상을 표현하는”(기획서) 가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박성하의 <움직이는 시간>은 이른바 미디어아트의 ‘인터랙티브(상호작용)’ 지향성을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오래된 숲, 새로운 봄’을 주제로 한 양천근린공원의 새로

운 면모에 부합한다. 관객의 ‘참여’를 촉발, 촉구하는 인터랙티브 설치는 서울시와 양

천구가 중시하는 ‘시민참여’의 방향과도 잘 어울린다. 물론 기계부품들을 사용한 인터

랙티브 작업을 야외 공원에 설치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작가가 해결해야 할 수많

은 기술적인 과제들이 존재한다. 비바람으로부터 작품을 보호하는 문제, 설치 후 부품

들의 보수 문제,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들이 있다. 설치 기간이 끝난 후 

작품 처리 문제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움직이는 시간>은 미디어아트와 

환경조각의 (재)매개 가능성을 탐색하는 작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움직이는 시간>은 또한 ‘인터랙티브’를 조율, 제어하는 예술의 한계, 또는 역량을 드

러내는 작업이 될 것이다. 트래킹센서를 활용해 관객(참여자)의 행위나 환경의 변화를 

포착, 반영하는 작업은 처음에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사

람들은 곧 그 규칙이나 패턴을 파악할 것이다. 그러면 작품은 지루해진다. 그런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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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리

연잎징검다리

수위가 올라가면 물에 잠기는 잠수교의 특징을 징검다리에 비유

연잎의 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특성을 결합

- 이를 라이트 아트 (매립형 조명)로 구현

신정 잠수교가 <연잎징검다리>를 통해,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조형적으로

도 아름다운, 기능과 조형을 동시에수행하는 양천구의 랜드마크로의 탈바꿈

대상자치구 양천구(신정 잠수교)

공모유형 공간조성 및 전시, 도시환경 개선

지원유형 개인

기획의도

어려서부터 항상 지나다니던 신정잠수교는 위치적으로 양천구민들에게 매우 유용

한 다리입니다. 그러나, 밤에는 조명시설이 부족하여 매우 위험한 상태이며, 잠수교

의 특성상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잠수교가 물에 잠기지만, 이를 표시해줄 안전시

설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징검다리는 수위가 올라가면 자연스레 자신의 몸을 감추어 사람들에게 지금 물을 

지나가는 것을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개구리 왕눈이”가 비를 피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였던 연잎은 비로부터 혹은 물

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식물의 대명사입니다.

이러한 연잎의 특성과 징검다리의 순기능을 결합하여 신정 잠수교가 조형적으로 

아름다우면서도,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자연친화적인 다리로 변화하도록 기획

하였습니다.

작품설명

어머니가 어린시절, 외할머니께서는 어머니에게 개울의 징검다리가 잠기거든 개울

가에서 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안양천 근처에서 자란 저에게 저의 어머니는 신정 

잠수교가 물에 잠기면, 강가 공원에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신정 잠수교는 양천구 시민들에게 물의 수위를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지표

입니다.

하지만 주변이 어둡고, 안전 시설이 부족하여, 저녁이나, 풍우가 내리는 어두컴컴한 

날이면, 다리와 강의 구분이 잘 보이지 않아 위험합니다.

이번 <연잎징검다리>는 조명을 이용하여 야간에도 신정 잠수교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전의 저의 외할머니께서사용하신 물의 위험을 

알려주는 징검다리의 순기능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세부계획

연잎과 징검다리의 모양에서 착안한 도형이 다리의 표면에 라이트아트로 매립 설

치할 예정입니다.

폭 8m의 다리 가운데 약 2m 안팎의 라이트 아트를 매립하여, 통행에 불편함을 최

소화하되 시야확보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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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등은 유연하고 방수가 가능한 조명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 또한 지나는 시민들이 많은 신정 잠수교 이기게 하중을 버티는 등으로 매립할 예정

입니다.

- 매립등은 3cm 짜리를 사용할 예정이며, 다리구조물의 방수층을 회손하지 않는 

설치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명이 켜지는 라이트 아트의 특성인 멀리서도 다리의 위치를 직관적으로 파

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난간에 <연잎징검다리>에 연관되는 조명을 설치하여 확장성을 가져올 예정입니다. 

(난간 디자인의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징검다리 돌 하나 하나를 상징하는 라이트 아트는 순서대로 점별 가능하여, 다리위

를 걷는 양천구민들이 마치 강물 위의 진짜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느낌을 받도록 설

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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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강에서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다리인 신정 잠수교는 양천구민들의 지름길이자, 휴

식의 장소입니다. <연잎징검다리>작품은 신정잠수교의 특징을 부각시키며, 그 기

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녁이면 징검다리 형태에 불(조명)이 들어와 시민들의 안전한 시야확보를 가능

케 해주는 동시에 수위가 높아져 다리가 물에 잠기면, 조명이꺼져서 다리의 모습

을 감춰주어 시민들에게 강을 건너가지 말라는 사인을 보내주며, 시민의 안전을 지

켜낼 것입니다.

또한 다리 바닥면을 이용한 특이한 라이트 아트로서, 멀리에서도 신정 잠수교의 위

치를 알 수 있는 지형적 마크가 될 것입니다.

이는 조형적인 아름다움은 물론, 양천구민들에게 지역 자부심을 키워줄 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8 홍익대학교 미술학과 박사 졸업

개인전 2020 <공간지속: 리듬_가지 않고, 남지 않는>,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2018 <공간누수; 시간기둥>, 토포하우스, 서울

2016 <당신과 나 사이>, 환기미술관, 서울 외 총 8회

단체전 2020, <미디어 심포니>,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2019, <깨어있는 꿈>, 모란미술관, 남양주외 다수

프로젝트 2020 <노원달빛산책_특별전>, 노원구 당현천 야외 조명 작품 설치

2015, 유니세프, 어린이대공원역 작품 설치

2015, 서울디지털미술상, 대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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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야호    토이박스 편집장

보살핌의 매개 

안양천에 놓인 신정잠수교는 영등포구, 구로구, 양천구민들의 산책과 운동, 귀갓길 및 

통행길로 활발하게 이용되는 다리다. 신정잠수교를 향한 구민들의 애정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불가피한 문제가 하나 있다. ‘신정잠수교’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 다리

는 비가 많이 와 안양천의 수위가 오르면 물 밑으로 잠수해 버린다는 점이다. 

 잦은 침수가 신정잠수교의 숙명이라면, 다리를 아예 새로 짓거나 둑을 만드는 등의 근

본적인 대책이 아닌 이상, 이 침수라는 조건에서 사람들의 안전을 고이 건지는 일이 장

소를 고려하는 작품의 필수적인 요건이 될 것 같다. 

보라리 작가가 신정잠수교에서 ‘징검다리’라는 이음매를 떠올린 것은 퍽 자연스럽지

만, 결코 단순한 발상은 아니었다. 안양천은 보라리 작가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놀

고 걸었던 냇가였기에, 약 80m 폭의 내천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폭 8m의 다리는 작

품 설치를 위한 관찰의 대상이 아닌, 추억과 애정이 담긴 작은 삶터인 것이다. 작가의 

어린 시절, 작가의 어머님은 신정잠수교를 표지 삼아 ‘신정잠수교가 물에 잠기거든, 안

양천에 가서 놀지 못하도록’ 하셨다. 시골에서 자라신 작가 어머님의 어머님은, ‘동네 

개울에 놓인 징검다리가 잠기거든 개울가에서 놀지 못하도록’ 하셨다. 개울물이 불면 

잠겨 버리는 징검다리는 잠김으로써 냇물을 건널 수 없게 함은 물론, 근처에서 놀거나 

서성이지 말 것을 경고하는 신호등과 같은 표지이기도 했던 것이다. 

현재 신정잠수교는 물에 잠겼을 때도 상황을 알리는 안전장치나 야간 조명이 부족한 

상태다. 이를 개선하고자 작가는 본래 징검다리가 갖는 신호등 기능을 부여한 작품 <연

잎징검다리>를 구상했다. 밝은 라이트 아트를 둥근 연잎 모양으로 만들어 징검다리처

럼 다리 안쪽에 매립해 불을 밝힌다. 바닥면에 설치된 <연잎징검다리>는 다리가 물에 

잠기면 조명이 꺼져 위험을 알리고 통행을 막아 준다. 한편 수위가 낮을 때는 밤낮으로 

밝게 불이 켜져 다리의 위치를 드러내고 건너는 이의 시야를 확보해 준다. 

<연잎징검다리>는 조형적으로 멋진 연잎 모양의 징검다리인 동시에 밤에는 어둠의 위

험을, 흐리거나 비 오는 날에는 물의 위험을 알리는 등불의 역할을 한다. 주변을 밝히

기 위한 조명인 동시에 빛 자체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보라리 작가는 올해부터 기존에 작업해 오던 공간 드로잉에 빛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지난 2020년 가을, 은평구 당현천가에 얇은 뜨개천과 빨강, 노랑, 파랑색 전구 라인을 

결합한 작품 <달그림자>를 설치했다. <달그림자> 조명에 불이 켜질 때, 마치 콘서트

처럼 관람객의 환호가 터져 나왔다. 일제히 켜지는 색색의 빛이 주는 아름다움은 과연 

원초적인 것이며 인간은 이 원초적인 아름다움으로부터 일차적인 경이와 매력을 전

달받는다. 트리와 창문가에 색색의 알전구를 매달고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눈을 밝히

는 기쁨 같이 말이다. 

작가는 <연잎징검다리>에서 빛의 원초적인 아름다움에 쓰임과 역할을 부여하는 데

까지 확장했다. 작가는 나이를 먹으며 안전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리고 있다고 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또래들을 보게 되자, 다음 세대와 자식 세대에 대한 감각이 생겼

다고 말이다. 개울 징검다리를 건넜던 어머니와 그 어머니를 살피던 외할머니, 신정

잠수교를 건넜던 작가와 작가를 살피던 어머니의 보살핌은 이제 그다음 세대를 고려

하는 그에게까지 왔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반영할 수 있는 작업을 지향하고 있다. 

예전에는 뜨개 작업에 가해지던 선입견이 마냥 불편했지만, 이제는 작업에 자기 자신

을 더 드러내며 그것을 당당한 강점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런 맥락에서 작가는 이용하

기 편안하고 일상생활의 도움을 주는 공공예술을 상상했고, 신정잠수교에 연잎 모양

의 징검다리를 빚어 다음 세대를 돌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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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숙현x황문정

픽셀 블록 PIXEL BLOCK

- 안양천 수변에 살고있는 다양한 동식물의 이미지와 사인이미지를 픽셀화하여 LED 

라이팅 블록으로 표현

- 안양천의 물결을 고휘도 반사시트지를 활용해 신정교 통행로 표면에 묘사

활동명(팀명) 양숙현x황문정

대상자치구 양천구(신정 잠수교)

공모유형 작품설치, 도시환경 개선

지원유형 팀

팀 양숙현 미디어아트

황문정 시각예술

기획의도

현재 신정잠수교의 상황

1. 신정 잠수교는 영등포구와 양천구 사이에 놓인 안양천을 가로지르는 다리로 주변

에 다수의 체육시설과 자전거 및 산책로가 있어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

랫동안 방치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며 특별한 공간 디자인이 없음

2. 또한 우천시 잠수의 우려가 있어 난간이 낮게 설치되어 있고, 체육공원에 설치된 

조명이 부족하여 다리와 주변 시야가 상당히 어두워 위험할 수 있음

개선 방안

1. 우리 팀은 커스텀 LED 패널을 제작하여 안양천의 풍경을 빛으로 재현하며, 이를 

통해 다리 공간의 특색을 살리는 디자인을 제시함

2. LED 픽셀 블록과 반사시트지를 다양하게 배치하여 통행자가 야간의 시야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모색함

작품설명

신정잠수교를 하나의 캔버스로 상정하고 주위에서 발견되는 풍경을 픽셀 블록을 통

해 표현한 빛 설치 작품

- 하천에서 발견한 다양한 동식물들을 빛으로 표현하기 위해 LED의 특성에 맞게 

이미지를 픽셀화

- 안양천의 물결을 스테인레스 구조물로 리듬감 있게 표현하고 여기에 LED 픽셀 

블록을 양 난간에 높낮이를 주어 설치

- 안양천에는 황조롱이, 원앙, 참개구리, 청둥오리, 참새귀리, 산초나무, 마타리꽃 

등 우리가 몰랐던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를 발견하고 주목해 보고자 함

- 안양천의 모습을 파노라마처럼 신정교 양 난간에 하나의 스토리로 제시

- 신정교 바닥면에는 유지보수가 용이한 반사시트지를 활용하여 안양천의 물결을 

표현

- 추후 신정교의 난간 공사로 대체하여 설치될 구조물을 고려하여 변화에 용이한 

디자인

- 커스텀 LED 패널로 양면으로 디자인하여 다리를 걷는 사람들이나 하천 주변을 

걷는 사람들도 빛-조각물을 즐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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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

‘픽셀 블록’은 기존 LED 패널과는 다른 제작 방식으로 실외 설치를 위한 방진, 방수 

등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제작하고자 함

- 측면의 난간을 활용하여 리드미컬하게 스테인레스 구조물을 설치하고, 라이팅 

블록을 표지판처럼 세워서 고정 

- PVC 케이스와 LED 패널을 결합하여 은은한 빛을 연출하는 커스텀 픽셀 LED

를 제작

- 모듈 방식으로 제작하여 이미지의 크기는 변화 가능함

- 방수와 방진을 위해 LED 모듈을 감싸는 이중 구조의 프레임을 제작하고 IP 65 이

상의 재료 활용 (우천 시 고려)

-     추가적으로 LED 플렉시블 네온 라이트를 활용하여 수면에 반사되는 물빛 등 표현 가능

- 야간 시에만 조명을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간에도 이미지를 즐길 수 있도록 

발색을 고려한 재질 사용

- 3M 고휘도 반사시트지 (보통 표지판이나 아스팔트 표면에 쓰이는 시트지이며 

주변의 빛을 반사하여 스스로 발광)를 활용하여 빛이 부족한 통행로에 부착



691690 코로나19 서울공공미술 100개의 아이디어양천구 양숙현x황문정

기대효과

유동 인구가 많은 것에 비해 어두운 도보에 픽셀 이미지 LED 조명 설치를 통해 다

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함

- 콜라주된 빛 이미지를 통해 현재보다 개성이 넘치는 흥미로운 조형성을 공간에 

구현

- 원경에서는 안양천을 배경으로 다양한 색감의 LED 화폭을 감상 할 수 있음

- 다리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이 LED 보도블록의 간접조명을 통해 다리구조물의 시

안성을 높일 수 있음

황문정 시각예술작가

서울대학교 조소과 학부를 졸업하고 Glasgow School of Art에서 Master of Letters in Fine Art 

Practice 과정을 수료하였다. 설치, 영상, 게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각작업을 하고 있으며, 

개인전 ‘무애착 도시’(송은아트큐브, 2018) 외에 ‘summer love’ (송은아트스페이스, 2019),’OUR 

PARADISE: 아마도 멋진 곳이겠지요’ (두산갤러리, 2019), ‘언택트를 위한 접촉자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2020)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

양숙현 미디어아티스트

홍익대에서 회화(BFA)와 인터랙션디자인(MFA)을 전공하였다. 2010년부터 미디어아티스트그룹: 

전파상(Jonpasang) 멤버로 하이퍼 매트릭스, 브릴리언트 큐브, 파라다이스시티 랜드마크 미디어 

기획 등 다수의 대형 미디어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이 있으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프로

젝션 매핑 영상 조감독으로 참여하였다. MMCA 창동,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금천예술공장에서 레

지던시프로그램과 제로원, 아르스일렉트로니카, 다빈치크리에이티브, 백남준아트센터, 크리에이

터스프로젝트 등에서 전시하였다.

소개글

최희승    두산갤러리 큐레이터

픽셀이 빛나는 밤 풍경을 기대하며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신정 잠수교는 영등포구와 양천구 사이를 흐르고 있는 안양

천에 놓인 다리이다. 다리가 자리한 위치와 그 소담한 크기로 인해 양천구 주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곳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유동인구에 걸맞은 체육 시설과 자전

거 도로, 산책로가 구비되어 있는 공공의 공간이기도 하다. 특히 퇴근 이후 밤 산책이

나 운동을 나온 사람들이 주로 이곳을 찾으며 비교적 야간의 사용 빈도가 많은 장소이

기도 하다. 그리고 양숙현X황문정은 이 신정 잠수교를 작업의 배경으로 선택하여 조

금 더 심야를 밝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면서, 미관상으로도 재미를 줄 수 있는 작품 <픽

셀 블록>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번 <픽셀 블록>은 2018년 처음 만난 양숙현과 황문정 두 작가가 처음 협업을 시도

하는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커스텀 LED 패널을 사용하여 신정 잠수교에 살고 있는 다

양한 동물과 식물을 재현하자는 이번 아이디어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제안한 것이라

고 말한다. 안양천에 살고 있는 황조롱이, 참개구리, 신초 나무, 마타리 꽃 등 잘 알려

지지 않았던 야생의 생물들을 친근하고 귀여운 픽셀 이미지로 재현하고, LED 패널로 

구현하여 다리의 난간 위에 설치하는 것이 이들의 계획이다. 특히 패널을 양면으로 만

들어 다리를 횡단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모두 이 패널을 마치 빛-조각물처럼 

바라보게 하려는 것이 본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사실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아이디어는 그 개념적 접근이 매우 명확하고 구현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이었기에 이후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자연스레 실현에 대한 것이 되었

다. 특히 이 프로젝트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커스텀 LED를 다리 난간 위에 10여 개 

이상 설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기 설비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작가는 유관 기관과의 현장 미팅과 신정 잠수교의 

컨디션 체크 등을 통해 다리 전체에 대한 전기 배선을 차순위로 두고, 태양열 패널 사용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픽셀 블록>의 기획안에서 패널이 주간과 

야간에 모두 조형성을 지닐 수 있도록 이미지의 발색을 고려했다고 쓰여 있는데, 실행

의 과정에서 주간에는 패널을 충전하고 야간에 그것을 에너지로 이용하는 방식이 된다

면 조형성을 지닐뿐만 아니라 더 실용적이고 친환경적인 구조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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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실현에 있어 양숙현X황문정 작가가 집중하고 있는 다른 한 가지는 유지와 보

수에 대한 것이다. 앞서 밝힌 대로 신정 잠수교는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장소이자 안

양천의 물과 하천의 잦은 범람에 노출된 장소이기에 방수와 방진을 중요한 과제로 삼

았다. 이들은 패널을 보호할 수 있는 이중 알루미늄 프레임 케이스를 제작하여 패널

의 발열에 대비하고, 투명도가 높은 폴리카보네이트로 LED 모듈을 만들어 빛의 방출

에 대한 대비를 계획하고 있다. 태앙열 패널과 LED 모듈, 케이스에 대한 보호 즉 실링

(Sealing)에 대해서도 방진 방수 등급이 높은 재료를 찾아서 제작하겠다는 계획을 들

려주었다. 기획안에서 받은 명쾌함을 작가와의 질의응답에서 한번 더 들으며 ‘이대로

만 진행된다면 잘 완성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그동안 가볼 기회가 없었던 신정 

잠수교의 밤 풍경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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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경

파사드-문래풍

[파사드-문래풍]은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지역 금속가공공장들의 역사적•문화적 이

미지를 발굴하여, 그 공장만의 고유한 얼굴을 공장외관에(간판 및 유리문) 디자인하

는 공공미술프로젝트입니다.

대상자치구 영등포구(문래창작촌)

공모유형 도시환경 개선, 주민참여 공동체 활동

지원유형 개인

기획의도

[파사드-문래풍]은 공장의 환경개선 및 홍보를 위한 행위를 넘어 그 공장이 가진 고

유성을 시각화하는 작업이며, 더불어 지역의 특수성을 추출하는 작업입니다.

문래지역 금속가공공장들은 2,30년 경력의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공장들과 협업관계를 맺고 거래처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습

니다. 여기서의 관계는 사람과 기술에 대한 신뢰의 결과이며, 공장들이 지켜온 고

유한 삶의 방식입니다. [파사드-문래풍]은 각각 공장들이 지켜온 삶의 방식과 정체

성을 그 공장만의 시각적 이미지로 만들어가는‘공장얼굴그리기’입니다. 나아가 지

역의 시각적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작업입니다.

현재 많은 문래지역 내 공장들이 지역의 상업화와 제조업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

니다. [파사드-문래풍]은 문래지역의 공장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공장과 예

술가 그리고 주민들이 지역의 새로운 풍경 안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기를 기대하

고 있습니다.

1. 금속가공공장의 우수성

금속가공공장이 지닌 기술의 고유성과 우수성을 표현한 디자인

2. 금속가공지역의 정체성

금속가공관련 전문가들이 밀집한 지역의 상징성을 내포한 디자인

3. 지역공동체의 화합성

금속가공기술자, 예술가, 주민들이 어울려 공유될 수 있는 디자인

작품설명

파사드 - 문래풍 = 공장얼굴그리기 = 우리 지역의 풍경

문래지역 금속가공공장들은 대부분 한, 두 분이 업무를 보시는 소공인업체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금속산업으로, 독립된 공장에서 그 공장만의 삶의 방식을 축척시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따뜻한 손으로 차가운 쇠를 꿈꾸고 있습니다.

[파사드-문래풍]은 그 삶의 방식을 그 공장만의 얼굴로 옮겨 그리는 작업입니다. 삶

의 방식 안에 기술이 있습니다. [파사드-문래풍]에서는 삶의 방식을 닮은 이미지와 

기술/기계의 조형성이 혼합되어 그려집니다. 이러한 공장의 얼굴은 기하학적인 이

미지로 공장의 간판과 유리문에 새겨집니다.

이 공장의 얼굴은 우리에게 새로운 풍경으로 다가오지만, 공장 대표자들에게는 자

기 공장만의 익숙한 기술입니다. 가공설비들을 재해석한 친근한 모습으로 보여 집

니다. 이러한 기하학적인 이미지는 그 공장만의 얼굴이 되고, 얼굴들이 모여 우리 

지역만의 풍경이 됩니다. 공장의 얼굴로부터 새로움과 친근함이 공존하는 풍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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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집니다. 나아가 문래지역의 금속가공기술자, 예술가, 주민들이 서로를 이해

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감의 풍경이 됩니다. 이 점이 [파사드-문래풍]이 공장

의 얼굴을 그리려는 이유이며, 단순한 환경개선 및 홍보를 위한 목적, 행위를 넘어

설 수 있는 까닭입니다.

세부계획

- 작업진행절차는 홍보>선정〉조사〉협의>디자인〉시공>보완>결과>보고 단계로 진행

됩니다.

- 작업디자인절차는 수다, 이야기>품은 말>방향설정그림>파사드-문래풍 까지의 과

정을 거칩니다.

- 대상지선정은 기존 프로젝트보다 효과를 집중시키기 위하여 지자체와 협의하여 특

정 구역을 선정하려고 합니다(예, 소공인 이동이 많은 구역).

- 간판과 유리문 실측은 공장별로 진행됩니다.

- 간판소재는 파나플렉스, 스카시, 금속레이저절단형 간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합

니다. 야간 방문객이 없는 것을 고려하여 조명간판은 지양합니다.

- 간판을 최근에 교체한 경우에는 기존 간판의 색과 이미지에 어울리는 유리문 외관 

디자인을 적용하려 합니다.

- 유리문 외관디자인 시공은 소재의 내구성과 시각적 안정을 위하여 유리문 내부면에

는 배경색(면)시트지, 외부면에는 드로잉(선)으로 된 시트지를 부착, 이중시공합니다.

- 배경색(면)시트지는 공장 안에서도 밖이 보이는(밖에선 안이 보이지 않는) 특수 시

트지를 활용하여, 공장내 시야를 넓히려고 합니다.

- 드로잉(선)시트지는 기존 시트지모델을 컷팅·부착하여 변색을 예방합니다. 실사 출

력 건은 솔벤트출력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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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2015년부터 현재까지 문래지역 금속가공공장 60여 곳과 함께 작업을 하며 공공미

술, 연구, 전시, 저서를 출간하였습니다. 그동안 여전히 한 곳에서 공장을 운영하시

는 분도 계시지만, 은퇴하시거나 이사하시는 공장들도 보았습니다. 그중에도 이사

한 네 곳에서 세 곳이 자신만의 디자인을 유지하시기 위해 이사를 하시면서 유리문

을 떼어 가져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에서 자신만의 디자인에 대한 중요

성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없는 칭찬으로 받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리고 어쩌면 작업을 하는 예술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값진 의미를 가진 것이라 느

꼈습니다. 공공미술작업에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현재 문래지역의 공장들은 지역의 변화에 위축을 받고 있습

니다. 이것은 변화의 모습이면서 지역 내 공동체에서 소외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파사드-문래풍]에서는 우리 지역의 새로운 풍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각 

공장들이 쌓아올린 기술을 공감해줄 수 있는 보듬는 작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 예술의 사회적 참여기회 마련 → 2. 공장들의 자부심 고취 → 3. 특수 전문 지역

으로써의 이미지 확립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4. 지역공동체 내 관계 연결·

확장·조화

연구조사 <문래공술사:기계>(기획/참여), 202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 <문래 금속가공 공장들의 문장 디자인>(저자), 2020년, 미메시스

전시 <오 ! 늘 공장>(기획/참여), 2019년, 서울문화재단 문래예술공장

연구서적 <이야기, 글, 그림, 문장>(저자), 2018년, 서울문화재단

현장실행프로젝트 <힘을내요>(기획/참여), 2016~7년, 서울디자인재단

현장실행프로젝트 <아트썬팅>(기획/참여), 2015,16년, 서울문화재단 문래예술공장

시집 <ㄱ>(마이노리티시선 45/‘ㄱ의 자식들’공동저자), 2015년, 도서출판 갈무리

소개글

강보라    문화연구자, 연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한편으로는 참 익숙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꽤 낯선 이름, 문래. 우리는 문래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지금 문래에선, 어떤 일상이 펼쳐지고 있을까? 

서울과 인천 사이에 놓여있고, 주위로 안양천과 도림천이 흐르는 지정학적 이점 덕분

에 문래동은 오래 전부터 공업의 중심지로 자리잡았다. 40년 전인 1980년대 들어 금

속 가공의 요지로 발돋음했고, 2010년 문래예술공장 개관을 전후로 예술가들이 모여

들면서 문래는 지금껏 공업과 예술 간의 묘한 조화가 깃든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파사드-문래풍”은 그런 문래의 숨어 있는 얼굴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기획의 일환이

다. 문래동에 자리한 금속가공공장의 간판 및 유리문 등 외관의 이미지를 디자인하는 

과정을 통해 문래의 공장들에 시각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공업과 예술의 상호

교류를 도모하고자 한다. 

2015년부터 문래 공장의 기술장인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해온 강수경 작가는 각각의 공

장 안에 깃든 기술과 사람의 이야기를 수집해왔다. 방대한 양의 사료와 인터뷰 자료를 

집대성한 『문래 금속가공 공장들의 문장 디자인(2020, 미메시스)』이 바로 그 결과물

의 하나로 예술이 공업에 일방적으로 인상을 부여하지 않고, 상호 교감을 바탕으로 삼

을 때 비로소 ‘공공’의 의미가 발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파사드-문래풍”은 몇 가지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우선 

문래 지역의 금속가공공장을 대상으로 “파사드-문래풍”의 기획에 대해 소개한 후, 기

획에 관심을 갖는 공장과 교류를 시작한다. 공장을 이끄는 기술장인과의 인터뷰를 통

해 기술장인의 삶과 공장의 특성을 연구하고, 핵심이 되는 단어나 이미지를 이끌어내

는 과정을 거친다. 시각적 특성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기술장인과 몇 차례 논의를 거친 

후, 최종 시안을 마련하고 외관 디자인을 시공한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와중에도 끊

임없는 피드백을 주고 받고, 여러 차례 보완을 거치는 것은 물론이다. 

“파사드-문래풍”은 앞서 살펴본 강수경 작가의 오랜 프로젝트와 연속성을 갖는 기획

으로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문래 지역의 공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파사드-문래풍”이 공장 외관 디자인 작업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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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로 각각의 금속가공공장이 지닌 기술의 고유성과 우수성을 

표현하고, 두 번째로 금속가공 전문 기술장인의 상징성을 드러내며, 세 번째로 기술장

인과 예술가, 그리고 주민간의 어울림을 도모한다. 

“파사드-문래풍”은 공장을 중심으로 구축된 기술장인들의 세계와 외부의 일상 공간을 

연결하는데 예술이 실질적인 방법론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각기 다른 언어

를 한데 모으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번역하여 서로의 세계를 연결하는 이 

시도가 한참 더 내달릴 수 있기를 바란다.

영등포구 강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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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철

빛이 머무는 자리

신정교 하부에 조형미를 살린 1. 원스톱 자전거 쉼터와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위한 2. 

새소리통을 설치하여, 안양천을 이용하는 시민들 및 여성도 쾌적하고 안락하게 이용

하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대상자치구 영등포구(신정교 및 수변공원 일대)

공모유형 작품설치, 도시환경 개선

지원유형 개인

기획의도

안양천에 위치한 신정교는 영등포구와 구로구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러

한 지리적 여건으로 다양한 지역의 시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운동, 자전거를 타기 위

하여 이용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잘 정비된 주변 경관과는 다르게 신정교 하부

는 넓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늘 그늘져 있다. 특히 야간에는 부족한 조명 탓에 시

민들이 마음을 놓고 이용하기 어려운 공간으로 변해 버린다.

시민들과 안양천을 관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결과, 대부분 쓰레기/의

자/조명/쾌적한 쉼터 등 주요 키워드가 포착되었다.

1. 시민들: 신정교 부근이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쓰레기 없는 쾌

적한 환경에서 특히 야간에도 여성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머물고 갈 수 있는 공간”

이 되었으면 한다.

2. 시민들+안양천 관리자: 신정교 하부에 “노점에 의한 쓰레기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인터뷰를 착안하여 [빛이 머무는 자리]는 교각 기둥을 중심으로 

1) 의자+자전거거치대+조명로 구성된 원스톱 자전거 쉼터를 조형적으로 디자인

하고, 

2) 안양천의 야생 조류를 모티브로 하여 제작하는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인 새소리

통을 제안 하고자 한다.

작품설명

‘원스톱 자전거 쉼터’는 신정교 다리의 기둥 주변으로 의자+자전거거치대+조명으

로 구성된 조형적 공공시설물로, 안양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역할

을 한다. 산책을 하거나 운동, 특히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거치하고 바

로 앉아서 쉴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 교각 원형 기둥 주변으로 배치된 원스톱 자

전거 쉼터는 원형 배열되고, 분리형 자전거 쉼터는 신정교 하부에 적절하게 배치하

여 야간에도 교각 하부 전반을 밝혀준다. 컬러는 주변의 경관을 고려하여 시각적으

로 부담이 없는 중성색 계열로 마감하였고, 이 컬러는 영등포 지역 공장의 기계에

서 추출한 컬러이다.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인 새소리통은 외관부에 안양천에서 볼 수 있는 야생 조류의 

이미지 및 설명을 부착하고자 한다. 쓰레기를 버릴 때, 안양천에 서식하는 새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제작할 예정이다.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은 용도 및 분리수거 

종류에 따라 여러 개로 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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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

신정교 하부는 장마철마다 범람이 일어나는 곳으로 내구성 및 부식과 고정설치에 

주의가 필요하고, 습기에 약한 목재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한다. 이와 상황을 

고려하여, 원스톱 자전거 쉼터와 새소리통은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

하고, 도장부분은 내구성이 강한 우레탄 및 분체도장으로 마감한다.

원스톱 자전거 쉼터의 조명은 솔라셀에 의한 자체적인 전원공급 방식을 구상하고 

있으나, 솔라셀의 설치위치 등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라인으로 전원

을 공급할 예정이다. 조명에는 타이머 및 센서를 설치하여 점등시간 등을 관리하

도록 계획하였다. 조명의 높이에 변화를 주어 리듬감 있는 조형성을 추구하려 한

다. 의자의 길이는 1인~4인용 등 다양하게 제작하여, 조합의 구성미를 최대한 살리

고자 한다.

새소리통은 안양천에 서식하는 조류에 대한 조사 및 연구하고, 타 작가들과 협업하

여 일러스트 및 텍스트를 협의하여 부착할 예정이다. 쓰레기를 버릴 때 나오는 새

소리는 사람의 손동작을 감지하는 센서에 의하여 작동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새소

리통의 디자인은 버리거나 수거 시 편리를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크기는 기존 규

격 쓰레기봉투 및 관리자와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예정이다. 수량은 분리수거 종류

에 맞추어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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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원스톱 자전거 쉼터와 새소리통의 조합은 신정교 하부공간을 편안하고 쾌적한 쉼

터로 기능하도록 제작된다. 특히 원스톱 자전거 쉼터는 자전거를 거치하고,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휴식이 가능하다. 야간의 경우에도 밝은 조명아래서 자전거 거치와 

휴식이 가능하여 안전과 편의성에서 좋은 효과가 기대된다. 여성의 경우에도 언제

나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리라 예상한다.

또한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인 새소리통은 시민과 관리자의 인터뷰에서 쓰레기 발생

의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다. 각각의 쓰레기통에 쓰레

기를 버리는 순간에 지역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것은 쓰레기

를 버리는 순간, 들리는 새들의 소리에 의해 유쾌한 경험과 상상을 자극하도록 구

상되었다. 이 경험을 통하여 환경과 생태에 대한 자연스러운 각성을 기대하고 있다.

2018 야생쓰레기구조프로젝트, 스페이스 9, 서울 개인전

2015 Soundscape in Mullae, 문래예술공장(M30),서울 개인전

2012 Cityscape in Mullae, 대안예술공간이포, 서울 개인전

2006 Dialectic image, 갤러리 한, 서울 개인전

2020 해독 전 영등포문화재단

Science in Art 미술 속 과학전, GS칼텍스 예울마루

단체전

단체전

2019 야생스레기구조프로젝트,서울환경영화제(Seoul Eco Firm Festival) 한국경쟁부분초청, 서울극장

오!늘 공장, 스페이스9, 서울

단체전

단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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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야호    토이박스 편집장    

편안하고 온전한 안전 일구기

신정교는 도림천이 안양천과 합류하는 지점이자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가 만나는 

지역에 있다. 산책과 운동을 즐기고 자전거를 타며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줄곧 오

가며 이용하는 장소이다. 널찍한 터에 주변도 잘 정돈되어 있어 언뜻 보았을 때 휴식

을 위한 공터로 부족한 구석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매일같이 이곳을 지나는 이용자라

면, 공간을 개선의 대상으로 놓고 단번에 진단하고자 하는 위 같은 쉬운 평가에 동의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때 송호철 작가가 꺼내든 방법론은 다름 아닌 인터뷰였다. 작가는 신정교 아래를 지

키며 산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관리를 담당하는 담당자까지 실제로 장소

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다가가 직접 물어보았다. 이곳은 어떤 공간인지 말이

다. 사람들에게 신정교 및 수변공원은 화려하고 특별한 곳은 아니었다. 다만 적재적소

에 마련된 공터로서, 조금 더 쾌적한 공간이 되었으면 하고 바랐다. 송호철 작가는 인

터뷰에서 사람들이 공통으로 바라는 것이 ‘안전’임을 캐치했다. 그렇게 이 평범하고 무

난한 공터가 확보해야 할 필요충분조건은 완전한 안전이 되었다.

신정교 아래는 그늘져있고, 특히 야간에는 조명이 부족해 어두웠다. 쓰레기통이 있음

에도 잘 이용되지 못해 쓰레기가 바닥에 뒹굴었다. 또 벤치가 있었으나 쾌적함과는 거

리가 있었다. 작가는 안전을 위한 이 모든 요소를 통합하여 작품 <빛이 머무는 자리>

를 만들었다. 작품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의자와 자전거 거치대, 조명이 

결합된 ‘원스톱 자전거 쉼터’이고 다른 하나는 분리수거 쓰레기통인 ‘새소리통’이다.

‘원스톱 자전거 쉼터’는 자전거를 세워둘 거치대가 붙은 긴 형태의 의자로, 위로 뻗은 

의자 연장 부분에 조명이 달린다. 앉아서 쉬는 공간 바로 옆에 자전거를 둘 수 있고, 조

명이 바로 머리 위에 있기에 밝아서 안전하다. 또 ‘새소리통’은 쓰레기를 넣었을 때 새

소리가 나도록 해 쓰레기를 쓰레기통 안에 버릴 수 있도록 행동을 유도한다. 

송호철 작가의 <빛이 머무는 자리>는 모든 공터가 필요로 하는 공공의 보편 가치인 

‘안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꽤 유비쿼터스하게 느껴지지만, 동시에 이곳 ‘신정교 아

래’에 있어야만 할 근거 또한 갖추고 있다. 먼저 ‘원스톱 자전거 쉼터’와 ‘새소리통’의 

색은 근처 문래동 공장 리서치 결과물로부터 왔다는 점이 있다. 작가는 이전에 문래

동 공장들을 다니며 기계의 지문과도 같은 기계 색깔을 수집하고 조사하는 작업을 진

행했다. 선반, 밀링 머신 같은 기계는 같은 모델이어도 추후 어느 공장에 놓여 어떤 공

정을 얼마나 오래 맡아왔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먼지, 윤활유와 섞여 각기 다른 시간

의 때를 입게 된다. 이번 <빛이 머무는 자리>에 적용된 색은 시각적으로 부담이 적고 

무난한 중성색이자 오랜 세월 문래동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계의 컬러 차트에서 추

출된 색이다. 

한편, ‘새소리통’에 쓰레기를 넣었을 때는 바로 옆 안양천에 서식하는 새소리를 들을 

수 있다. 물총새, 흰뺨검둥오리, 중대백로, 원앙 소리가 담긴 새소리통을 통해 쓰레기

를 치워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행위와 하천 조류 생태가 연결된다. <빛이 머무는 자

리>에 담긴 안양천 새소리와 문래동 기계 색깔은 이 유비쿼터스적인 모두를 위한 디

자인이 바로 이곳 신정교 아래 놓일 수 있는, 놓여야 하는 존재의 설득력을 만든다.  

작가가 조성한 신정교 아래는 안전이라는 빛이 머무는 자리가 되었다. 편히 앉아 쉴 수 

있는 의자, 바로 곁에 자전거를 세워둘 거치대, 어둡고 음침하지 않은 밝은 조명, 멋대

로 뒹구는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공간.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신정교 아래에 빛과 안

전을 일구어 새와 사람이 잠시로도 충분히, 오랫동안 머물도록 한다.



715714 코로나19 서울공공미술 100개의 아이디어영등포구 MoLab

MoLab

해후(邂逅)

소중한 만남에 긴 여운과 행복한 기억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만남이 너무나도 소중해진 지금  ‘오랜 시간 기다려 은하수에 오작교를 놓아 만

나는 견우직녀 설화’ 를 통해 만남을 상기시킬 수 있는 조명 작품으로 공간을 탈바꿈

한다.

활동명(팀명) MoLab

대상자치구 영등포구(신정교 및 수변공원 일대)

공모유형 작품설치, 공간조성 및 전시

지원유형 팀

팀 정지원 시각예술/기획

조아라 시각예술/기획

홍서영 시각예술/기획

기획의도

도림천과 안양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있는 신정교는 물의 만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특히 신정교 가까이에 거주하는 팀원에

게 신정교 하부는 늘 산책하고 쉬는 공간으로 더욱 친근한 곳이다. 그에게서 듣게 

된 신정교의 지리적 장단점, 인상적이었던 이야기를 작품에 담아 우리의 기획 의도

를 더욱 개연성 있게 전달하고자 한다.

COVID-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함께함에 목말라하는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

에게 신정교는 교차, 합류 등 ‘만남’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장소이다. 

관악구, 영등포구, 구로구, 양천구를 걸쳐 많은 시민들의 ‘만남의 광장’ 역할을 하

는 이곳에 시각적 체험과 휴식을 제공하여 어느 때나 다시 가고픈, 잠시 머물고 싶

은 곳으로 만들고자 한다. 

작품 제목인 “해후(邂逅)”는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뜻밖에 다시 만남을 뜻한다. 현

재, 자유로이 대면하지 못하는 시기를 견뎌내고 다시금 서로를 마주하게 될 미래에 

대한 우리 모두의 소망을 대변한다. 만남을 향한 열정으로 신정교 하부를 밝혀 안전

하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작품설명

신정교 일대의 지리적, 문화적 성격 조사를 통해서 ‘낯설음, 익숙함, 만남’이라는 키

워드를 얻었다. 영등포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낯선 이곳을 찾아온 시민들에

게 친숙한 첫인상을 주기 위해 전래동화의 요소를 차용한 작품을 구상하였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 오작교에서 만나는 견우와 직녀 설화의 달과 은하수를 우리들 머리

맡 가까이에 둠으로써 눈부신 만남의 장면을 신정교에 재현하여 익숙하면서도 낯

선 느낌을 주고자 한다.

‘해후’는 세가지 설치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메인 작품인 달은 달의 표면 이미지가 인쇄된 대형조명 (지름 10~15m)을 제작하

여 신정교의 2번 경간 하부의 천장에 설치된다.

2. 은하수 작업은 1에서 3번까지의 경간 천장에 설치하여 하늘에 수 놓아진 별들의 

모습을 재현한다.

은하수의 모양으로 타공 된 구멍 사이로 LED 조명의 빛이 번갈아 가며 은은히 켜

지고 꺼지고를 반복하게 된다.

3. 공공벤치는 편안함과 작품 관람에 초점을 두어, 앞서 소개한 두 작품을 앉아서 올

려다 볼 수 있도록 비스듬히 기대어 누울 수 있는 인체공학적 곡면으로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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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

1. 달은 2번 경간에 지름 10~15m, 두께 40~50cm 가량의 원형 LED 조명으로 설치

한다. Backlit Film에 달 표면 이미지를 인쇄하여 원형 조명판에 부착한다. 

(이미지의 선명도 유지를 위해 2~3년에 1회 교체 해 주는 것이 좋다는 전문가의 자

문을 받음) Film은 UV 코팅하여 직사광선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오래 유지되도록 

하며 교량 하부와 작품 사이에 20개 이상의 앵커를 박아 낙하 방지 및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제작한다.

2. 별 작품은 비, 바람의 영향이 적도록 전선이 있는 전구 대신 LED 판 앞에 타공 알

루미늄 판을 설치하여 구멍 사이로 빛이 새어 나오는 형식으로 제작한다. LED 조

명은 번갈아 켜지고 꺼지며 자연스럽게 빛나도록 설정한다.

3. 공공벤치는 알루미늄/콘크리트 등 유지력이 좋은 재료를 선정하여 오랜 시간 손

상되지 않도록 제작한다. 비스듬히 누워 천장에 설치된 조명을 관람할 수 있도록 

곡면이 있는 형태이며 달의 표면을 연상시킬 수 있는 색감과 재질로 디자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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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안양천을 중심으로 좌우를 이어주는 수 많은 다리 중에서 특히 신정교는 많은 산책

로와 자전거 도로가 ‘맞 닿는다’는 상징성을 잘 내포하고 있다. 다리 하부의 맞닿는 

길은 오고 가는 사람들 또한 많은 곳으로 산책과 조깅뿐만 아니라 자전거 동호인들

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서 태양을 잠시 피하며 물소리, 바람 소리와 함

께 힘겨움을 달래고 쉬어간다.

그러나 어둠이 내려오고 나면 삭막함이 맴도는 곳이 된다. 충분한 야간 조명의 부

재로 인해 밤이 되면 낮 시간만큼 활용되지 못하는 신정교 하부에 시각적 체험이 가

능한 조명을 설치하여 여유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지만 사

용할 수 있는 면적에 비해 벤치가 매우 적어, 앉지 못하고 지나칠 수 밖에 없는 사

람들이 많다. 이 곳에 공공벤치를 설치하여 달과 별의 조우를 편안히 누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다. 달과 별 그리고 공공벤치가 이 장

소를 오가는 이들로 하여금 뜻 밖의 만남으로 맞이하여 활력과 영감을 얻을 수 있

기를 기대해 본다.

팀 이력

2020 Brown 展 (예정)

경기문화재단 프로젝트_인생유상(人生有常)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

팀원 이력

2019 동세대청년과 빈칸展, 국회의원회관, 서울

2018 werkstatt, 서울

2017 작은그림展, 이화익갤러리, 서울

2016 Light x Light, Johyun Gallery, Busan, Korea

Young Creative Korea, 아라아트센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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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기모(Gimo Yi)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 선임 큐레이터

Asia Culture Center, ACI, Senior Curator

‘해후’: MoLab 작업실을 방문하다

합정동에 위치한 MoLab의 작업실을 방문했다. 생기 넘치는 이 공간에서 정지원, 조아

라, 홍서영 작가와 그들이 기획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해후’에 관하여 다양하고 흥미

로운 이야기를 나누었다. 왜 이 프로젝트는 이 시기에 절실하게 다가올 수 있는지, 프

로젝트의 어떤 요소를 부각 시키면 서울시민들과 더욱 공감할 수 있는지, 어떤 전략을 

통해서 시민 참여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다양한 화두를 서로에게 던지며 대화를 이

어 나갔다. 이 글은 당시의 대화 내용을 대담 형식으로 재구성한 글이다. 앞으로 개최될 

전시와 작품제작·설치·홍보 과정의 일환으로 이 대화의 시간이 의미 있었기를 바란다.

 

이기모: 장기화되는 팬데믹으로 사람들끼리의 만남과 정서교감을 그리워하는 이 시기

에 ‘해후’ 프로젝트를 기획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후’라는 단어

는 ‘오랫동안 헤어진 후 뜻밖의 만남’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일상

으로 하고 있는 요즘의 우리에게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도 뭔가 기대감을 갖

도록 하는 매력이 있네요. 작품이 구현될 위치도 매우 상징적입니다.

 

MoLab: 그렇습니다. 영등포구에 위치한 ‘신정교’ 밑에 작품이 설치될 예정인데요, 이

곳은 도림천과 안양천이 만나는 지점이고, 관악구, 영등포구, 구로구, 양천구가 교차하

여 소위 ‘만남의 광장’을 이루는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각지

에서 온 시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 라이딩을 하면서 이 지점에 이르게 되면, 교각 

아래 덩그러니 빈 공간을 보게 되는데, 잠시 쉬어갈 의자도 없고, 그저 교각의 하부 구

역이라는 인식만 하게 되죠. 우리 프로젝트의 목적은 시민들이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

크 착용을 하면서도 잠시나마 분위기 좋은 야외에서 별과 달을 보며 앉아 있다가 갈 수 

있는 서정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교각 경간에 크게 세 개의 섹션으로 작품

이 설치될 예정인데, 각각 ‘달’, ‘은하수’, ‘벤치’ 섹션으로 구성될 겁니다.

 

이기모: 기획안 스케치를 봤습니다. 달 표면을 시각화해서 LED 조명과 필름을 이용한 

거대한 작품이 교각 하부에 설치되고, 주위 경간에 은하수가 뿌려지고 지상에는 인체

공학적 곡면을 가진 벤치가 놓이게 되는군요. 기존의 공간은 조명시설이 거의 없어서 

시민들이 지나다니기에 불편한데, 이 작품이 설치되면 놀라운 공간 변신을 할 것 같군

요. 밤 시간대에 이 공간을 찾는 시민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프로젝트를 기획한 것이 아

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낮 시간대에도 다수의 시민들이 이곳을 지나다닐 듯합니

다. 낮에는 어떤 매력이 이 공간에서 드러날까요?

MoLab: 사실, 빛 이외의 요소로 낮 시간대에 이 공간을 채운다면 무엇이 가장 효과적

일까 오래 전부터 생각해 봤습니다. 고민 끝에, 음향효과를 사용해서 시민들의 주목을 

끌고 공공미술 공간을 즐기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했습니다. 팬데믹을 겪

고 있는 사람들이 목말라하는 소리, 예컨대 자연과 치유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음향이 

공간을 채울 수 있겠습니다. 음향장비 설치는 지자체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설

치가 가능하다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신정교 하부 설치 공간과 바로 옆에서 흐르는 

하천의 생태환경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음향, 즉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을 

상징화하는 음향이 울려 퍼질 겁니다. 이 음향이 공공벤치의 조형성과 어우러져 낮 시

간대에도 시민들이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기모: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이라는 말과 ‘치유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음향효과’라

는 말이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저는 지금 퍼뜩, 토비아스 레베르거의 작품이 떠오릅

니다. 부산비엔날레 커피숍과 베니스 비엔날레 카페테리아의 벽면과 천정을 온통 뒤

덮고 가구까지 딱 어울리게 제작해서 설치한 그분의 작품들 말입니다. ‘해후’ 프로젝

트도 바닥, 벤치, 기둥, 자전거 거치대 등이 캔버스가 되어 채색으로 인한 일루전 공간

을 만들어낸다면 시민들이 흥미로워 할 듯해요. 그런데 벤치의 소재는 무엇인가요?

 

MoLab: 일단 야외에 설치될 것이라 15년에서 20년은 버텨낼 안정적인 소재가 필수적

입니다. 따라서 현재 친환경 고강도 콘크리트로 주목받고 있는 UHPC 소재를 사용하

여 휘어진 면을 효과적으로 제작하고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색채와 

패턴을 통해 시각적 온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UHPC에 다양한 색

채를 넣어 제작하거나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컬러조각을 혼합한 테라조(Terrazzo) 

스타일의 비정형 벤치를 제작함으로써 사계절 내내 시민들의 정서적 온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고자 합니다. 일루전 공간과 색채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벤치, 

바닥, 자전거 거치대 등의 주변시설물이 유기적으로 조화되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기모: 소재의 내구성과 안정성은 공공미술 설치작품의 중요 고려 사항들 중 하나입

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끔 거리에 방치되는 공공미술 작품들이 나타납니다. 내구성

과 안정성이 약해서 쉽게 파손되고, 작품이 유지보수가 안 됐을 때, 결국 거리의 흉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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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인간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깨닫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

다. ‘해후’ 프로젝트를 통해서 ‘관계’와 ‘공동체’의 소중함을 상기 시키고, 인간과 비인

간(자연)의 관계를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기모: ‘신정교’를 지나가는 시민들이 ‘해후’ 프로젝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공감하기를 바랍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변해버리지요. MoLab이 가지고 있는 공공 설치작품의 유지보수 방안이 있으신지요?

 

MoLab : 제가(정지원) 독일에서 공부할 때 올라퍼 엘리아슨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

니다. 그 분이 유지보수에 관한 소중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세계 각국에 설치되어 있는 

본인 작품을 정기적으로 유지·보수·관리하는 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작하고 설치한 

작품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뜻이죠. 정확하게 비즈니스를 수행한다는 마인드가 매우 

프로페셔널하고 존경스럽습니다. MoLab이 기획·수행하는 프로젝트도 유지·보수·관

리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기모 :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장기간 공

공설치 작품을 유지보수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투입된다는 뜻입니다. 예산

을 투입할 가치가 있으려면 시민들이 많이 찾아주고 좋아해 주어야 가능하지요. 전 개

인적으로 팬데믹 종료 후 시민들이 ‘플래시몹’이나 ‘K팝 커버댄스’를 즐길 장소로 이

곳을 선택해 주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 정도로 남녀노소에게 어필할 수 있는 힙하

고 쿨하고 멋진 장소로 소문이 났으면 합니다. 해외 관광객들도 입소문 듣고 찾아오

면 더 좋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풀네임은 

<COVID-19 서울 공공미술 프로젝트>입니다. 즉,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COVID-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서 기획하라는 서울시의 방향지침이 있고, 이와 관

련된 층위 있는 컨셉이 ‘해후’ 프로젝트에 내포되어 있는 듯합니다. 사실 COVID-19

의 발생원인은 인류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야생지 계간, 생태계 교란 등 인

간 욕망의 무분별한 발산이 지구생태계를 위기로 몰아왔습니다. 야생동물들은 서식

지를 잃게 되어 인간 거주지에 출몰하게 됐고, 점점 야생동물과 인간의 서식지 경계

가 모호해 지면서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같은 인수공통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반

복되고 있죠. 즉 우리는 인간 욕망이 불러일으킨 파국의 부메랑을 맞고 있는 것입니

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해후’ 프로젝트는 어떠한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이야기하

고 있는 것일까요?

MoLab : 이번 팬데믹 사태는 그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까지 심각할 줄은 말이죠. 전 세계는 팬데믹 경험을 통해서 인간이 자연의 섭

리를 거스를 때 받게 될 인과 작용을 실감했을 겁니다. 프로젝트 ‘해후’를 기획함으로

써 예술이 얼마나 사회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

고자 했습니다. 당연하고 일상적으로 여겨왔던 사회적 교류관계가 제약을 받을 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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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유선

문래, 술사들의 정원

문래동에는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섬처럼 각자의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그들을 공

통적으로 엮을 수 있다면 그것은 ‘기술’과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철공소에서 일을 하

시는 분들은 각자의 전공분야(용접, 밴딩, 빠우 등)에 자부심을 가지며 일을 하고 있

고 예술인들은 각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술’과 ‘도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르면서 같은 기술인과 예술인이 서로의 ‘기술’과 ‘도구’를 배움으로써 사

회 안에서의 각자의 위치를 존중하고 ‘예술인간으로 공통의 장’을 형성하고자 한다.

대상자치구 영등포구(문래창작촌)

공모유형 주민참여 공동체 활동

지원유형 개인

기획의도

- 문래동에는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기술과 도구가 문래동

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궤적이며 언어이다. 따라서 서로의 언어인 기술과 도

구를 나눔으로써 한때 한 몸이었던 기억을 소환하여 공통의 장을 형성한다.

- 철공소, 예술인, 카페로 대변될 수 있는 새로운 상점들은 ‘섬’처럼 살고 있다. 이들

을 기술과 도구의 교환이라는 장을 통해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

- 기존의 작가에게도, 마을에게도 소모적이었던 공공예술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식

의 공공예술을 추구한다.

-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문래동에 문화적, 경제적 활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한다.

작품설명

<문래동, 술사들의 정원>에서 작가들이 작업을 실행하기 전, 매칭을 위한 인터뷰를 

진행한다. 먼저 문래동 공장의 기술과 도구의 변천사에 대한 인터뷰를 공장 사장님

과 공장을 중심으로 분포된 식당과 점포 상인들의 인터뷰를 진행한다. 그 후 작가들

의 기술정신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선주민(공장, 점포)과 이주민(예술가)들을 매칭

한다. 예술가들은 한 달 정도의 공장(혹은 점포) 레지던시를 통해 선주민인 공장사

장님들과 상인분들의 ‘기술’과 ‘도구’를 나누면서 작업을 하고 레지던시가 마무리 

되는 날 선주민의 공장에서 결과보고전을 한다. 그 후 문래동 지역 안에 자생하고 

있는 전시장으로 옮겨가 전시를 이어나간다. 이 작업은 종래의 예술가들의 소모적

인 공공예술의 형태에서 벗어나서 협업을 통해 예술가의 기술적 확장과 함께 주민

들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 고취와 예술인간으로의 공통의 장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

세부계획

<문래, 술사들의 정원>

1. 선주민 (공장 및, 주변 점포)과 이주민(예술인) 모집

- SNS 및 전단지 홍보

2. 신청하신 선주민들(공장 및 주변 점포)의 ‘기술과 도구’에 대한 인터뷰(영상촬영)

- 약 20-30 장소 선정

3. 신청하신 이주민들 (예술인)의 ‘기술과 도구’에 대한 인터뷰(영상촬영)

- 약 40명 선정

4. 1:1, 혹은 1(공장 및 점포):2(예술가) 매칭

- 인터뷰시 서로의 관심사를 파악한 후 매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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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주민 예술가들의 공장(혹은 점포) 레지던시

- 한달을 기준으로 하며, 공장이나, 점포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일정 조율

6. 문래, 술사의 정원 1

- 선주민의 장소에서 선주민과 이주민의 협업 전시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일요일 6시까지 전시)

7. 문래, 술사의 정원 2

- 전시 (대안예술공간 이포/스페이스 9/문래예술공장 M30/상업화랑/스페이스 

XX 등)

8. 기록물로서 영상제작 및 책자 제작 및 배포

- 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한다.

이미지 출처 2018년 <일상생활비판> 박지원, 한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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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문래동의 철공소와 함께 뿌리를 내린 지역주민들과 이주민인 예술가, 소상공인의 

기술과 도구를 나눔으로써 타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통상적으로 행하여져왔던 예술가 일방의 예술적 행위가 아닌 협업을 실천한다.

일방적 공공예술이 아닌 행동하는 그리고 실천적인 공공예술로 나아간다.

- 선주민과 이주민간의 교류를 통한 마을의 개념과 기능을 회복한다.

예술인간으로서 공통의 장을 형성할 수 있다.

문래동의 20 장소에서의 전시를 통해 기술과 예술이 함께 공존하는 장소적 특수성

을 재 상기시키고 문화적, 경제적 활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한다.

2020 문래예술공장 MEET 창작준비지원 선정

해독, 영등포문화재단 갤러리

2019 낯익게 하기: 이미 익숙한 곳, 범일운수종점 Target1

춘천소요유, 춘천사회혁신센터

2018 빈집프로젝트 BE-IN HOUSE 참여작가

일상생활 비판, 대안예술공간 이포

2017 명랑사회를 위한 표준오락 (개인전), 문래예술공장 MEET 창작지원선정, 문래예술공

장 박스씨어터

그외 개인전 및 그룹전

소개글

최선주  미디어 문화예술 채널 앨리스온 에디터  

따로 또 같이, 공동체의 새로운 의미를 상상하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은 60년대부터 자리 잡은 철공소와 철제 공장이 모인 동네이다. 

문래동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서울에 이런 곳이 있냐며 낯설어하지만, 문래동은 

일제강점기부터 대규모 방직 공장이 세워진 곳이자, 한때 대한민국 철재 판매 1번지라

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호황을 누리던 곳이기도 했다. 지금은 공장 수도 많이 줄고 주

변에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아직도 옛 영광의 흔적을 골목골목 찾아볼 수 있다. 

다만 거친 회색빛 공장 사이로 독특한 색채를 가진 조형물도 눈에 띄는데, 문래동에 밀

집한 공장이 서울 외곽으로 떠나면서 그 빈자리를 예술가들이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묘한 동거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많은 창작자의 작업 공간이 자리 잡았고, 2007년에는‘문래예술공단’이라는 이름의 예

술가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후 오픈 스튜디오, 전시, 예술 축제와 같은 행

사도 성행했다. 자발적인 커뮤니티와 예술가, 주민 간의 적극적인 교류로 인해 예술이 

‘철철’ 넘치는 마을이라는 이름도 붙었다. 2010년에 개관한 서울문화재단 문래예술

공장을 중심으로 아직도 많은 예술 공간과 작업실이 남아있지만, 상대적으로 동네는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만나기 어려운 낯설고 거친 분위기와 소위 ‘힙’

하다는 카페와 음식점 말고, 문래동이라는 공동체를 위한 공공미술이 부재하기 때문

이다. 

추유선의 <문래, 술사들의 정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 문래동에 작업실

을 두고 있는 문래동 주민이기도 한 작가는 협업을 통해 새로운 예술 생태계를 형성하

고자 본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문래동은 선주민인 철공소의 장인, 

이주민인 예술가가 함께 공존하는 특이한 성격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 작가는 이들

이 가진‘기술’과 ‘도구’라는 언어를 이용하여 서로를 잇고자 한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아닌 과정 안에서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다. 서로의 관심사를 세심히 보여주는 인터뷰를 기반으로 주민과 예술가를 매칭하고, 

동떨어진 장소가 아닌 삶의 터전에서 서로의 창작 과정을 공유하여 결과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작가는 이러한 교류를 통해 다른 힘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지속하는 자발적

인 공공미술 창제작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우선 작가는 비슷한 고민을 가진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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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주민을 만나 프로젝트의 방향성부터 차근차근 만들어갈 계획이다. 

<문래, 술사들의 정원>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공공미술의 의미는 변화하고 있다. 특히 

모든 평범성이 부정되고 바뀌고 있는 이 시기를 지나면 같은 지역만을 공유하고 있다

고 하여 공동체가 될 수 없음을 더욱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공동체란 

무엇인지부터 질문을 던져야 한다. 마을 축제를 만들고 함께 모이는 것만이 공적인가? 

그것이 반드시 공공의 경험을 만드는가? 

이러한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이야기에 더 깊게 들어가 침잠하

고 이해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진다.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타자를 관찰하

여 의미를 포착하고 표현하는 과정은 자신을 이해할 뿐 아니라 타인을 포용하고 그리

고 그것이 확장되었을 때, 우리는 사회적인 아픔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미

술이 왜 우리 사회에 필요하며 그리고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는지 그 답을 내리기는 쉽

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느린 시간 속에서 서로의 보폭을 맞출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

는 따로 또 같이 걸을 수 있다. 이것이 <문래, 술사들의 정원>이 제시하는 새로운 공공

미술의 힘이며, 모두를 포섭하고 품는 예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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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미

효창무담孝昌武談

<효창무담>은 효창공원을 거점 삼아 시간을 보내는 효창동 일대 노인들로부터 삶의 

무용담을 수집, 재창조, 공유, 확산한다. 이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노인”이라는 

존재를 서사를 통해 재정의하는 작업인 동시에 사라져가는 이야기를 수집하고 기록

하고 공유하는 작업이다. 노인들의 무용담은 “생애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wonderful 

life”을 주제로 한다. 그들의 이야기는 구술기록과 단편 다큐멘터리로 수집, 재창조

될 예정이며, 오프라인 “이동 영화제”의 형태로 먼저 선공개 후 온라인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 공유 및 확산한다.

대상자치구 용산구(자유)

공모유형 주민참여 공동체 활동

지원유형 개인

기획의도

우리 사회에서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 사회는 노인‘문제’를 강조하고, 그들

을 풀어야 할 숙제로 인식한다. 꼰대, 틀딱충과 같은 신조어가 유행하고 노인혐오문

화가 확산되고 있다. 노인고립이 점차 심각해지는 와중에 그들의 이야기마저 무참

히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문화는 종종 탑골공원의 막걸리와 장기판으로 국한되기 일쑤이나, 최근 지역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몇몇 프로젝트가 좋은 반응을 얻었던 사례들은 노인들의 

이야기가 가진 힘이 여전히 건재함을 반증한다. <효창무담>은 효창동 일대의 노

인들을 대상으로 “생애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에 대한 기억을 수집하여 글과 영상

으로 재창조한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익숙한 기

억을 되살리는 동시에 어려운 시대를 온 몸으로 헤쳐 온 노인들의 삶에서 한국 현

대사의 한 장을 엿볼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그들의이야기 속에서 코로나 19 시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작품설명

효창동 일대는 노인 비중이 매우 높은 지역이며, 인근 효창공원은 그들의 쉼터이자 

사교장소로 기능한다. “효창무담”은 효창공원을 거점으로, 효창동 일대 노인 10인

의 무용담을 수집하여 10분 내외의 미니 다큐멘터리와 책자를 제작한다. 제작된 콘

텐츠는 온오프라인으로 발표, 공유한다.

효창무담 미니 다큐멘터리 

효창동 인근 거주 노인 10인의 무용담을 중심으로 10분 내외의 미니 다큐멘터리 

10편과 그들의 기록을 담은 책자를 제작한다. 주제는 “생애 가장 아름다웠던 순

간-wonderful life”. 누구나 마음속에 좋은 날에 대한 기억, 무용담 하나씩은 품고 

있는 법. 10인의 참여 노인들의 인터뷰는 작가에 의해 영상 플롯으로 재창조된다.

효창무담 구술기록 책자 

효창무담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수집하는 인터뷰 구술기록들을 책자로 구성하

여 발간한다.

효창무담 이동 영화제 

제작된 효창무담 미니 다큐멘터리는 5월 중 10일간, 이동영화제를 통해 공개된다. 

영화는 영상트럭을 통해 야외 상영하며, 사전에 단체 및 타지역으로부터 상영 신청

을 받을 수 있다. 영화제에서는 10편의 미니 다큐멘터리가 상영되며, 다큐멘터리의 

주인공들을 초청하여 미니 토크쇼가 추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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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

<효창무담>은 인터뷰 및 영상제작, 구술 기록 및 책자 제작, 이동영화제로 진행

된다.

효창무담 인터뷰 및 영상제작

- 효창무담 참여자 선정은 주민참여 “오픈콜”을 통해 진행한다. 대상 선정 과정부터 

  공개 오디션의 형식으로 진행함으로서 참여도를 높이고 흥미를 유발한다.

- 10인의 참여자를 선정한 후, 개별 인터뷰를 진행한다. 인터뷰는 구술기록전문가

와 함께 진행한다.

- 인터뷰를 통해 구성된 플롯을 중심으로 2,3차 촬영을 개별 진행하여 다큐멘터리

를 제작한다.

효창무담 구술기록 및 책자 제작

- 모든 인터뷰를 기반으로 책을 제작한다.

- 제작된 책자는이동 영화제에서 판매 가능하며, 지역 도서관에 기증할 수 있다.

<효창무담> 이동영화제

- <효창무담> 10편의 미니 다큐멘터리는 이동 영화제를 통해 지역구의 유휴공간

에서 상영된다. 영화제는 선거유세에 주로 사용되는 영상차량을 이용해 진행한다.

- <효창무담> 영화제는 계획된 장소에서 상영하는 방식과 상영을 원하는 타지역 및 

단체에 출장 상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영화제에는 다큐멘터리의 주인공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나누는 미니 토크쇼를 포함

하여 관객과의 대화를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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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효창무담>은 문화예술 소외 계층인 노인을 중심 화자로 설정해 예술 프로젝트의 

주체로 등장시킴으로서 노인을 시대를 이끈 주역으로 재조명한다.

- 노인들의 자존감과 자기표현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다.

-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 막걸리와 장기판에서 벗어난 새로운 노인문화의 가능성을

시험한다.

- 이동영화제와 미니 토크쇼를 통해 이야기 들려주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시민

들과 공유하고 공감의 정서를 형성한다.

- 생애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에 대한 노인들의 기억은 노인들의 한국 현대사의 단편

들을 조명하게 한다.

- 유튜브 채널을 통해 효창무담 기록을 계속 남김으로써,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독립

적인 콘텐츠로 기능할 수 있다.

-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노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코로나 19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2018 개인전<바다에서 만날까>, 서울예술치유허브, 서울, 한국 개인전

2013 팔레드서울, 서울, 한국

사이아트 갤러리, 서울, 한국

개인전

개인전

2019 <찔레꽃> 전북독립영화제 경쟁작 선정

<찔레꽃> 충무로독립단편영화제 우수상 수상

2018 완주로컬푸드 <예술농부> 영상부문 선정, 완주문화재단, 한국

2018 서울노인영화제 ‘know-ing’섹션 특별초청

2014 2014 아르코 퍼블릭아트 프로젝트 <마로니에 다방>, 마로니에 공원, 서울, 한국

2014 한 평 갤러리, 제주 고산 바다. 제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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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은비    독립 큐레이터

효창무담孝昌武談 / 노인, 공간, 이야기  

유모차를 밀며 바라본 서울 도심의 어느 거리에서 나는 새삼 깨닫는다. 길 위에서 유

모차와 ‘엄마’, 장애인, 노인을 유독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 말이다. 물론 특정 집단마

다 각기 다른 공간 속 일상의 주기를 가질 테지만, 문제는 이들이 자본주의 도시공간

의 이해(利害)에 따라 눈에 띄지 않게 된다는 데 있다. 

정오의 한낮, 아이와 엄마는 보육 기관이나 집에서, 장애인은 시설에서, 노인은 노인

정이나 공원에서, 자신이 마땅히 속해야 할 장소를 암묵적/제도적으로 부여 받는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분리가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일까? 여기서 말하는 구분이란 실상 

‘거부’의 다른 말은 아닐까. 그러니까 나는 이 같은 공간의 ‘분리주의’가 어떻게 자연스

러운 일상이 되었으며, 이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관계의 단절을 만들고 있

느냔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이다. 유모차와 휠체어가 진입하기 힘든 대중교통수단

과 계단의 건물들, 아이를 거부하는 ‘노키즈존’ 등 한국 사회 곳곳에서 특정 집단을 향

한 배제와 차별을 목격한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도덕적 당위

로서 그저 허울뿐인 언어로만 존재할 때, 아이, 장애인, 노약자, 반려동물을 향한 다수

의 혐오 역시 힘을 얻는다. 그리고 혐오는 다시 구분과 분리를 만들면서 누군가를 고

립시킨다. 그렇다면 본 프로젝트 <효창무담孝昌武談>에서 주목한 ‘노년’을 둘러싼 한

국 사회의 시선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오늘날 한국 사회의 노년에 대한 인식은 복잡한 심층을 지닌다. 언론에 의해 재현되는 

‘빈곤한 노인’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곧 한국 사회의 가난에 대한 혐오를 바탕으로 

하고, 질병이나 노화, 죽음과 같은 인간/몸의 취약함에 대한 두려움 역시 혐오로 대체

된다. “부담되고 인정하기 싫은, 심지어 공포로까지 확산되는 노년의 이미지는 근대주

의가 퍼뜨린 독립적 개인에 대한 신화, 뷰티산업에 토대를 둔 편협한 미의식 그리고 죽

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화적 현상이다.” 여기에 ‘태극기 부대’로 표상되는 노년의 

정치 성향과 이를 이용한 극우 정치인들의 선동 또한 이들 세대를 비이성적인 모습으

로 타자화시킨다. 그러나 사람들이 간과하는 진실은, 노년은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도래할 미래의 자신들의 모습이란 사실이다. 나이 듦, 질병, 돌봄, 죽음으로부터 자유

로운 사람은 누구도 없다. 자신을 부정하고 혐오하는 것은 단순히 타자성에 대한 낯선 

공포라기보단 자기 혐오이고 자기 부정이란 점에서 모순적이다.

다시 공간으로 돌아와 도심 거리에 선다. 그렇다면 오늘날 노인을 위한 공간은 어디인

가? 사회적 약자가 거리를 안전하게 활보할 수 있고, 가시화될 수 있는 환경이란 어떻

게 가능한가? 지금의 공공미술이 ‘사회적인 것’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고민해야만 한

다면 이 기획의 출발점은 바로 이 같은 질문에서부터여야 할 것이다. 작가는 생애사와 

구술사라는 방법론에 집중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노인”이라는 존재를 서사를 

통해 재정의” 함과 동시에 “사라져가는 이야기를 수집하고 기록하고 공유하는 작업”

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작가에 의해 구술기록과 단편 다큐멘터

리로 수집, 재가공될 예정이다. 

요컨대, 이 프로젝트는 한국 사회에 잠재한 노인을 향한 배제와 혐오적인 시선을 인식

하고, 이를 인물들의 구체적인 자기 서사, 곧 ‘이야기’를 통해 대응할 것이다. 당연하게

도 ‘노인’이라고 해서 같은 모습이 결코 아니다. 미디어에 의해 부정적으로 재현되는 

상상된 ‘노인’의 집단적인 이미지가 아닌, 개별적인 삶에 주목해 더욱 다양한 개인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이들을 동질화시키지 않고 존중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 같은 공공미술의 개입을 통한 말하기와 듣기, 그를 통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이야기는 오늘날, 추상화된 삶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타자에 대한 환대의 감각을 

일깨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노년은 아름다워- 새로운 미의 탄생>, 김영옥 지음, 서해문집, 2017, 27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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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선영

이음

땅과 땅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다.

대상자치구 용산구(자유)

공모유형 도시환경 개선

지원유형 개인

기획의도

매일 지나다니는 용산역 앞 잔디광장은 잔디가 깔려있으나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

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행자들은 오히려 잔디를 밟지 않으려 대상

지를 돌아가거나 가로지르며 지나가는 것을 보고 더 나은 환경을 제안하고자 하였

다. 용산역이 땅과 땅을 이어주듯 공간과 공간, 사람과 사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

래를 적극적으로 잇는다는 “이음”을 컨셉으로 하여 각박한 도심 속에서 잠시 쉬어

가며 서로 연결되는 공간, 이음의 공간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작품설명

지구단위계획상 공원인 대상지에서부터 추후 개발예정인 용산공원까지 연계된 미

래공원의 강한 녹색축을 용산역까지 연결하고자 했다. 현재 대지내 사람들이 잔디

밭을 가로지르며 남긴 발자국 흔적을 적극적인 이음으로 해석해 산책로로 그 행태

를 보존하였다. ‘형세가 용을 닮은 산세’에서 용산의 지명이 유래한 것처럼 산책로 

외 삼각형의 대지를 산과 같이 들어올려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잔디밭을 구성하였고, 하부에는 사람들의 문화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실내공

간을 계획하였다. 용산구의 식생을 구경할 수 있는 ‘유리온실’, 용산구 역사에 대한

‘용산역사전시관’, 산책로를 거닐다 조용히 차를 마실 수 있는 ‘용산마실’, 용산에 대

한 책을 읽고 구매할 수 있는 ‘용산책방’의 기능을 건물에 부여하였다. 야외공간에

서는 경사진 잔디밭에서 시민들은 돗자리를 깔고 한가로이 여유를 즐기고, 저녁에

는 대상지 정중앙 유리온실을 중심으로 버스킹 연주를 들으며 노천카페에 앉아 별

빛를 즐긴다. 용산역의 계단식 객석에 앉아 잠시 공원을 바라보며 쉬어가는 여행객

에게는 용산광장은 또 다른 낭만의 무대가 된다.

도심 속에서 쉬어가며 서로 연결되는 공간, 이음의 공간.

세부계획

주변 건물과 색감 및 재료의 통일감을 주도록 노출콘크리트, 유리, 잔디, 대왕강아

지풀을 주요 재료로 한다.

유리온실은 대지 중앙에 위치하여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오브제로서의 역

할을 하도록 다른 기능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철골구조에 유리커튼월로 계획하였

다. 

그 외 건물들은 상부 토심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콘크리트 구조로 외벽마감은 자

연스러운 느낌의 노출콘크리트 및 유리로 적용하였고, 경사진 잔디광장의 주변부

로는 안전을 위한 유리난간 및 대왕강아지풀를 적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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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과 남산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대왕강아지풀을 조경에 적용하여 식

생의 지역성을 살리고, 보행로 주변에는 간접등을 사용하여 야간에는 자연적이면

서도 은은한 분위기를 내도록 한다.

기대효과

1. 용산공원의 처음과 끝

미래 용산공원의 시작과 끝으로서 ‘자유와 문화’라는 용산의 이미지를 대표할 것이

며,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점역할을 할 용산역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랜드마크로

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

2. 풍성한 도시의 삶과 여유

경사진 야외 잔디공원에서 시민들은 삼사오오 돗자리 위에서 한가로이 피크닉을 즐

기고, 대상지 정중앙 유리온실 주변에서 열리는 버스킹을 들으며 시민들은 풍성한 

도시의 삶과 여유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3. 용산구 홍보

용산구 식생을 구경할 수 있는 유리온실, 용산 역사전시관, 산책로를 거닐다 조용히 

차를 마실 수 있는 용산마실, 용산책방으로 구성된 건물은 용

산역을 이용한 여행객에게 용산을 홍보하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전세계

에서 기차를 타고 용산역에 도착한 미래의 여행자들에게 용산

에 대한 호기심과 설레임를 선사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4. 일자리 창출

유리온실, 용산책방 및 역사전시관은 지역어르신들이 지역에 대한 역사 및 문학, 식

생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용산마실은 청년지원카페로 기능하여 지역커뮤니티 일

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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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2016~2020 ㈜ 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2015~2016 ㈜ 가경건축사사무소

2009~2014 ㈜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2008~2009 SOM（Skidmore Owings & Merrill LLP）

[프로젝트]

이케아 동부산점

캄보디아 이온몰 프놈펜 쇼핑몰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브 대학 글래스파빌리온

카자흐스탄 심켄트 카즈아톰프롬 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2016 제주 건축 문화대상 본상 수상)

강원도 현천고등학교 (2015 대한민국 우수시설 학교 대상 수상)

버자야제주리조트

지방행정연수원

중국 톈진 탱구 마스터플랜

[수상경력]

2016 제주 건축 문화대상 본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범건축으로 수상

2015 대한민국 우수시설 학교 대상 : 강원도 현천고등학교 범건축으로 수상

2004 제39회 대한민국산업디자인 전람회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상

2003 제4회 늘푸른환경조경설계 공모전 서울시장상

제38회 대한민국산업디자인 전람회 전국경제인연합회장상

제2회 대한민국 환경디자인대전 입선

소개글

이야호    토이박스 편집장  

과거와 미래를 잇대는 새로운 상상력

용산역 앞에는 가로세로 약 100m에 달하는 사각형 모양의 잔디광장이 있다. 이곳은 

접근성과 규모에 비해 이용률이 낮다. 지구단위계획상 공원에 속하지만, 이곳에서 휴

식하거나 산책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사람들은 공원을 가로질러 통행하거나, 잔디

를 피해 빙 둘러 다닌다. 공원이 공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필요한 것은 장소

에 새로운 역할과 성격을 부여하는 것일 테다. 이를 위해서는 공간을 입체적으로 사고

하고, 시공간적으로 열어놓고 해석할 수 있는 풍성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오선영 작가는 용산역 잔디광장이라는 장소의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떠올리며 대상

지의 쓰임을 상상한다. 용산역이 만들어져 운영되기 시작했던 1900년대 초, 당시 용

산역 앞 광장은 용산 지역의 병참기지화에 따라 군대를 사열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

비한 광장이었다. 한편, 2020년 현재 오랫동안 논의되던 용산구 미군기지 반환이 본

격적으로 진행되며 100년이 넘도록 한국인에게 금단의 땅으로 묶여 있던 용산의 290

만㎡ 면적이 용산공원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군대의 사열을 대비했던 용

산역 앞 광장 또한 새로운 기능으로 다시 태어날 상상력이 요구되는 시점임이 분명해 

보인다. 용산역 앞에는 어떤 공원이 필요할까? 작가가 추출한 공원의 주요 단서는 바

로 ‘이음’이다. 

용산의 과거와 현재를 기억해 이어내고, 흩어져 있던 사람들의 발길을 잇대 활력을 불

어넣는 것이다. <이음> 공원은 일반적인 형태의 평평한 공원과 다르다. 용산(龍山)이

라는 이름이 ‘산형이 용이 있는 형국’에서 유래했듯, <이음> 공원도 서울의 중심지이

자 자유분방한 역동성을 갖춘 용산구의 성격을 담아 고저가 있는 동적인 형세를 갖추

면서도 열려 있는 형태로 기획되었다.

오선영 작가는 비스듬한 건물 지붕면에 잔디를 깔고 작은 정원을 만들어 그 위에 눕

거나 앉아 평화롭게 햇볕을 쬐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럽 여행 때 보았던 기억을 떠올렸

다. 광장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살짝 경사를 올리고, 사각형의 대각선으로 두 축을 뚫

어 통행할 수 있게 한다. 경사 윗면은 휴식할 수 있는 잔디공원을 조성한다. 경사를 올

려 생긴 아래쪽 공간에는 문화공간을 조성한다. 문화공간에는 용산구의 식생을 옮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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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온실’, 용산구 역사를 간직해 관람할 수 있는 ‘용산역사전시관’, 차를 마실 수 있

는 ‘용산마실’, 용산에 관련된 책을 구매할 수 있는 ‘용산책방’ 등이 있다. 위쪽 잔디공

원과 그 밖의 유휴공간은 버스킹, 노천카페, 플리마켓 등 산발적인 행사가 진행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대상지 주변에는 높은 오피스 건물이 많다. 주변 공간 및 용산구 전체와 이어질 수 있

게 <이음> 공원의 안쪽 공간은 노출콘크리트와 유리로 연결되면서도 트인 느낌을 주

고, 잔디 공원과 ‘유리온실’은 한강 및 남산 등 주위 식생과 연결되는 대왕강아지풀을 

주재료로 한다. 특히 용산의 식생을 담을 유리온실은 철골구조에 유리 커튼월로 만들

어 지나는 사람들에게 열린 개방감을 준다. 또한 야간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로 주변에 

간접등을 설치해 은은한 분위기를 만든다. 

<이음>은 현재 대상지에 결여된 점인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고, 미군부지 용산공원 등 

앞으로 용산구에 펼쳐질 녹색 축을 고려하는 열린 작품이다. 용산역 앞 광장에 자유롭

게 찍히던 발자국에 방향과 활력을 부여해 공원으로 잇고, 과거의 용산역부터 미래의 

용산공원을 잇고, 내부 문화공간을 통해 용산의 역사, 문화예술, 식생을 담아내는 것

이 이 작품이 품은 상상력이다. 그렇게 이 작품은 공간의 곤란을 단번에 해결하는 편

리한 계단 한 칸보다는 과거를 찾고 미래를 꿈꾸어 시공간의 축을 잇는 나비의 날갯

짓이 된다.



753752 코로나19 서울공공미술 100개의 아이디어용산구 이필립

이필립

후암마중

방문객 및 주민들의 주요 동선을 고려하여 세 개의 메인 공간과 그들을 이어주는 공간

을 구상하였다. 각각의 ‘입구’에서 그들이 마주하게 될 후암동의 모습을 상상하였고 

이 곳을 찾아온 누군가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공간이다. 방문객에게는 잊지 못할 첫 인

상과 추억을, 주민들에게는 일상 속 소소한 재미와 휴식을 선사할 것이다.

대상자치구 용산구(후암동 일대 옹벽)

공모유형 도시환경 개선

지원유형 개인

기획의도

일반적으로 일상 속에서 경험하기 힘든 입면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주고 싶

었다. 평면이 아닌 입면 즉, 벽면이기에 체험할 수 있는 경험, 구현가능한 요소 등을 

고민하였고 단순한 벽이 아닌 사람들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공간을 의도하였다. 

코로나19로 지친 후암동 주민들과 이 곳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잠시나마 위로를 

받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작품설명

약 180미터로 길이가 다소 긴 옹벽이자, 높이는 6~8미터로 사람 눈높이에서 거대

한 장벽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였다. 공간공간마다 다른 성격을 부여

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고 오히려 높이를 활용, 수직성을 강조한 벽면녹화를 통하여 

거대한 수직 구조물에 대한 긴장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3개의 메인 공간은 각각 후

암동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의미하며 스토리텔링을 가진다. 메인공간과 공간사이는 

단순 LED 조명이 아닌 보행자들과 상호작용하며 특히 야간 보행자들의 길을 밝혀 

줄 디자인을 구상하였다.

세부계획

1. 마스터플랜 (입면도)

사람들의 주요 동선을 고려하여 두텁바위로를 따라 걷다보면 마주하는 공간, 후암

로 28마길의 계단을 통해 마주하는 공간, 남산공원에서 내려와 마주하는 공간 크게 

세 개의 메인 공간을 선정하였고 공간과 공간 사이를 이어주는 ‘LED interactive 

wall’을 구상하였다.

각각의 메인 공간은 후암동의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스토리텔링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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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암동의 기억 (과거)

후암동의 ‘기억’은 서울의 어느 지역보다도 다양한 변화를 겪어온 후암동의 기억을 

알 수 있는 공간이다.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온전히 자리를 지켜온 남산과 토박이를 

동일시하여 남산 벽화와 토박이들의 말을 타일 기법으로 구현한다.

3. 잇기 벽

메인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LED 조명을 활용한 interactive wall이다. 사람 움직

임을 인식하며 특히 야간에 보행자들을 밝혀주는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4. 후암동의 순간 (현재)

계단을 통해 올라오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공간으로, 벽면녹화를 통해 잊지 못할 순

간들을 선사해주고자 한다.

5. 후암동의 미래

남산 엘리베이터로 인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자 초등학교 입구에 시민참여형 

공간으로 함께 그려나가는 후암동의 미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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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누군가에게 거대한 장벽으로 느껴졌을 수직 구조물에 대한 긴장을 완화시켜줄 것이

며 그동안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쳤을, 혹은 후암동을 처음 마주하는 모두에게 잊

지 못할 추억과 입면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준다. 신규 방문객들에게는 후암

동에 대한 강렬한 첫 인상을 남겨 ‘다시오고 싶은 동네’라는 인식과 두텁바위가 품

어주듯 포근함을 느끼게 하여 후암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하고자 한다. 

주민들에게는 함께 만들어가는 벽면녹화(후암동의 ‘미래’), LED interactive wall(‘

잇기’ 벽) 등 소소한 재미를 느끼며 늘 마주하는 공간에서 치유받고 또 다른 추억거

리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서울시 공원아카이브 展, 우리의 공원

2020 '시민의 숲을 기록하다, 서울숲' , 서울숲 이야기관,  전시디자인 담당

소개글

임나래    독립 큐레이터

후암동을 향한 두터운 마음, 《후암마중》

처음 만나는 사이에 이름이 무슨 뜻이냐, 어떤 한자를 쓰느냐고 묻는 경우가 있다. 누

군가는 자기를 소개하며 먼저 이름에 무슨 무슨 자를 쓴다고 밝히기도 한다. 호칭은 부

르는 소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의미와 관계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필

립에게는 용산구 후암동이 그런 곳이다. 마을 사람들이 후사를 빌던 동그랗고 두터운 

바위인 이른바 두텁바위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터를 알리는 상징석과 후암이라는 이

름만이 남아 있는 곳.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지만, 이름을 따져보고 그에 얽힌 이야기

를 더듬어가며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까지 마음을 쏟게 된 마을. 이필립은 외부

인임에도 친밀감을 느꼈던 후암동에 대한 자기의 첫인상을 떠올리며 작품을 기획했다.

두텁바위로는 남산 산책길로 유명한 소월로와 달리 거주지역 안에 자리한 길이다. 이 

길은 후암동을 ┛모양으로 크게 감싸며 이어진다. 이필립은 두텁바위로가 거의 끝나

가는 지점, 남산으로 올라가는 소월로 90계단에 가까워질 즈음 나타나는 높이 6~8m, 

길이 180m의 거대한 옹벽을 《후암마중》 프로젝트의 대상지로 삼았다. 그는 오래도록 

벽을 따라 걸으며 살아온 주민에게는 휴식과 재미를 안겨주고, 이곳을 처음 찾는 이에

게는 언제까지고 긍정적으로 남을 첫인상을 선사하고 싶었다고 한다.

《후암마중》 프로젝트에서 이필립이 고심한 문제는 높고 긴 벽에서 비롯된 단조로움과 

위압감을 파훼하는 것이었다. 그는 먼저 벽을 세 개의 주 공간과 세 개의 보조 공간으

로 나누었다. 그리고 6개의 공간에 각기 다른 형태의 작품을 설치하여 기존 벽의 지루

한 리듬에 변화를 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 

첫 번째 주 공간 〈후암동의 기억〉은 ‘남산 끝자락에 있는 마을’로서의 후암동을 보여

준다. 후암동의 지리적 특징을 한눈에 보여주는 배경 이미지 위에 작가가 직접 인터뷰

한 후암동 토박이들의 말을 더해 완성될 타일 아트 월은 후암동의 지난 시간을 시각적

으로 구현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주 공간 〈후암동의 순간〉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일

종의 수직 공원이다. 후암로 28마길 끝에 있는 계단을 올라가 두텁바위로로 들어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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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하게 되는 벽면에 설치된다. 프로젝트 대상지가 남산에 인접한 길인데도 지금까

지는 높은 벽 때문에 도리어 산의 푸르름이 가려진 장소다. 이곳에 덩굴식물을 이용한 

벽면녹화를 실현함으로써 주민에게 한층 더 가까워진 녹음을 선사할 것이다. 

세 번째 주 공간 〈후암동의 미래〉는 옹벽의 끝 지점, 즉 후암초등학교 입구 즈음에 설

치된다. 마을의 현재를 살면서 동시에 미래를 그려갈 주민이 직접 식재에 참여해 완성

하는 주민참여형 벽면녹지이다. 이필립은 성인뿐만 아니라 후암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식재에 참여할 것을 염두에 두고 〈후암동의 미래〉를 설계했다. 초등학생 학년별 평균 

키를 고려해 식재 구조물을 디자인했다고 한다. 두텁바위로의 옹벽을 지나며 일과를 

시작하고 마치는 어린이들에 대한 작가의 배려가 돋보인다.

세 개의 보조 공간은 〈잇기〉 벽이 된다. 〈잇기〉 벽은 벽면을 따라 걷는 보행자의 움직

임에 반응하여 빛과 형태를 빚어내는 LED 인터렉티브 아트 월이다. 다소 정적일 수 

있는 주 공간의 작품 사이에 배치되어 《후암마중》에 활기와 재미를 더한다. 밤에는 보

행로를 밝히는 조명의 역할도 담당한다. 

이필립은 《후암마중》을 통해 감상자가 입면을 새롭게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고 강조한다. 높은 벽의 수직성을 변주하여 긴장감을 허물고 그 위에 식물, 조명, 텍스

트 등을 이용해 율동감과 활력을 불어넣었다. 우리는 일상에서 묵묵히 우리 곁을 지키

기도 하고, 계절 따라 변화하며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하는 다양한 존재들과 관계 맺으

며 살아간다. 《후암마중》은 그러한 우리 삶의 걸음걸음이 그대로 벽면에 녹아드는 공

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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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영

용산을 걷다(가제)

주제: 용산미군기지와 주변 경계지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환기를 통해 우리가 발 딛

고 있는 땅과 장소들에 대해 질문하고 상상한다.

컨셉: 용산미군기지와 그를 둘러싼 접경지의 유의미한 장소들을 찾아 지도를 제작하

고, 이에 따른 각 지점들에 그 장소의 문맥과 맞는 AR(증강현실) 컨텐츠를 제작한다. 

지도를 보며 관람객들은 현재의 풍경과 증강현실로 보여지는 과거의 이미지들 혹은 

상상의 이야기들을 따라 워킹투어를 한다.

대상자치구 용산구 (자유)

공모유형 작품설치

지원유형 개인

기획의도

과거 이태원에 살면서 지역의 특이성에 의문을 갖던 중 용산미군기지의 존재를 알

게 되었고 연구와 작업을 진행해 왔다 (www.gate22.org). 

현재 용산기지는 평택으로 이전 중이고 기지 내부가 부분 개방되고 일대가 빠르게 

개발되며 많은 기억들이 지워지는 중이다. 용산기지 터는 우리에게 공개되고 있지

만 예쁘게 포장되고 그대로의 모습이 지워지는 절차를 밟고 있는 듯 보인다. 용산

기지라는 땅과 그와 얽힌 여러 삶들에 대해 조용히, 천천히 바라보고 사유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용산기지는 기지만을 똑 떨어뜨려서 볼 수 없고 그 바깥 경계지의 삶들을 같이 보

아야 비로소 제대로 바라 볼 수 있다. 잘 보이지 않는 그 커다란 땅덩이가 어떤 식으

로 존재해 왔는지 인식해보고 그와 엮인 여러 삶의 이야기들로부터 이 장소에 대해 

질문하고 생각해 보는 작은 점들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이 작업을 통해 지역민을 포함한 외부시민들과 용산기지와 접경지에 대한 문화적,

역사적,사회적 의미를 되짚어 보고 현재에 대한 질문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

작품설명

- 용산기지와 접경지의 유의미한 장소들을 맵핑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지도로 제작. 

각 거점들에 AR증강현실로 용산의 이야기 전달

- 용산기지와 관계된 여러갈래의 문맥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 문화적 측면과 연결

된 내용으로 구성

- 단순한 자료제공이 아니라 사실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와 상상의 이미지를 가지고

각각의 AR컨텐츠를 제작하며 이 각각의 내용들은 하나로 연결됨

- 주요 AR의 위치: 1.용산기지 담벼락/2.녹사평역~이태원/3. 남영동~삼각지~신용산

1. 무단출입금지-경계의 안과 밖

2. USO-미8군연예단, 한국대중가요

3. 게이트나인틴거리-보세거리, 패션

4. 남영동 부대찌개와 스테이크골목–미제와 식문화

5. 삼각지 화랑가–이발소그림

6. 이태원 테일러샵–재봉 기술자

7. 그랜드올레오프리–클럽

8. 이태원랜드-옛 태평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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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과 연결되는 약 20개 이상의 장소에서 QR코드, 작은 조형물, 혹은 실제 

장소에 사용된 구성물을 통해 AR을 접할 수 있음

- AR의 내용은 관련 인물의 나레이션, 사운드와 함께 과거를 상상할 수 있는 이미지,

인물등이 나타남. 이는 실사사진 합성과 3D그래픽, 360도 영상등으로 구현됨

- 관람객들 각자 다닐 수 있는 워킹투어프로그램

세부계획

1. AR 앱 제작, AR map 제작: 용산 내 미군기지를 둘러싼 유의미한 장소들에 작은 

조형물, QR코드, 또는 실제 장소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조형물(간판이나 사인물, 건

물형태등)을 인식하는 AR(증강현실) 구현

2. AR에 보여지는 내용: 사실에 근거한 상상과 연출된 영상들. 3D에니메이션, 실사

이미지 합성, VR영상(360도영상), 관련인물들의 육성 나레이션, 사운드(미8군연예

단의 노래, 헬리콥터소리, 참새들의 소리 등등)

3. AR 컨텐츠들과 영상, 용산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웹사이트 개발: 용산미군기지

와 관련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자료들을 AR지도와 함께 볼 수 있도록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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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Gate 22에서의 활동 (용산기지 관련 공공예술프로젝트 팀) 전시, 프로젝트

2017 Gate22 오케스트라 공연, 서울문화재단 거리예술 창작지원사업 전시, 프로젝트

2017-2013 용산기지관련 워킹투어프로그램, 공공세미나, 공연, 전시등 기획 실행

용산기지탐색서1, 2권 발간 

용산기지탐색도 발간

전시, 프로젝트 

전시, 프로젝트 

전시, 프로젝트

2017 가가호호, 영상설치,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커넥티드시티-메이커시티 전시, 프로젝트

2015 용도변경 2045 제 11막 4장, 미디어설치,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개관전 전시, 프로젝트

2019 최은진의 아리랑, 공연영상, KOUS 영상제작, 시각디자인

2018 서울서커스페스티벌 시각, 공간 디자인, 마포문화비축기지 영상제작, 시각디자인

기대효과

- 용산미군기지 평택 이전의 과정에 있는 지금, 용산과 서울의 가장 중심에 위치

한 용산미군기지의 존재와 의미를 시민들과 되짚어 본다.

- 지도와 함께 걷고 보며 상상함으로써 걷기의 감각과 함께 실제 공간 속에서 용산

의 과거와 현재를 감각한다. 

- AR을 볼 수 있는 장소는 개수가 늘어나 계속 확장 되어나가거나 업데이트가 가능

하며, 관람객은 변화되는 내용을 볼 수 있음. (전시기간 중 업데이트 가능)

- 웹사이트는 아카이빙으로서의 역할 가능. 시민들의 소통 창구로서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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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출발점일 때, 그 무게에 맞서는 리서치는 필연적이다. 이런 프로젝트의 핵

심이라 할 내러티브에 있어 단순한 사실 나열을 넘어서는 ‘창의성’은 역설적으로 치밀

한 리서치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이 너무나 쉽게 망각되곤 한다. <용산을 걷다>는 허다

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들이 저지른 허물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  

둘째, 지도를 들고 지역을 답사하는 포맷의 유효성. 그것이 이제는 꽤나 식상한 형식이 

되기도 했거니와, 무엇보다 많은 프로젝트에서 애초 그 포맷의 필요성이 납득되지 않

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된다. <용산을 걷다> 프로젝트는 ‘증강현실’이라는 또 다른 

실재-레이어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이 설득력있을지는, 현재의 기획안 단계로선, 미

지수다. 부디 ‘공공미술’ 유형의 기존 형식을 공식처럼 답습하지 말기를, 그리고 작가 

본인이 실제로 잘 다룰 수 있고 아울러 본 프로젝트에 새로운 창안적 시야를 제공해줄 

수 있는 특정 형식을 개발해주기를, 바래본다. 

 

소개글

방혜진    비평가 

<용산을 걷다>는 오늘날 가장 보편화되고 어느덧 ‘제도화’된 공공미술의 한 방식이라 

할, 지역-내러티브 작업의 한 사례이다. ‘용산’은 확실히 이런 유형의 공공미술이 야심

차게 접근해볼만한 스토리 자원들로 가득한 지역이다. 대한민국의 특수한 정치/역사

가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 곳 중 하나인 까닭에, 여느 지역 탐사 프로젝트처럼 아무

도 모르는 설화를 거의 창작에 가까운 수준으로 애써 발굴할 필요조차 없다. 

어려움은 오히려 반대편에 있다. 너무도 강력하게 현존하는 이 역사(들)의 엄중함이 

바로 이 지역의 스토리텔링화의 난점이 된다. 적당히 흥미로운 요소들을 포착해내 진

위 여부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허구화시킬 수도 없고, 몇 가지 안일한 자료를 엮어내어 

유사-역사화시키기도 곤란한, 이 거대하고 복잡한 용산의 역사에 대체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말하자면, 여기서 엄밀함과 정확성에의 요구라는 족쇄는 어떻게 ‘미술/미술

가’라는 방만하고 비전문적인 주체와 결합될 수 있는가.

임지영 작가는 우선 ‘용산미군기지와 그를 둘러싼 접경지’로 대상을 설정한다. 이곳의 

‘유의미한’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간과되었던 역사의 어떤 특정 

측면들을 재점검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선정된 지점들에 작가가 부여한 증강현

실 컨텐츠를 관람객으로 하여금 현재의 풍경과 더불어 보게 하겠다는 것이 작가의 계

획이다. 망각된 기억을 현실에 복구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겠다는 의도는 과연 

공공미술‘다운’ 것이라 하겠다.

다만, 이런 유형의 프로젝트가 이제 제법 보편화되었으니, 실행에 앞서, 앞선 공공미

술 사례들에서 흔히 발견되는 어떤 우려의 측면들을 미리 점검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

다. 우선, 프로젝트의 핵심이라 할 리서치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의 문제. 이런 사업

에서 마주하게 되는 민망함이란, 스스로 리서치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정작 매우 상식

적인 수준의 표피만을 훑는다든가, 전혀 체계적이지도 검증되지도 않은 방식으로 사

실들을 다루는 초보적 태도이다. 

물론, 이것은 역사 검증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미술’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도리어 고정관념과 편견처럼 굳어진 사실 및 그 접근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날 필

요 또한 있다. 그러나 대상이 역사의 엄밀함을 요구할 때, 그 엄밀함의 무게야말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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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트

레인보우 하모니 (Rainbow Harmony)

불빛에 따라 변화하는 설치 작품을 레인보우교 다리에 설치하고 다리의 바닥에 그림

자를 투영시키는 두 가지의 형태로 발현되는 설치미술작업

활동명(팀명) 리아트

대상자치구 은평구(불광천-레인보우교 위)

공모유형 작품설치

지원유형 팀

팀 남지우

김리아 설치작가

기획의도

은평구 지역작가 김리아의 <harmony>시리즈는 빛이 투과하는 여러 작품들을 설

치하여, 빛에 따라 투영된 작품이 서로 뒤엉켜 새로운 조화를 만드는 설치 작품이

다. 작업은 형상화된 은평구 불광천에 있는 레인보우교 양쪽에 작품을 설치하여 조

명에 따라 다리 아래 산책로와 하천에 여러 이미지들이 투영된다. 반사된 작품들로 

바뀌는 이미지의 서사는 어두운 다리 밑을 지날 때 느끼는 불편함 대신 새롭게 환

기되길 기대한다.

작품설명

1. 작품 내용

불광천엔 다양성이 존재한다. 산책길을 걷는 주민들의 다양한 연령과 신원, 해를 거

듭할수록 다양해지는 어종과 조류, 산책을 따라나선 반려견까지 여러 생명들이 조

화롭게 어울리는 공간이다. 작품 <Rainbow Harmony>엔 이런 다양성이 담겨있

다. 유기체들을 형상화한 조각들은 서로 균형을 이루고 빛을 반사하거나 투과하며 

뒤엉켜 새로운 조합을 만든다. 이 조합은 빛을 만나 다각도로 공간에 투영되어 주

체인 작품과 함께 반사되고 투과된 공간 위 이미지는 장소 자체를 또 다른 작품으

로 연출한다.

2. 작품의 특징

낮에는 다리 위에선 형형색색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다리 아래에선 햇빛을 투과

한 작품의 형상이 빛을 낸다. 밤에는 산책코스와 하천에 생기는 형형색색의 그림자

와 투과된 빛이 몽환적인 느낌을 연출하여 시차별 시각경험이 다르다.

3. 하모니 프로젝트

은평구 웹싸이트, SNS등에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공지하고 미학적 경험을 유도한

다. 작품 피스들을 만들 듯 모빌 작업을 진행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모형을 전시한다.

세부계획

구현방식 1.

레인보우교 양쪽에 다리가 갈라지는 부위 (각 100㎡, 총합200㎡) 의 면적에 구조물

을 위치시킨다. 오브제와 조명 설치를 위하여 다리 사이 삼각형에 강철 와이어 그

물을 설치 후 투명한 여러 색의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오브제 500여개를 설치한다. 

일반 아크릴보다 충격에 강한 폴리카보네이트와 고강도 강화 아크릴 소재를 활용

하여 내구성을 확보하고 오브제가 와이어를 덮어 와이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오브제의 한 지점만을 고정하여 바람에 흔들리는 느낌을 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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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방식 2.

빈 공간에 가득 찬 오브제들을 다리 상단 3미터 지점에서 초고휘도 LED를 활용하

여 비춘다. 바람에 흔들리며 조명에 비친 형형색색의 그림자들이 다리 아래 강물과 

산책코스에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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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1. 설치 작가의 작품을 경관을 해치거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공간에 녹아

들도록 설계하여 기존 공공미술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을 해소하고 거부감 없이 작

품감상을 유도한다.

2. 조명의 방향과 바람에 따라 변화하는 그림자를 감상하면서 정해진 이미지가 아

닌 더 확장된 미적경험을 제공한다.

3. 낮에는 조도에 따라 변하는 오브제를 감상하고, 밤에는 오브제와 조명이 합쳐진 

작품을 감상하여 하나의 작품을 시간에 따라 다양하게 감상한다.

4. 다리 아래 어두운 산책로 구간을 반영되는 이미지들로 인해 기존의 칙칙한 분위

기를 새롭게 환기시킨다.

5. 분기별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주민들의 작품제작 참여로 감상자에서 적

극적인 참여자로 변모하도록 한다.

남지우

2018 유유히, 인영갤러리, 서울 개인전

2012 맑은 침묵,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개인전

2011 Wirklichkeit, 갤러리빔, 서울 개인전

2009 廃寺址, 갤러리호시, 도쿄 외 수회 개인전

2017 d`Azur, 갤러리지오타, 서울 단체전

2014 SeeMe Takeover, New Yock Times Square 단체전

2005 청년미술제 포트폴리오 2005, 서울시립미술관 외 수회 단체전

김리아

2019 하늘천 따지, 문화비축기지 탱크1 개인전

2017 저 기억 너머, 서울영상위원회 기획 오재미동 갤러리 개인전

2018 流流히,  작가지원프로젝트, 인영갤러리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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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나래    독립 큐레이터

생명과 시간의 흐름을 담아내는 이미지의 서사

은평구 불광천은 2002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자연형 하천으로 재정비되었다. 현재는 

일 년 내내 민물고기와 철새를 구경할 수 있는 살아 있는 하천으로 주민의 사랑을 받

고 있다. 벚꽃 철이나 밤산 책 하기 좋은 계절에는 서울의 산책 명소로 손꼽히는 곳이

기도 하다. 불광천은 지하철 6호선 응암역에서 월드컵경기장역 부근까지 흐르는 약 

9km의 짧지 않은 천이기에 그 좌우를 잇는 징검다리와 보행교가 여러 개 있다. 그중 

최근에 설치된 ‘은평레인보우교(이하 레인보우교)’(2009년 10월 6일 개통)는 보행교

로서 본연의 역할 외에, 고즈넉이 북한산을 조망하며 쉼을 즐기는 주민을 품는 공간

으로 자리 잡았다. 

김리아와 남지우의 〈레인보우 하모니(Rainbow Harmony)〉는 바로 이 레인보우교에 

설치된다. 위에서 보면 마치 알파벳 K처럼 보이는 레인보우교는 교량 양 끝이 두 갈래

로 갈라지는 특이한 구조다. 자연스레 분기점에서부터 교량이 끝나는 지점까지 삼각

형의 공간이 생겨난다. 두 작가는 다리를 건너면서 그리고 다리 아래를 지나면서도 볼 

수 있는 이 삼각형 공간에 설치할 작품을 기획했다. 김리아는 빛이 투과하거나 반사되

어 만드는 상을 이용하여 새로운 조화를 끌어내는 〈harmony〉 시리즈를 선보여 왔는

데, 〈레인보우 시리즈〉는 이 연장선에 있다.

김리아와 남지우는 무엇보다도 불광천의 다양성과 생명성에 주목했다. 북한산에서 

발원한 다양한 어종과 조류의 터전이자 산책로를 찾는 남녀노소와 이들의 반려동물

이 어울리는 장소로서 불광천을 작품에 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작품 제작을 맡은 김

리아는 다양한 유기체의 집합을 산의 형태로 표현해온 본인의 작업 언어에 따라, 북

한산을 상징하는 삼각형의 틀 안에 각기 다른 모습으로 불광천의 생명체를 형상화한

다. 순환하는 하천은 원형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불광천의 생태계가 100여 개의 오브

제로 재탄생한다.

다양한 형과 색, 크기와 조합의 오브제가 빼곡하게 채워진 교량 사이의 공간은 그 자

체로 불광천의 생명체를 한데 모은 군집과도 같다. 생명체가 어디에고 자기 삶의 흔적

을 남기듯, 〈레인보우 하모니〉가 탄생시킨 생물군집은 땅과 하늘 사이를 유영하며 다

리와 산책로 곳곳에 자기를 투영시킬 것이다. 강화유리와 강화아크릴로 제작될 오브

제가 낮에는 햇빛을, 밤에는 다리의 조명을 그대로 받아낼 터이기 때문이다. 형형색색

의 오브제는 때로는 빛을 반사하여 반짝이고, 때로는 빛을 그대로 투과해 시시각각 새

로운 조합의 풍경을 일구어낸다. 섬세하게 짜인 작가의 의도와 우연한 자연의 연출에 

따라, 빛과 그림자가 레인보우교의 전후좌우에서 얽히면서 산책자에게 더욱더 풍요로

운 시각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레인보우 하모니〉의 유동적인 면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빛과 오브제의 관계가 

소리와의 관계로 확장된다. 두 작가는 레인보우교에 인접한 산책로 바닥에 센서를 설

치하고, 이 센서가 감지하는 그림자의 변화에 따라 AI가 음악을 만들어 송출하는 사운

드 작품을 함께 설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민참여 프로그램으로 공공미술

과 장소성의 의미 확장을 시도한다. 작가가 주민이 스케치한 모빌 디자인을 공모하고, 

그것을 아크릴로 가공해 〈레인보우 하모니〉의 오브제와 같은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는 것이다. 이 키트를 받은 주민이 모빌을 만들어 자신의 공간에 걺으로

써 자기만의 〈레인보우 하모니〉를 감상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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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Sound of Life-사유의 공간

불광천 레인보우 교를 건너는 사람들 모습, 날씨, 환경에 빛과 소리로 반응하는 관객 

상호작용 작품으로 풍부하고 아름다운소리 공간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 한 명 

한 명의 삶이 이 세상을 구성하고 지탱하는 요소이며 힘이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한다.

대상자치구 은평구(불광천-레인보우교 위)

공모유형 작품설치, 공간조성 및 전시, 도시환경 개선

지원유형 개인

기획의도

작가의 삶의 터전인 은평구 불광천은 은평구 주민들의 대표적인 생활 휴식 공간으

로 특히 산책 및 운동 코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공간이다.

이곳에는 현재 인근의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음들, 혹은 가끔씩 앰프에서 출력되

는 클래식 음악들로 소리 환경이 구성되어지는데, 이상하게도 그 어떤 유명 클래식 

명곡이 재생되어도 시끄러운 소음 혹은 싸구려 음원처럼 들리며 공간과 잘 어우러

지지 못한다는 생각을 항상 하였다.

이 공간에 아름답고 풍부한 울림의 소리, 사람들의 이동패턴과 환경에 따라 멜로디

와 리듬, 화음이 변하는 반응형 사운드 오브젝트를 만들어 레인보우교를 중심으로 

한 고급스럽고 자연스러운 소리 환경(Sound Scape)을 구성하려고 한다. 주민들이 

산책 및 운동, 이동 중에 더 많이 생각하고 휴식을 취 할 수 있는 사유의 공간으로 

불광천이 기능하게 하고 싶다.

작품설명

기존의 도시환경에서 소리는 교통음, 공사음, 사람들의 통화음등으로 대표되는 소

음공해, 즉 듣기 괴롭기 때문에 억제하고 규제해야 하는 부정적요소였다.

시각적 미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생활하는 공간에서 얼마만큼 아름다운 소리

들이 울려퍼지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삶의 질에 있어 매우중요한 요소이다.

작품 Sound of Life 는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 인간의 목소리 등의 자연음을 소

재로 앰비언트 음향(환경음악)을 생성해내는 구조물이다. 반복해서 들을 수 있으며,

사람의 주의를 빼앗지 않고 특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연스럽게 삶의 배경으로 

기능 할 수 있는 음향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레인보우교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현재의 시간과 날씨, 미세먼지등의 

환경정보, 코로나 확진자 상황등 지금 불광천을 지나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들을 데이터로 입력받아 생성되는 음향에 반영이 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정보

전달 혹은 심리 형성에 영향을 끼치도록 작동한다.

작품이 만들어내는 빛 그리고 소리가 불광천을 지나는 사람들의 움직임과 조화롭게 

어우려져 우리네 삶을 표현하는 거울과도 같은 작품이 되길 기대한다.

세부계획

장치는 파이프 오르간을 연상시키는 형태의 외관으로 이루어진다. 

금속판, 그리고 투명 PVC 으로 이루어진 원통형 기둥은 발생시키는 소리의 음계 

및 특성에 따라 높이가 결정되는데 대략 6-10개의 각기 다른 높이(2-3미터)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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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의 집합이다. 원통 안에는 고속으로 회정하는 모터와 그 모터에 의해공진되

는 현(강선), 그리고 소형 스피커가 설치되어 소리를 발생시키는데 이 소리는 금속 

원통 안에서 반사되어 그 소리가 증폭, 확장되게 된다.

각 원통의 둘레에는 LED 바가 설치되고 소리의 특성과 크기에 따라 발광하는 빛

의 양과 색이 결정되며 변화한다.

구조물에는 소형컴퓨터(라즈베리파이 류) 가 설치되는데 이 컴퓨터를 통해 소리와 

빛, 모터회전 등의 전체 제어가 이루어진다. 또한 컴퓨터에 연결된 카메라는

작품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의 위치와 형태를 입력받으며, 네트워킹을 통해 현재 

은평구 지역의 날씨, 환경정보를 입력받아 소리 및 빛을 제어하는 알고리즘의 매

개변수로 동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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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작품은 레인보우교에 우뚝 솟은 기둥의 형태로 은평구 새절역부터 응암역까지 불

광천 인근을 지나는 사람들의 시야에 들어오는 구조물이다. 작품이 발생시키는 소

리의 효과 범위 또한 이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에게 거슬리고 자극적인 

소리가 아니라 최대한 은은하게 울려펴지는 소리로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의식도 

할 수 없는, 하지만 심리적인 요소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소리 환경 조성을 목표

로 하고 있다. 

불광천을 이용하는 은평구 주민들의 삶의 배경음악으로 기능하는 음향장치로사람

들이 더 생각하고 사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작품을 만들

고자 한다. 은평구 주민들의 실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작품으로 공간안에

서 무미건조하지 않고 더 아름답고 풍부한 소리가 울려퍼져 불광천을 주민들이 더

욱 사랑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작품이 되었으면 한다.

2020 현대자동차 제로원 Z-LAB 활동

2019 현대자동차 제로원 크리에이터 활동

부천 아트벙커 B39 PRECTXE 공연 아티스트

인천 국제 디자인 위크-작품, THE LANGUAGE 전

2018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CREATOR IN LAB-작품, DISPASON 전시

2017 한국 콘텐츠 진흥원 테크랩 TECH-LAB 랩 마스터 활동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방문창작자 레지던시-작품, THE DARKSIDE OF THE ACC 전시

2016 WeSA 작품 선정 및 공연, CITY MADE OF THE CODE

2015 WeSA 작품 선정 및 공연, LUA

은평구 박성민

소개글

김지연    Art Writer 

소리의 위로

쉽게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귀는 거의 24시간 내내 일하고 있다. 일부러 틀어 놓

은 음악이나 TV 소리, 타인과의 대화처럼 귀 기울여 듣는 소리 외에도 도로의 자동차 

소음이나 잡다한 생활 소음처럼 수많은 소리들이 끊임없이 귀로 흘러든다. 불쾌한 소

음도 많지만 들려오는 소리 중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함부로 귀를 닫을 수 

없기에, 소리를 걸러서 듣기가 쉽지 않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가진 이어폰이 인기

를 얻는 것은 그런 이유일 테다. 

우리의 오감은 사실 생존을 위해 발달해왔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오감으로 흘러들어 

오는 정보를 판단해야 하는 유전적 기억이 우리의 몸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는 소리라던지, 위험한 소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신경을 곤두

세운다. 반대로 우리가 안전하다는 신호를 전하는 소리는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주기

도 한다. 예를 들면 도로 위를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 소리나 길을 건널 때 들리는 경적 

소리, 커다란 공사음 같은 것은 불편함을, 물이 흐르는 소리나 잔잔한 바람 소리, 집에

서 낮잠을 잘 때 잠결에 어렴풋이 들을 수 있는 가벼운 생활 소음 같은 것은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흔히 ASMR이라고 하는 백색소음을 일부러 틀어 놓는 것은 그런 안정감

을 구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소리는 인간의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박성민 작가의 <Sound of Life - 사유의 공간>은 편안한 자연의 소리를 생성해내는 

구조물로서, 서울 은평구 불광천 인근의 소리 환경(Sound Scape)을 조성하는 작품

이다. 불광천은 인근 주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하러 모여드는 공간으로 해당 지역에서 

자연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커다란 공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불광천 산책로

에는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지 않는 클래식이나 경음악을 구분 없이 틀어주는데, 인간

이 만든 이러한 소리는 인접 도로의 자동차 소음과 섞여 불편한 소리환경을 조성한

다. 개천과 풀, 나무가 어우러진 자연의 공간이지만 거기서 들리는 소리는 인간이 만

들어낸 소음들이다. 

불광천의 레인보우교 위에 파이프 오르간 형태로 설치될 이 작품은, 행인들의 위치와 

형태, 그리고 은평구 지역의 날씨와 환경정보 등의 데이터를 변수로 하여 바람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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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소리, 새 소리 등의 앰비언트 음향(환경 음향)을 생성한다. 비가 올 때는 빗소리를 

듣고, 바람이 부는 날에는 바람 소리가 들린다.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에는 지저분하고 

음산한 음향이 깔리며 날씨와 주변 환경의 이미지를 청각적으로 확대한다. 평소 소음

에 가려 듣지 못하던 소리들이 존재를 드러내면서 불광천 인근의 소리 환경과 자연스

럽게 동화된다. 

한편 ASMR도 너무 귀 기울여 듣게 되면 청각에 해가 될 수 있으며, 귀를 열어둔 채 자

연스레 들려오도록 해야 편안함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작품은 큰 소리

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작은 소리를 지향한다. 레인보우교에서 작품을 만나는 주민들

의 귀에 살며시 들어오는 소리는 마치 자연과 함께 있는 듯한 편안함을 전한다. 일이

나 작업을 할 때 ASMR을 틀어 놓는 것처럼, 우리는 안정된 상황에서 사고력과 창의

력을 발휘한다. 불광천의 소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이 작품에는, 작품과 조우하는 짧

은 순간이라도 주민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더 많이 사유하며 삶의 의미를 찾기를 바라

는 작가의 마음이 담겨 있다. 

한편 지역의 환경정보는 물론, 작품을 지나는 사람들의 위치와 형태가 작품에서 발생

하는 음향에 반영이 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지역과 사람들에게 더욱 밀착한다. 개

별적인 삶이 이곳, 불광천의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며, 일방적으로 소리를 건네

는 것이 아니라 관객이 주체가 되는 작품을 완성한다. 우리는 타의가 아닌 자의로 움

직일 때 삶의 주체성을 회복한다. 이 작품은 코로나로 인해 단절되고 무기력한 일상을 

지내는 시민들의 삶에 주체성과 반응성을 부여함으로써 지친 일상 속 작은 활기와 위

로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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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철

Wish List

코로나 블루로 인해 위축된 응암 3동 홀몸노인들과 예술적 경험의 공유를 통해 연대

를 이루고자 한다. 또한 치열하고 피곤했던 삶으로 인해 잊고 지냈던 그들의 꿈을 다

시 되찾고 직접 작품으로 표현함으로써 삶의 의지를 불 지피고 코로나19로 인한 무력

감을 털어내보고자 한다.

대상자치구 은평구(응암3동 도시재생 대상지 다래마을)

공모유형 주민참여 공동체 활동

지원유형 개인

기획의도

최근 친한 작가 한 명이 혼자 사는 원룸에서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떠났다. 원래도 

외로웠던 사람이었지만 코로나 블루로 인해 그 외로움은 증폭되었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지인의 죽음을 경험한 이후, 홀몸어르신들에 대한 관

심이 자연스럽게 생겨났고 작가로써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마침 대상지인 응암 3동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8%이 며, 다래마을 내 

1인 가구 비율은 45.9%로 매우 높아 홀몸 노령인구가 많다. 또한 본인이 거주하는 

신사동과 매우 가깝기에 심리적으로 친근하게 다가왔다. 이들과의 연대와 예술적 

경험의 공유를 통해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들어주고 외로움을 덜어내주고자 한다.

작품설명

본인은 예술이 욕망 표현의 수단으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미술을 지점

토 혹은 수채물감 같은 가장 기초적인 매체로 접하였다. 언어로 소통하기 이전의 

시기에 접하였던지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

였다. 예를 들면 유년시절에 장래희망 그리기 같은 주제를 전달받으면 대통령, 경

찰, 소방관 등등을 그리거나,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지점토로 조물 조물 만들었

던 것처럼.

응암 3동은 홀몸 노령인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들은 세상으로부터 잊힌 채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문화적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

고 있다. 여러 지자체에서 문화적 혜택을 늘리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지만 이

들은 그림자에 가려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이들에게 여러 회차의 무료

수업을 제공함으로써 잊고 살았던 그들의 꿈을 되찾아주고자 한다.

세부계획

매주 1회씩 참여를 희망하는 홀몸 노인들과 정부의 방역수칙을 지켜서 대면 수업을 

진행한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수업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홀몸노인들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수업에 익숙하지 않을뿐더

러, 비대면 수업을 위한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면을 통

한 따뜻한 소통이다. 감염의 위험은 철저한 방역수칙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1회차 

수업은 전문 상담사와 함께 어르신들이 잊고 있었던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

고자 한다. 2회차 수업부터 5회차 수업까지는 상담으로 도출된 어르신들의 꿈을 실

제로 지점토로 표현하고 채색하는 단계이다. 

제작이 완료되면 본인이 작품을 수거해서 내구성을 위해 우레탄으로 마감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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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어르신들과 대상지를 걸으며 작품 설치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3년 동안 작품 제작과 설치 기간은 18개월씩 2회의 분기별로 나눠서 진행될 

것이며, 최대한 많은 홀몸노인들에게 문화적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겠다. 

공공기관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방역단계에 따라 수업이 불가

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에 응암 3동의 유휴공간을 임대해서 작업실로 사용할 예

정이다. 3년의 기간 동안 아크릴 케이스가 훼손 혹은 오염된다면 즉각 교체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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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최근 대상지의 설문조사를 참고하면 주민들은 쓰레기 문제와 안전, 보행환경,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작업물들은 지점토의 특성상 어린이가 만든 것 같은 미감을 가지게 된다. 인간의 

순수함을 상기시키는 미감을 통해 쓰레기로 인한 민원과 여러 범죄들이 줄어들 것

이라고 예상한다. 또한 작가는 작품을 제작한 마을 주민들이다. 본인은 그들의 작품 

제작에 있어서 도움을 줄 뿐이다. 그러므로 어르신들 스스로가 작품이 전시된 공간

에 대한 애정도 생기며 자연스럽게 주변 환경에 신경을 쓰게 될 것이다. 또한 수업

이 진행되면 수강하는 홀몸노인들 간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서로 의지하고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비슷한 방식으로 2019년 경남 창원시 레지던시 

활동 당시 원데이클래스를 진행한 적이 있다. 

레지던시가 위치한 곳은 창동이라는 지역이었고, 구도심이라 비교적 다른 곳에 비

해 문화적 혜택이 적은 곳이었다. 대부분의 클래스 수강자들은 시장에서 일하는 노

년층이었고, 이들의 다양한 욕망들을 지점토 조각으로 풀어내는 것을 도와주었다. 

당시 수업은 하루밖에 되지 않았지만 수강생 모두가 만족하는 수업이 되었다. 이번 

대상지에서 최종으로 선정된다면 장기간의 프로젝트인 만큼 위의 사례보다 더 큰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거라고 본다.

2018 ‘전국업사이클대전’ 금상,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광명 수상

2020 Fragile masterpieces, ANAgallery, 서울 종로구 부암동 개인전

2020 CAMP2020 Contemporary Arts & Mutational Plans, 캠프롱 미군기지, 원주 단체전

2019 2019 레지던시 결과 보고전, 씨네아트리좀, 창원

2019 I am an artist born in 90's, 에스펙토리 D동, 서울 성동구 성수동

2019 부유하는 뽕돌, 경기문화재단 상상캠퍼스, 수원

단체전

단체전

단체전

2018 2018 제로원데이 캠프, 현대자동차 원효로, 서울 용산구 원효로

Unification, 복합문화공간 바이산, 서울 성동구 성수동

단체전

단체전

2018 현대자동차 제로원데이, 서울 용산구 원효로 프로젝트

2019 리좀 레지던시, 창원 레지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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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김수정    큐레이터

신호철은 은평구의 응암 3동 도시재생 대상지인 다래마을을 위한 공공미술 기획안을 

제출했다. 대상지 정보를 살펴보니 응암 3동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8%로 

추정되고, 다래마을 내 1인 가구 비율은 45.9%로 매우 높아 홀몸 노령 인구가 많다고 

한다. 작가는 기획안에 다래마을의 홀몸 어르신들을 초대해 먼저 전문 상담사와의 자

리를 만들고, 그 후에 그분들이 희망하는 삶의 모습을 지점토로 만들어보는 수업을 진

행하겠다고 썼다. 완성된 작품이 추후 어르신들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되어 내내 오가

며 다시 볼 수 있게 마무리하는 계획이었다. 만들기 수업을 골자로 한 이 기획의 제목

은 <Wish List>로, 신호철이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작업한 동명의 조각 시리즈를 커

뮤니티 기반 예술 프로젝트로 확장한 것이다. 공공미술의 일환으로 지역의 구성원들

이 참여할 수 있는 긴 호흡의 예술 활동을 제안한 기획에 마음이 기꺼이 쏠렸다. 한정

적인 경험일 테지만 그간 국내에서 마주한 커뮤니티 아트는 전시 행사에 속해있거나 

일회성이 많았다. 

작가가 처음 시민들과 워크숍을 진행해 본 것은 창원의 ‘리좀레지던시’에 참여한 2019

년이다. 그는 마산의 구도심, 창동에 있는 어시장에서 시장 상인들과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작가가 진작부터 자신의 어린 시절을 참조하며 시리즈

로 제작하고 있었던 <Wish List>의 손쉬운 제작 과정은 워크숍에 함께 자리한 지역

민들의 부담 없는 참여로 이어졌다. 그분들의 희망과 꿈에 대한 대화가 그대로 재료가 

되어 각자에게 소중한 무언가를 만들었던 그 하루는 작가에게 타인의 삶을 섬겨보는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 그리고 2020년, 유례없는 전염병이 오랫동안 물러나지 않으면

서 그는 주변의 조금 더 외롭고, 조금 더 멀리 있는 이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생각이 현재 작가가 거주하는 은평구의 홀몸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한 것

이다. 필자는 신호철이 제안하는 예술봉사에 가까운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세대 간의 

갈등과 변화에 대한 적응 격차가 어느 때보다도 큰 시대에 작은 소통의 창을 내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 자신의 이상이나 기량을 구현하는 것보다는, 예술을 경험할 수 있

는 기회가 제한적인 많은 분들께 민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이 좋았다. 

<Wish List>는 희망에 대한 만들기이다. 재료는 간단하다. 지점토와 수채화 물감만 있

으면 무엇이든 가능했던 어린 시절의 만들기와 다르지 않다. 가장 기초적이고 순수한 

재료를 다시 불러와 작업대에 놓고 오늘의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빚어보는 것. 그동안 

작가가 조각한 것들은 쌀 포대와 스팸 통조림, 가죽 재킷과 부츠, 고가의 사물 등으로, 

그의 기호라든지 욕망하는 바를 태연하게 제시해왔다. 그가 <Wish List>보다 규모적

으로나 이상적으로 대담하게 접근한 <Fragile Masterpieces> 시리즈에서는 예술인으

로서의 욕망을 보여준다. 문득 어르신들은 무엇을, 왜 만들고 싶어 하실지 궁금해졌다. 

작가와 대화를 해보니 그는 이미 본 프로젝트를 위해 새검정에 위치한 작업실에 어르

신들을 초대해 그분들의 이야기들 듣고 함께 만들기를 해 보았다. 어르신들은 가물가

물한 기억을 재차 삼차 반복해 되짚으며 삶의 이야기를 풀어냈다고 한다. 

그때 그분들이 만든 사물들은 학사모, 야구방망이, 기타, 그리고 계란 프라이가 익고 

있는 프라이팬 등이었다. 잊지 못하고 있는 꿈이나 작은 소망, 혹은 회한의 감정을 지

점토 반죽에 넣어 만들었다는 인상을 받았다. 어쩐지 그것들이 조금은 서글퍼 보이기

도 하여 다래마을의 어른들은 자신들께 힘이 나는 무언가를 만드셔도 좋겠다는 생각

이 들었다. 

작가는 미술이라는 활동이 자신을 어디로 데리고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 원하는 

방향은 어디인지 길을 내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구하고 있다. 외부에서 해답을 찾지 않

고 어린 시절의 자신을 참조해 집중하고 주변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들여 노력하고 

있다. 작가의 행보는 내부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그만이 할 수 있는 유

일한 스토리텔링, 그에게서만 나오는 유일한 감각을 연마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방법으로 타인이 생활을 환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는 이번 프로젝트도, 

젊은 예술가가 소통이라는 쉽지 않은 벽에 직접 부딪혀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이 힘든 시기에 많은 분들께 수혜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

본다. 조각이 고대부터 희망을 기원하는 오브제로 기능했던 것처럼 희망하는 것이 있

어 노력하는 이 수행들은 자연스럽게 다음 문을 열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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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움직이는 초록 이야기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참여 공동체 활동, 인공물과 자연물을 유연하게 연결시켜 주민

의 실생활에 유용하고도 주변환경과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설치가 주요 컨셉.

대상자치구 은평구(응암3동 도시재생 대상지 다래마을)

공모유형 도시환경 개선, 주민참여 공동체 활동

지원유형 개인

기획의도

은평구내의 다른 지역보다 인구밀도도 높고 노령인구가 많은 다래마을, 무엇이 현

재 다래마을 일대 주민들에게 가장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다가, 햇

살이 좋은 낮시간에 집 밖으로 나와 낡은 의자에 앉아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보

내는 시간들을 좋아하시고, 좁은 집이 아닌 골목에서 키우는 고추모종과 화분들을 

돌보시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노령층을 비롯한 전 연령층의 주민들이 함께 마을을 가꿀 수 있는 방법으로 

‘마을 정원’의 컨셉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도시 조경들이 실행되고 있고, 주민센터에서 텃밭상자을 배포하

고 있지만 아직도 골목의 할머니들은 버려진 아이스박스나 물통등을 이용해서 고

추나 토마토 상추등을 소일거리로 키우고 계시고 그 곁에 버려진 가구들을 가져다

놓고 담소를 나누는 장소로 이용하는 모습들을 목격할 수 있었고 조금 더 계획적으

로 빈 공간을 활용해 유용한 식물을 키우고 주민들이 내놓은 화분들을 정리하는 것

만으로도 골목이 안정화 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또 노후된 계단시설을 정비하

고 주민들의 작품을 펜스로 만들어 참여도를 높여 주민들의 실생활과 어우러지는 

공공미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작품설명

현장답사를 위해 방문한 사업지 일대는 생각보다도 더 협소한 골목이 대부분이었

습니다. 

차들이 드나드는 골목에서 일반적으로 선호하게 되는 주택 벽화는 관리 부분이 어

려워 2-3년이 지나면 흉물이 됩니다. 

그래서 공간을 최소로 이용하고, 마을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화

분상자겸 벤치 그리고 아트 펜스를 고안하였습니다. 

주민들이 그린 그림의 일부분을 도안화하여 장식된 화분에는 바퀴가 달려 주민들

이 언제든 필요에 의해 움직일 수 있으며, 집 주변에 놓여진 중구난방식 텃밭을 정

리할 수 있게 고안하였습니다. 

이 상자에는 주민들이 앉아 쉴 수 있는 형태의 벤치도 달려 있어, 같은 골목에 거주

하는 주민들이 직접 키운 채소과 담소를 나누며 휴식을 취할수도 있습니다. 

또 경사진 계단옆 노후된 펜스와 환경을 재정비 하여 주민들이 캘리그라피로 펜스

를 제작, 설치하여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노후된 환경을 재정비하되 현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형태로 자연스럽게 스며

드는 공공미술로 구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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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

1. 움직이는 텃밭과 정원: 좁고, 주차구역이 협소한 골목임을 감안하여 움직일 수 있

는 좁은 형태의 텃밭, 화분 상자.

주민들이 직업 채소를 키우고 관리 할 수 있는 바퀴달린 화분. 

도색된 철판으로 제작 하여 지속성을 높인다. 

화분에 의자가 달려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기도 함.

주차 구역을 확보하기 위해 내놓은 다양한 형태의 폐가구 등을 대체할 수 있음.

계절별로 섭생이 가능한 야생화, 채소등을 분류하여 주민들에게 제안함.

주민들이 만든 작품들이 모티브가 되어 화분 틀을 장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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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지 않은 공간에도 조성이 가능하고 움직임이 가능한 형태, 2019년 바다미술제에 

팀프로젝트로 참여한 작품 참조

2. 켈리그래피 펜스와 야생화 구역: 주민들의 켈리그래피를 철제 레이저 컷팅으로 

구현하여 반영구적인 작품 설치로 활용

경사로 골목에 계절야생화를 활용한 미니 마을 정원조성.

마을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는 식물들을 제안.

반대편 벽화는 복잡한 이미지를 대신하여 주변 환경과 최대한 어우러지는 이미지

도 재도색.

필요시 야간 통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트 조명으로 제작.

기대효과

노령인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도 하지만 전연령층이 참여, 이용가능함으

로 주민들의 소통가능성이 높아짐.

주민들이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개별적으로 내놓은 고무통, 스티로폼 화분 등을 대

체할 화분 제시.

주민들의 취미활동으로 만들어진 작품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직접 마을공공미술에 

참여하는 명분이 있음. 

좁은 골목에 유용한 형태의 결과물로 주민생활에 불편함을 주지 않음. 

노후된 벽화와 펜스를 재정비함으로써 실용적이고, 지속성있는 공공미술로 탈바꿈.

2018 제18회 하정웅청년작가초대 <빛2018>展 작가 선정 수상

2017-20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아카데미 시각예술분야 수상

2015 2016 OCI YOUNG CREATIVE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수상

수상

2014-2015

2014

제네바, 스위스

리씨뇰 슈발리에 갈랑드 장학금, 제네바시립현대미술협회

수상

수상

2019 밤을 달여 놓아두었다, 아마도예술공간, 서울, 대한민국 개인전

2018 빛으로 세운 목소리, 인사미술공간, 서울, 대한민국 개인전

2017 아드로게의 정원,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김해, 대한민국 개인전

2016 멀리 있는 산이 가까이 보이면 비가 온다, OCI 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개인전

2015 La salle Croisnier, Palais d’athénée, 제네바, 스위스 개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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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백령    경희대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작가 이은영의 “움직이는 초록 이야기”는 은평구 응암3동 다래마을의 도시재생 사업

이 지향하고 있는 안전한 시설 설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자발적이고 주도

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의 활성화와 마을 환경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2020년의 코로나 19 사태는 삶의 모습을 변화시켰다. 함께 하는 공동체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기피하게 되고, 활동을 위해 모이는 공간은 휴관으로 생기를 잃게 되고, 얼굴의 

반 이상은 마스크로 가려야 하고, 언제 다시라는 기약 없는 멈춤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

다. 코로나 블루의 우울한 시기이다. 이러한 멈춤 속에서 생기를 되찾게 하여 스스로를 

재생하고 회복하는 치유의 힘을 가진 예술은 이 시기의 처방전이다.

          

“움직이는 초록 이야기”의 기획은 마을 골목을 걷는 작가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작가

는 언어와 이미지의 상호작용, 관찰을 통한 경험 속의 물, 흙, 생명, 빛의 에너지 순환

과 사유의 작업 세계를 가지고 다래마을 골목을 걸었을 것이다. 골목을 걸으며 작가의 

보고, 듣는 감각의 경험 속에는 마을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의 삶만큼이나 오

랜 시간 그 골목을 지켜오며 좁은 골목에서 익숙해진 이들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그

들의 움직임, 말소리, 웃음소리...  골목은 어찌 보면 소리와 움직임으로 가득했을 것이

다. 소리는 삶의 리듬이다. 삶의 소리와 리듬 속에서 작가의 상상은 시작되었을 것이다. 

작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일상 속 버려진 아이스박스, 물통, 들통, 찌그러진 고무 상자, 

마당의 작은 텃밭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이었다. 식용작물인 토마토와 상추, 고추, 가

지 등은 단지 먹거리가 아니라 새싹이 트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작은 정원

이다. 작가는 이 작은 정원을 담을 수 있는 화분 상자 겸 벤치와 아트 펜스를 고안하였

다. 다래마을의 좁은 골목과 언덕 등의 환경 속에서 활용도와 시각적 매력을 담보하

면서 시각적 하모니와 유사성을 드러내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계단식 화분 상자의 경

우 바퀴를 달아 좁은 골목 안의 이동과 설치를 가능하게 한다. 이와 더불어 야생화 정

원의 펜스와 구역을 표하는 캘리그래피를 준비하고 있다. 언덕에 피고 지는 이름 없는 

야생화를 위한 펜스가 만들어지고 누군가는 야생화의 성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

기도 마감하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마을 주민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진행될 것이다.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마을 구성원으로 마을의, 집 앞의 정원을 이야기 하고 이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개인의 

생각을 공유하고 공감하며 만들어 가는 협업이 작가가 생각하는 주민참여 도시환경 

개선의 핵심 요소일 것이다. 또한 이은영 작가의 도시환경 개선은 작가의 경험과 생각 

속의 자연에서 순환, 생존, 성장, 소멸하는 것에 대한 상상과 은평의 생활 속 자연을 관

찰하고 보살피며 지지하는 모습이 결합하는 과정일 것이다.  

이 작업은 작가의 비전과 상상이 마을 공동체, 주민의 자발성과 주도적 활동과 만나 소

소하지만 마을의 색과 리듬, 마을 구석구석을 바라보는 눈길과 손의 움직임에 변화를 

주는 프로젝트다. 우리 눈과 마음을 새싹, 꽃, 열매로의 자연으로 이어주고 코로나 두

려움 속에서 새로운 안정과 치유로의 여정을 기대한다.     



코로나19 서울공공미술 

'100개의 아이디어'

종로구
안경진 804

양재광 814

전재봉(스튜디오 스윕투) 822

정현준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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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진

손끝예(손끝으로 여는 예술)활동+‘I am-나는 존재 한다’ 

작품제작

농맹인들과 촉각을 통한 예술 활동을 지속하여 다양한 표현 가능성을 찾아 확장하며, 

이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알린다.

조각작품 ‘I am-나는 존재 한다’를 농맹인과 함께 만들어 그들의 존재를 세상에 부각

시키고 농맹인 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예술 활동과 작품을 통해 고립된 삶에 희망과 용기를 전한다.

대상자치구 종로구(자유)

공모유형 작품설치, 주민참여 공동체 활동

지원유형 개인

기획의도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은 그들을 농맹인(시청각장애인)이라 명명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

우리나라에는 그들을 위한 법도 없어서, 몇 명이 있는지 파악할 의무가 없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들을 위한 교육기관도 전무하다. 수어를 할 수 있는 극소수의 자

원봉사자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농맹인들을 돕는 손끝세(손끝으로 여는 세상)

라는 단체가 있다. 우리는 손끝세와 함께 농맹인이 예술로 표현할 수 있도록 손끝예

(손끝으로 여는 예술)를 결성하여 소통의 방법을 찾을 것이다.

오랫동안 손끝세의 구심점이 되어온 목사님은 사비를 털고 빚을 내어가며 농맹인

들과 함께 할 방법을 찾아오셨다. 지금껏 개인이 짊어진 서럽고 답답한 삶을 공공의 

장으로 끌고 나와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법이 없고 말할 수 없다고 약자인 사람들이 소외되고 외면당하

는 현실을, 촉각으로 표현하는 그들의 예술로 알리고 다양한 표현 가능성을 찾아 확

장하며, 이들과 더불어 살아갈 미래를 구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만 만 명 정도를 추산하는 골방에 갇힌 농맹인들이 손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며 예술로 말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고민하고 있으며, 그 시작이 서울시 공공

미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작품설명

손끝예-조각교실을 시작하였고 12월부터는 격주로 이어간다.

수업에 참여하는 농맹인들 중에서 여건이 허락하고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작품 제작

에 함께 할 것이다. 손으로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입을 틀어쥔 거대한 두상을 만들

어, 암흑과 침묵 속에 갇힌 그들의 서럽고 답답한 현실을 표현하고자 한다.

작가가 대략의 형태를 만든 후 농맹인들이 직접 마무리 작업을 하여, 그들의 손길

과 지문을 남기고 이를 밀랍주조 방식으로 고스란히 담아낸다. 조각의 주변 바닥

에 참여 농맹인들이 세상에 외치고 싶은 이야기와 이력 등을 새겨서 작품의 이해

를 돕는다.

작품 제목은 I am-나는 존재 한다이다.

앞으로 펼쳐질 농맹인의 예술 활동을 알리고 그 시작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작품을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소리 없는 침묵으로 외치고자 한

다. 이와 더불어 바디퍼커션(몸을 두드리며 리듬과 소리를 만드는 공연예술)도 시작

한다. 소통이 어려워 복장을 두드리던 손이 리듬을 만들고, 답답함에 못 이겨 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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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던 몸짓이 신명난 춤사위로 승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 작업의 핵심키워드는 지속과 확장이다.

이러한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유튜브에 지속적으로 올리며 저예산 영화로도 제작

한다. 조각과 공연과 영상 등을 통해 농맹인의 예술 활동을 알리고 그 가능성을 확

장한다. 

세부계획

앞으로 농맹인법이 마련될 때까지 격주로 손끝예-조각교실을 이어간다.

첫 번째 조각교실에서 농맹인들의 깊은 집중력과 시각을 배제한 놀라운 표현력을 

확인하였고, 세상과 소통하고픈 그들의 뜨거운 목마름이 일시적으로 해갈되는 것

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감각이 촉각뿐이기에 매우 섬세한 손길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실 예로 내가 만든 인물 조각을 손으로 만지고 작품의 포즈를 즉각 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았다. 이는 공간을 손으로 보는것으로 일반인과는 전혀 다른 감각

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섬세한 손길로 표현하는 조각교실을 지속할 것이다.

조각교실을 통해 소조작업에 관심 있는 농맹인을 발굴하고 이들과 함께 ‘I am’을 

만든다.

바디퍼커션 워크숍도 지속하여 공공미술 작품의 제막식 당일에는 그들의 공연이 

초연되기를 희망하며, 이런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하고 영

화제에 출품할 것이다.

조각과 바디퍼커션으로 전시와 공연까지 이어가고, 그러한 과정을 짧은 영상으로 

담아 유튜브에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긴 호흡으로 다큐멘터리 영화도 제작하여 많

은 사람들이 농맹인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꿈꾸는 실

현 가능한 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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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우리의 활동과 작품이 농맹인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법은 그들의 요구에 따라 꾸준히 보완, 발전되고 있으나 농맹인 

법은 아예 존재하지 않기에 법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가려진 문제를 드러내고 가장 소외되고 멸시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기본적

인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예술이 작용하는 것. 이것이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형벌과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농맹인을 발굴하고 빛과 소리의 희망을 전하는 역할

을 더 이상 손끝세와 목사님 같이 뜻있는 개인의 책임으로 미뤄둬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의 활동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고요한 곳에 갇힌 이들의 외침이 증폭

되어, 더 이상 국가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농맹인 법도 만들어 지고 농맹인 학교

도 세워지기를 기대한다.

지금껏 시도되지 않은 암흑과 적막의 세계가 새로운 예술로 발현하기를 기대한다.

촉각과 기억에 의지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농맹인들이 초감각적인 자신만의 방

식으로 표현하고 소통하여 고립에서 벗어나 예술가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전혀 다른 감각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농맹인의 예술이, 눈뜨고 있으나 깊이 볼 줄 

모르고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을 일삼으며 들을 수 있으나 귀 기울이지 않는 세상

에, 새로운 이야기를 쏟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안경진 - 개인전 11회, 기획 단체전 100여회 / 저서-그럴 수 밖에 없는 그릴 수 밖에 없는-청색종이출판사(공저), 

여백의 무게-브릭스출판사

/ 경인교대 출강

강희수 - <계피자매>, <블루카멜앙상블>, <무지카템푸스> 연주자

윤혜진 - 극단윤 대표 /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전수자

곽승민 - 밸리투나잇 연출 서울독립영화제 새로운 선택상 / 애리조나국제영화제경쟁 /sbs 에그구그 연출

홍혜진 - 특선단막 <13월의 로맨스> 극본 / MBC 애니메이션 <샤이닝스타> 시나리오 작가 / 뮤지컬 <카페 명동

성당> 각색

소개글

양지윤    대안공간 루프 디렉터 

안경진의 손끝예

2020년 2월 22일 송호일 목사님을 전북 전주의 전시공간에서 처음 만났다. 송 목사님

은 오랫동안 목회활동을 하면서 시골마을에 농부로 정착했으며, 농맹인(눈이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할 수 없는 사람들)들과 한 달에 한 번 서울의 농인 교회에

서 모여 예배를 드린다고 했다. 전국 각지에서 예배를 드리러 모이는 농맹인은 20여명 

정도이고, 이들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외출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한다. 

나는 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조각가인데, “아무리 시청각에 장애가 있더라도 흙

을 주무르고 무언가를 표현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건넸다. 정신이 온

전한 데 볼 수도 들을 수도 말 할 수도 없기에, 농맹인 한 분이 하루 종일 종이나 비닐 

따위를 접어 컵 받침과 방석을 만들어 선물한다고 한다. 그런 이들에게 “찰흙을 쥐어

주고 작품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전하자 목사님은 기

쁜 마음에 펑펑 우셨다.  

_ 작가글에서

수어를 할 수 있는 소수의 자원봉사자들이 농맹인들을 돕는 손끝세(손 끝으로 여는 세

상)와 함께, 안경진은 손끝예(손 끝으로 여는 예술)를 결성하려 한다. 흙을 매개로 작업

해온 조각가가, 촉각을 매개로 농맹인에게 예술을 알리고 새로운 표현의 가능성을 찾

겠다는 계획이다. 기적으로 만나는 조각 교실을 통해 농맹인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감각인 촉각을 다시 창의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모색한다.

안경진은 농맹인들이 인물 조각을 만지고 이를 몸으로 표현하는 수업을 진행한 바 있

다. 농맹인들이 공간을 손으로 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농맹들은 인류가 오랫동안 사

용한 자연의 재료인 흙을 주물거리며 무언가 만든다. 그리고 흙 조각을 가마에 구워 테

라코타로 제작한다. 반죽하는 방법과 손으로 느껴지는 감촉, 몇 가지 제작의 노하우를 

전달하여, 혼자서도 작업이 가능한 형식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답답했던 일상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다양한 작품이 탄생할 것을 기대한다”고 작가는 말한다. 

더불어 안경진은 농맹인들과 함께 다른 방식의 공동 창작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우선 “손으로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입을 틀어쥔 거대한 두상”을 제작할 계획을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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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품 제목은 <I am - 나는 존재한다>이다. “암흑과 침묵 속에 갇힌 그들의 서럽고 

답답한 현실을 표현”한다고 말한다. 또한 몸을 두드리며 리듬과 소리를 만드는 공연 

예술인 바디퍼커션을 진행한다.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사용되었던 손이 리듬을 만들고 

발을 구르던 몸짓이 신명난 춤사위로 바꾸는 경험을 만든다.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유

튜브에 지속적으로 올리며 저예산 영화로도 제작한다. 조각과 공연과 영상 등을 통해 

농맹인의 예술 활동을 알리고 그 가능성을 확장한다.

그 목적의 하나는 농맹인의 존재를 알리고, 이와 관련한 보호법안을 만드는 것이다. 

한국에는 현재 농맹인의 범위와 규모에 관한 파악 조차 되지 않는 현실에서 비롯되었

다. 이제껏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이들과 함께, “그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예술이 작용하는 것” 그것이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이라 말한다. 

안경진의 손끝예는 수잔 레이시가 ‘새 장르 공공미술 New Genre Public Art’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1990년대 이후 ‘공익 속의 예술’은 공공 미술의 새로운 흐름이 되었

다. 이는 전통적이고 비전통적인 매체를 사용하여, 광범위하고 다양한 관객과 함께 그

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 소통하는 예술 실천을 말한다. 공익과 예

술의 관계를 훨씬 더 지역적으로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의 가치 안에서 해석하는 입장

에서 발전된다. 공공미술이 도시 속 물리적 공간이나 공공 조형물이 갖는 유형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와 소통, 정치적 관점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이다. 생태주의, 페미니즘, 참여 민주주의, 시민사회, 소수자 문제 등의 다양한 요구를 

예술을 통해 질문한다. 

산업 단계에서 도시 단계로 발전함에 따라, 도시는 자본의 재생산 공간과 이윤의 장소

로 경제화하고 기능화한다. 도시 공간은 자본주의가 존속하기 위한 핵심적 기능을 수

행한다. 2008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전면화된 ‘기업적 도시’ 만들기는 새 장르 공공미

술의 실천을 어렵게 한다. 빠른 시간에 단기 이윤을 내기 위해 공공 재원을 단기 프로

젝트에만 사용하는 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회 문제들은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

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이다. 이미지 전략상 매스미디어에 적합하지 않아 시장화되지 

않는 사회적 이슈나 도시 문화는 사라지게 된다. 

안경진의 손끝예는 가장 드러나지 않는 존재 중 하나인 농맹인의 상황을 알리고, 예술 

교육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을 가진다. 게르하르트 슐체는 문화 영역의 

중요하고 특수한 측면 중 하나로 사회문화라는 문화정책적 이상을 말한 바 있다. 이때 

사회문화라는 개념은 ‘국가가 장기간에 걸친 인간의 비상업적 일상 문화 영역에 개입

하여 도시 지역 내의 작은 세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으로 이해된다. 이 프로젝트

가 단순한 온정주의를 벗어나, 치열한 고민과 장기적 실천이 함께 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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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광

낙산 풍류승강기

종로구 창신동은 도시에 위치한 오래된 주택가로 풍부한 관광자원과 입지적 우수성

에도 불구하고 높은 언덕으로 인하여 외부의 접근성이 떨어져 발전이 더디고, 언덕

의 경사도 및 좁은 도로로 인해 대중교통의 운행 불가 지역주민들의 이동이 매우 불

편하다. 이로 인하여 도시와 동네를 편하게 이어줄 수 있는 승강기가 필요 하다고 판

단되어 기획해 보았다.

대상자치구 종로구(자유)

공모유형 도시환경 개선

지원유형 개인

기획의도

나는 창신동에 작업실이 있다. 몇 년 동안 이곳에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

었고 작업실 앞에도 채석장 전망대와 산마루 놀이터라는 공간들이 생겼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동네사람으로서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 나뿐만이 아니라 재

생사업을 반대한다는 플랜카드 전단지가 동네 여기저기에 계속해서 걸려맀다 함

은 재생사업의 전반에 가난과 척박함을 내세워 이를 관광지화 하고 실제 주민들의 

삶은 바뀌주지 못했던 그동안 사업에 대한 반발 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역주민

으로 실제 우리지역에 도움이 될 프로젝트를 하고 싶었다. 내가 조사한 사업의 대

상지는 창신동에 위치한 경사도 높은 언덕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15분가량

의 산동네 길을 걸어서 올라가야 한다. 또 이곳은 경사도가 너무 높아 마을 버스는 

안전상 운행이 불가하다. 이로 인하여 동네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동네 특

성상 고령의 주민들이 많음) 또 그 동안 언덕 위에 도시 재생 사업으로 완성된 공간

들도(채석장 전망대, 산마루 놀이터) 위와 같은 이유로 접근성이 떨어져 아직은 많

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쉬워 본 사업을 기획하였다. 

미술은 예술성과 창의력이 중요한 덕목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

상에 조금 더 보탬이 되어야 하고, 사람들과 함께 숨쉬어야 한다.

작품설명

작품에 대한 설명 전 이곳의 지형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 하고자 한다.본 대상지는 일

제시대에 화강암 광산으로 이용되었던 지역으로 일제의 수탈이 이루어 지기도 하였

고, 여기에서 채석된 대리석으로 여러 근대화 건물이 지어지기도 하였다. 후에 광산

이 제 역할을 다 하자 돌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자 시멘트를 발라 현재의 기이한 모습

을 가지게 되었다. 아픈 역사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크리스토와 장클로

드의 대지미술처럼 보이기도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어려운 묘한 풍경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성을 살리고 원형을 보존 이를 회손하지 않도록 되도록 심

플하고 간단하게 작품을 제작하고자 한다.

또 사업 제목은 낙산 풍류 승강기인데 낙산은 현재의 주택가 모습과는 달리 조선시

대에는 아름다운 명승지 였다고 한다. 승강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러한 마음을 

느낄수 있도록 엘레베이터가 올라가는 곳에 자그마한 정원을 만들 예정이다. 특히 

승강기의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정원은 저예산으로도 좋은 느낌을 주기 위

하여 정상에 기와지붕 연결 다리에 자연 정원 느낌의 모스이끼 설치 출입구에 작은 

모니터 설치 후 풍류에 맞는 간결한 영상 상영등으로 그 제작비를 줄이면서도 풍부

한 느낌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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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

지역 주민으로 불편하게 느낀 부분 주민의 편의가 우선 되는 기획인 만큼 실용성을 

우선으로 한다 3면 유리타워형 승강기를 기본으로 설치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종

착지점에는 근대화 이후 창신동을 따라 다녔던 가난을 관광지 하기 보다 작은 정원

을 만들어 옛 선조들이 느꼈던 한양 최고의 명승지였던 낙산의 모습을 즐길 수 있

도록 하자. 공간이 가진 역사성을 고려 회손이 적고 현재 시민들의 불편이 급한 부

분인 만큼 간결하게 설치 할 수 있도록 한다 특별한 건축이나 예술적 설계 없이도 

주변의 풍경을 잘 이용 승강기가 하나의 대지미술 작품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한다.

승강기가 정상에 올라갔을 때 정원의 모습은 예산을 절감하여 화려하게 꾸미기 보

다 적은 설치로도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수 있도록 승강기위에 기와지붕 옆면에 모

스이끼 설치 승강기 문위에 모니터 설치 후 자연과 정원에 걸맞는 간별한 영상컨텐

츠등을 상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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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1. 높은 지형으로 인하여 등반의 힘들음, 바로 아래 도시와의 단절 등 거주민들의 

불편 해결

2. 경사 높은 언덕과 좁은 도로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및 주차난등을 어느 정

도 해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3. 기존에 만들어 져 있던 도시재생의 성과물들에 대하여 접근성을 높여 시민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4. 기존에 창신동에 이루어졌던 도시재생 사업들이 미적인 것 위주 관광 위주로 이

루어지며 주민들의 편의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적어 이에 대한 절충안이 필

요할 듯 함

5. 엘리베이터 위에 작은 정원을 마련하여 올라갔을 때 작은 풍류를 느낄 수 있도

록 하고, 일부러 찾아가는 곳이 아닌 항상 마주치는 곳에서 그 감성을 느낄 수 있

도록 함

현 문화미디어줄 대표

2020 수학여행 와이아트갤러리 개인전

2019 수학여행 갤러리 나오 개인전

2018 인생을 바꾸기 위해 버려야 할 몇 가지 것들 공간291 (서울) 외 다 개인전

2014-2020 서울문화재단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예술교육

2015-2017 서울문화재단 시민예술대학 외다수 예술교육

2020 경기문화재단 백만원의기적-wash your hands 짝짝짝 

경기문화재단 아트체인지업-사진탐정 왕봉구

영상제작

영상제작

2010 플래툰쿤스트 할레 Studio B 입주작가 레지던시

2009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5점 

일민미술관 외 개인소장

작품소장

작품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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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희승    두산갤러리 큐레이터 

아이디어로서의 승강기: <낙산 풍류 승강기>에 대하여

양재광의 <낙산 풍류 승강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종로구 창신동이라는 지역과 주민

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작가의 작업실은 창신

동의 가장 높은 동네에 위치해 있는데, 그는 이곳에서 오랜 시간 지역을 바라보며 ‘어

떤 공공미술 작품을 예술적으로 제작할 것인가?’라는 질문보다 ‘현재 주민의 삶에 정

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먼저 떠올리게 되었다. 그리고 낮은 곳에서 높

은 곳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의 편리한 이동을 도와주는 ‘승강기’라는 구조물

을 만들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서울에서 지대가 높기로 유명한 창신동, 그중

에서도 가장 높은 동네, 먼 과거에는 화강암 채석장이었다가 낙석 방지를 위해 시멘트

로 거칠게 마감된 기묘한 돌산이 작가의 아이디어의 배경이 되었다. 이 승강기가 설치

될 장소는 창신동 파출소 옆 윗동네인데 (지봉로 13길), 이동을 위해 15분 가량 등산에 

가까운 가파른 길을 걸어서 오르내려야 한다는 특징으로 인해 주민 생활의 오랜 불편

함으로 남아있는 곳이기도 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본 것은 이 아이디어가 도출되기까지의 양재광 작가가 거쳐온 

생각의 과정이다. <낙산 풍류 승강기>에 대한 그의 계획은 자신 또한 주민의 한 사람

으로서 지역 재생에 대한 시선을 관광시설의 개발과 관광객 유치로부터 주민의 실제 

삶을 도와주는 실용적인 시설의 설치로 뒤바꿔 바라본 것이다. 작가는 7년여 동안 창

신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다수의 도시재생 사업이나 공공미술 사업이 엄청난 액수의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실제 삶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람들과는 무관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 시설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

은 것은 물론이고, 창신동 전체 인구수에 비해 시설의 숫자가 많아져 각각의 이용 빈

도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의 결론이다. 이에 반해 특별하지 않아도 고령의 

노인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유모차도 오를 수도 없으며 저녁에는 

위험해서 아이들이 발길을 옮길 수 없는 곳. 이런 일상의 장소를 대상지로 두고 승강기

를 통해 동네가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하는 것을 구상의 우선순위로 삼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낙산 풍류 승강기>의 외관은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안정성이 높은 

투명한 몸체와 녹색 파이프, 스틸 프레임의 구조를 선택하였고, 승강기 주변을 꾸며줄 

모스 이끼마저도 관리가 가장 쉬운 식물 중 하나라는 유용성과 실용성에 집중하여 설

계되었다. 승강기 꼭대기의 한옥 지붕과 작은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영상으로 아주 

사소한 풍류를 담았다. 양재광은 이 상상의 승강기를 통해 동네 이곳저곳으로 사람들

의 이동이 원활해지고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편히 돌아다니는 변화된 창신동의 모

습을 그려보았다. 그리고 이처럼 매일의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공공미술 사

업의 기본적인 측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계획안에서 읽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작가의 목소리이다. 덧붙여 그는 가파른 지역의 절벽이 작가의 작품으로 접근한 실용

적인 승강기가 놓임으로써 또 다른 미적 풍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낙산 풍

류 승강기> 아이디어를 통해 그가 왜 거의 모든 것을 실용에 집중한 프로젝트를 제안

하게 되었는지, 아이디어가 출발하고 발전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지역의 삶에 대한 이

야기를 들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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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봉(스튜디오 스윕투)

구름이 머무는 담장 (운정담)

북악산에 걸려 있는 구름의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아 계획된 ‘구름이 머무는 담장’은 

인왕산과 북악산 등 수려한 자연 경관에 근접한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옹벽 디

자인이다. ‘기상청 국민참여관측’에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된 하늘의 색을 담

은 구름 씨앗은 바람에 의해, 혹은 이곳을 거쳐가는 사람들의 손길로 인해 수 백, 수 

천 가지의 하늘과 구름의 조합을 만들어낸다. 자발적으로 기록된 하늘의 모습에서 시

작된 경기 상고 옹벽은 항상 변화하는 표정을 만들어낸다.

대상자치구 종로구(경기상업고등학교 옹벽)

공모유형 공간조성 및 전시, 도시환경 개선

지원유형 개인

기획의도

이 약 150미터 높이 3미터 높이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경기 상고 옹벽은 페인트

의 노후가 심하여 많이 벗겨진 상태이며, 하부 화단도 많이 손상되어 있어 지역 주

민과 다수의 문화재 및 현대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

공하지 못하고 낙후된 이미지를 주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매일 대상

지를 오가는 학생들에게 항상 새롭고 밝은,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 

작품설명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기상청 국민참여관측’ 홈페이지에는 전국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오늘의 하늘 사진을 업로드한다. 시,도별, 그리고 날짜별로 구

분된 데이터베이스는 새로운 옹벽 디자인의 출발점이 된다. 

알루미늄 시트로 접어서 만들어진 ‘구름씨앗’은 바람개비 형태를 가진다. 크게 3 면

을 가진 이 구름씨앗에는 ‘기상청 국민참여관측’에 저장된 하늘 사진에서 추출된 하

늘의 색깔이 해당 날짜와 함께 각 면에 페인트칠 된다. 수 백개의 구름씨앗으로 덮

힌 경기상고의 옹벽은 먼저 바람의 흐름에 따라 회전하며 매 순간 다양한 모습의 하

늘과 구름의 모습을 만들어낸다. 또한 이곳을 오고 가는 사람들의 손길에 의해 새로

운 형태의 구름과 하늘의 모습을 만들어낸다. 멀리서 보면 하늘과 구름의 모습이지

만 가까이 다가가 구름 씨앗을 살펴보면 해당 하늘 색깔의 날짜를 발견할 수 있다. 

구름씨앗과 기존 옹벽 사이에는 점 형태의 LED 조명이 설치되어, 밤이 되면 회전

하는 구름 씨앗 사이로 일렁이는 빛을 감상할 수 있다. 마치 밤하늘에 별이 뜬 것처

럼 경기상고 옹벽 주변을 밝게 비추는 LED 조명은 밤길을 오고 가는 사람들의 안

전을 책임진다. 

세부계획

1. 알루미늄 시트를 접어 구름씨앗 제작. 

2. ‘기상청 국민참여관측’ 에 업로드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각 구름씨앗에 페

인트칠 될 색깔 선정, 구름씨앗에 페인트칠.

3. 표면처리된 스테인리스 스틸을 활용하여 화단과 상부 덮개를 제작.

4. 기존 옹벽에 전기배선 튜브를 설치 후 LED 조명을 설치.

5. 화단과 상부 덮개 사이에 구름씨앗을 설치. 

*사이즈와 세부 재료는 첨부된 이미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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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경기상고 옹벽을 오고 가는 사람들의 그룹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이곳을 

매일 같은 시간에 거쳐가는 학생들, 그리고 자하문 터널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운전

자들, 마지막으로 창의문, 청운공원, 윤동주문학관, 자문밖창의예술마을을 방문하

기 위해 종로구를 찾은 관광객이 있다. 새로운 경기 상고의 옹벽은 모든 그룹에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먼저 매일 같은 시간에 이곳을 지나가는 학생들은 

매일 다른 모습의 하늘을 바라보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는

다. 차량으로 출,퇴근 하는 운전자는 출근과 퇴근의 서로 다른 모습의 하늘을 보며 

시각적인 즐거움을 얻는다. 마지막으로 긴 옹벽을 처음 걸어보는 관광객들에게는 

각 구름씨앗의 색과 각인된 날짜가 의미하는 내용을 보며 다양한 하늘의 색에서 주

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

2015

2011

쿠퍼유니온 건축대학원(뉴욕, 미국) 건축석사 (M.Arch II) 졸업

한양대학교 건축학과(서울캠퍼스) 졸업

2016.1-2020.6

2010-2012

파퓰러스(보스턴, 미국) 건축디자이너

간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디자이너

2020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최종 입상작

제15회 한국농촌건축대전 공모전 계획부문 한국농촌건축학회 학회장상

수상

수상

2014 International Velux Award, Austria ,Winner-2nd Prize 수상

2015 THE CRITICAL MOMENT², Arthur A. Houghton Jr. Gallery, New York, USA 전시

2014 IVA 2014 Exhibition ,Semperdepoet, Vienna, Austria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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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김지연    Art Writer

표정이 있는 장소   

시인 한정원은 책 『시와 산책』(2020)에서, 자신은 ‘산책을 다녀올 때마다 다른 사람

이 된다’고 했다. 길을 걸으며 보고 듣고 만난 것들이 그새 자신의 내부에 담겨서 변

화를 생성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고 듣고 만난 것들이 한 사람을 이룬다. 때문에 매

일 걷는 거리의 풍경은 한 사람의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아침저녁으

로 무의식중에 스쳐 지나간 풍경들이, 그때 느낀 생생한 감정들이 이후의 정서에 길

게 영향을 미친다. 

전재봉(스튜디오 스윕투) 작가의 <구름이 머무는 담장>이 설치될 경기상고 옹벽은 사

람으로 치면 무표정한 얼굴이다. 150미터에 이르는 긴 벽은 페인트를 칠한 지 오래되

어 이미 벗겨져 있고, 하부의 화단도 손상된 채 버려져 있다. <구름이 머무는 담장>은 

이 거리 풍경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커다란 벽에 표정을 불어 넣음으로써, 매일 이곳을 

오가는 주민들에게도 표정이 있는 기억을 만들어주려는 프로젝트다. 

작가는 인왕산과 북악산 등 해당 지역 인근의 자연경관에서 영감을 얻었고, 북악산에 

걸려 있는 구름의 이미지를 경기상고 옹벽에 표현하기로 했다. 벽을 덮는 구조물은 수

많은 개별 유닛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알루미늄 시트를 접어 3면이 다른 색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 이 유닛은을 ‘구름씨앗’이라고 이름 붙였다. 구름씨앗은 자연의 바람이나 

도로의 자동차가 지나며 일으키는 바람, 지나는 사람들의 접촉으로 인해 움직이며 매

번 다른 색깔의 조합을 만들어 낸다. 이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하늘의 모습을 닮았다. 

한편 구조물 뒤에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밤에는 구름씨앗의 움직임에 따라 마치 별

빛이 담긴 하늘의 모습처럼 일렁이는 빛의 풍경이 표현된다. 

각 구름씨앗은 3면이 모두 다른 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기상청 국민참여관측’에 

저장된 하늘의 색에서 추출한 것들이다. 이 페이지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찍어 올

린 하늘의 사진이 올라와 있다. 작가는 그 하늘의 색을 수집해 페인트 컬러를 조색하

고 구름씨앗의 각 면에 칠한 뒤 날짜를 새겼다. <구름이 머무는 담장>에서 만나는 것

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쳤던 다양한 하늘의 색이자, 그것을 바라보았던 누군

가의 시간이다. 수백개의 구름씨앗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하늘의 색을 담음

으로써,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공공미술이 아니라 모두의 작품이 된다. 

공공미술과 공공디자인은 해당 지역에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삶에 어우러질 때 더 큰 의미를 생성하며 효과가 증폭

된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공간을 더욱 사랑하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을 때 공공미술

과 공공디자인이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구름씨앗이 운집한 거대한 벽은 멀리서 보면 하나의 풍경이지만, 가까이서 들여다보

면 구름씨앗의 각 면마다 매일의 하늘이 보인다. <구름이 머무는 담장>이라는 작품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업로드한 하늘의 사진, 그 사진을 찍은 누군가의 시선과 일상, 작

품을 지나는 사람들의 손길, 거기서 매일 생겨나는 여러 사람의 작은 기억들과 함께 완

성된다. 구름씨앗에 칠한 색깔이 모여 커다란 하늘의 풍경을 이루며 거리에 표정을 만

들듯, 작품에 관여한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연대하고 화합하여 만든 보이지 않

는 풍경은 이 장소에 의미를 심는다. 

단순히 물리적 공간만으로는 사람의 삶에 의미가 될 수 없지만, 그 공간에 문화와 경

험, 시간과 역사가 쌓일 때 공간(Space)은 장소(Place)가 되며 마침내 맥락(Context)

을 형성한다. 이 작품이 설치됨으로써 주민들이 매일 지나치는 공간은 버려진 낡은 벽

이 아니라 ‘구름이 머무는 담장’, ‘운정담’이 된다. 매일 바뀌는 운정담의 표정과 함께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마음에 일렁이는 풍경을 담고 그날의 하늘 색을 인지하며 일

상의 기억을 쌓는다. 그렇게 이곳은 <구름이 머무는 담장>이라는 매개체로 인해 그들

의 삶에 남는 장소가 될 것이다.



833832 코로나19 서울공공미술 100개의 아이디어종로구 정현준

정현준

만남의 광장

노인 미술 대안공간으로써의 바둑 기원

대상자치구 종로구(자유)

공모유형 주민참여 공동체 활동

지원유형 개인

기획의도

노인 복합 문화공간

낙원상가는 실버영화관, 음악회 등 노년층을 위한 여가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주변

에 있는 노인복지센터나 탑골공원, 종묘공원은 노인들의 방문이 잦은 곳으로 그들

의 주요동선상에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같은 문화적, 지리적 이유로 낙원상가는 본 

작업의 의도와 부합하는 장소이다.

미술-바둑–노인

한 판의 대국에서 노인은 자신의 노하우로 수를 두고, 집을 짓는다. 바둑판에 그려

진 324개의 픽셀을 통해 그들의 삶이 시각화된다.

이것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노인의 미술이지 않을까 하는 물음과 함께, 미

술 안 대안공간에서 제외되었던 노인을 위한 ‘기원’형태의 대안공간을 운영한다.

∴ 동시대 비시각대상 시각화

작품설명

기원

한국 대중음악 역사와 함께한 낙원상가는 1970~80년대 악사들의 필수 아지트였

다. 이러한 공간적 특성을 활용해 그 시대의 음악살롱 컨셉을 가져와 기원에 적용

한다. 그리고 현재 종로 3가를 채우고 있는 취준생, 성소수자, 노인들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제공한다.

바둑 유튜버 프로연우 ≪노인 바둑 해설 콘텐츠≫

노인이 표현한 바둑의 해설은 미술 비평의 행위로 이어진다. 이 행위를 통해 채널 

구독자는 노인의 바둑이 미술로 읽히는 풍경을 보게 된다.

시대상을 반영한 뉴 타입 ≪기보≫

바둑 해설집 기보는 노인의 감각을 다른 세대에게 전달한다. 대국 시 노인의 말은 

유튜버 프로연우와 역사/미학/철학 전문가의 콜라보를 통해 재해석된다.

≪낙원 오리지널≫ 시리즈

1. 노인은 영상 크리에이터가 되어 본인과 주변의 서사를 영상으로 기록한다. 

    그 영상물은 실버영화관에서 정기적으로 상영된다.

2. 영화 ≪만남의 광장≫

    대국에서 보이는 노인의 이야기와 살아가는 수법을 통해 현 사회의 노인 소외와 

    혐오, 그리고 이들의 당사자성이 드러나는 영화를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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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

기원

1980년대 음악 살롱 컨셉으로 루바벽 등 시대상을 반영한 인테리어 (*이미지 첨부)

예상 공간: 낙원상가 519호 (*125.4m2, 이미지 첨부)

희망 공간: 낙원상가 447호 더 사운즈 스튜디오

프로그램

1. 노인 바둑 해설 콘텐츠 ≪노인 바둑 빅매치 해설≫

바둑 유튜버 프로연우의 채널 콘텐츠 제작 및 지역별 노상 바둑 아카이브 구축

*대국 촬영 ▹ 유튜버에게 데이터 전송 ▹ 해설 및 편집 ▹ 유튜브 업로드

2. 뉴 타입 ≪기보≫

사진 잡지 ‘VOSTOK’의 부록으로 격월 간행물 제작 및 배포 *디자인: 물질과 비

물질

낙원 오리지널 시리즈 -실버영화관 상영

1. 크리에이터 영상 ≪월간 ○○○≫ ex) 월간 오기동

매달 주제를 정하여 기원 방문 노인에게 브이로그용 카메라를 전달해 촬영 후 ▹ sd

카드 로테이션을 통해 데이터 백업 후 편집

2. 영화 ≪전국 노상 노인 바둑 대회≫

노상 바둑 공간을 돌아다니며 토너먼트 형식의 대회를 열어 바둑왕을 찾는다. 최종 

결승전은 낙원상가 기원에서 진행된다.

*지자체 홍보기관을 통해 대회 일정 알림 ▹ 해당 내용 현수막 제작 ▹ 영화팀 출

장 ▹ 편집 ▹ 상영

※ 해당 프로젝트 지원 예산 외 기업 펀딩 계획

ex> 낙원상가, 대한바둑협회, 기업광고 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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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지역

- 새로운 노인 복지 패러다임 제시

- 종로구 내 부족했던 노인 문화 공간 마련

- 낙원상가 내 실버영화관 외 새로운 노인 여가 네트워크 형성

플랫폼

- 노인들의 논리와 상상이 작동하는 문화 시설 구축

- 본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역할을 경험하고, 제작된 콘텐츠로 인해 새로운 노인 

유튜브 문화와 알고리즘 생성

미술

- 사료로 기능하는 노인 미술의 가능성 발견

- 미술 안 새로운 대안공간 제시

2020 <왜 모르고 왜 기억이 안 나는지>, 아트 스페이스 풀 단체전

2019 <더스크랩>, 동대문구 왕산로9길 24 단체전

2017 <태양 낙원> 상명대 디자인갤러리 

<더스크랩> 동대문구 왕산로9길 24

단체전

2020 <예술인파견지원사업> 민주화기념사업회 영상제작 연출팀 활동

2019 <서울사진축제 리서치쇼> 전시설치팀, 북서울 시립 미술관

<줌백카메라> 전시설치팀, 세마벙커

활동

활동

2018 <서울사진축제 멋진 신세계> 전시설치팀, 세마창고 활동

2017 <동백꽃 밀푀유> 전시설치팀, 아르코 미술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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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김지연    Art Writer    

보이지 않는 세계에 목소리 부여하기

종로는 노인들의 공간이다. 종로3가의 대로변에는 노인들을 타겟으로 하는 포장마차

가, 종묘 인근의 골목에는 잔술과 저렴한 안주를 파는 선술집이늘어서 있으며, 오래된 

낙원상가에는 실버영화관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한다. 상징적 공간인 탑골공원은 말할 

것도 없다. 노인들만의 문화에 따라 돌아가는 그곳의 질서는 젊은이들이 넘치는 바로 

옆 익선동 거리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상하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노인들의 세계는 

분리되어 있고, 우리에게는 그 안이 자세히 보이지 않는다.

혐오는 무지로부터 온다. 언젠가 청년이었을 누군가에게 세월과 노화가 자연스레 찾

아오면 노인이 된다. 그리고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며 정보와 문화 습득이 느려지고, 

자신이 전성기를 누리던 때의 문화에 정체된 채 살아간다. 누구나 같은 순서를 겪는다. 

노인은 사회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똑같은 사회 구성원이다. 하지만 노인은 곳곳에

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된다. 어쩌면 그것은 서로 모르기 때

문에 벌어진 일일 테다. 

정현준 작가는 미술이 무언가를 새롭게 시각화하는 것이라면, 공공미술 역시 보이지 

않던 대상을 새로운 형식으로 시각화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노인들을 가까

이에서 관찰하며 그들의 문화와 행동 양식에 나름의 이유와 배경이 있음을 알게 되었

다. 한국전쟁이나 경제성장 등 지금의 세대가 겪지 못한 사회적 바탕이 그들을 형성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종로의 밑바닥에 촘촘히 깔린 노인들의 질서처럼 잘 드러나지 않

는다. 그래서 작가는 노인들의 스포츠인 바둑과 드라마라는 친숙한 매체를 이용해 노

인 집단을 가시화하고 그들의 삶과 문화를 드러내 보기로 했다. 

바둑판 위에서 각종 전략을 통해 집을 지으며 사활을 가리는 바둑은 그 안에 인생의 진

리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략을 짜고 돌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개개인

의 삶의 노하우가 드러난다. 바둑판의 네모난 칸과 흰 돌과 검은 돌이 만들어내는 유

동적인 형태는 플레이어인 노인의 삶을 담은 상징적인 이미지다. 그래서 작가는 노인

들의 바둑을 미술적 실천으로 상정하고 <만남의 광장>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종로, 그중에서도 특히 오래된 낙원상가 건물에 과거의 음악 살롱을 테마로 한 기원을 

만들고, 노상 노인 바둑대회를 개최한다. 이 바둑대회를 촬영한 드라마와 기원에서의 

일상을 노인들이 직접 촬영한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물을 영화관에서 상영한다. 또한, 

바둑전문 유튜버의 바둑해설과 함께 바둑해설집 ‘기보’를 제작하여 바둑을 미술의 언

어로 재해석하길 시도한다. 이를 통해서 바둑 두는 노인들의 일상은 작품이 되고, 바둑

을 두는 행위는 하나의 퍼포먼스가 된다. 

작가는 ‘구체적인 공공에게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미

술’이 바로 공공미술이라고 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생산성을 상실하고 뒤편으로 물

러났던 노인들은 이 사회에서 늘 타자화 되었던 집단이다. 그는 보이지 않던 노인들의 

삶을 바둑과 드라마라는 매개를 통해 가까이 들여다보고, 그들만의 세상 밖으로 꺼내

며 목소리를 부여한다. 

노인들은 바둑대회 참여와 일상의 브이로그 촬영 등으로 <만남의 광장>이라는 공공

미술에 참여하며 자신들이 쌓아온 삶의 역사와 지혜를 시각화한다. 이렇게 생산 주체

가 되며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되찾음으로써, 자존감을 높이고 수동적이고 방어적이

었던 삶의 방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바깥으로 나온 노인들

의 삶과 문화는 마침내 다른 세대에게 닿는다. 이는 세대 갈등의 폭을 좁히고 혐오를 

넘어서는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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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진

워킹 쓰루 갤러리(Walking Through Gallery)

갤러리 확장(Open Air Gallery), 지역 상권 활성화, 예술과 지역 상생

대상자치구 중구(자유)

공모유형 작품설치, 공간조성 및 전시, 도시환경 개선

지원유형 팀

팀 김남진

황인선 사진/팀장

오혜련 사진/큐레이터

남태영 사진/코디네이터

길민영 사진 교육/에듀케이터

기획의도

- 충무로 사진의 부활:상권과 결합한 새로운 갤러리. 1점포, 1작품. LED 조명 액자

(파사드에 개폐형)를 사용하여 도보 이용자의 갤러리 투어.

- 향후 골목 점포의 홍보 사인물로 재정비될 것으로 예측. 기존 사진액자보다는 눈에

잘 띄는 LED 조명 액자를 사용하여 야간도 전시 가능.

- 워킹 쓰루 갤러리에 참여하는 각 점포에 전시 맵(팜플렛)을 비치하여 작품들을 찾

아가서 보는 즐거움(투어 스탬프 방식). 거리는 새로운 개념의 전시장.

- 홈페이지 구축하여 현장 작품마다 설치된 QR코드를 설치하여 관람객이 필요에 

따라 작품 및 대표작가들을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리서치 가능.

- 충무로 요식업체(거북상조회)의 50여 회원 점포부터 시범적으로 운영. 향후 작품

교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 비용은 충무로 요식업체(거북상조회)에서 지속적 

지원(상조회 협조 의향서 첨부)

작품설명

- 충무로 수포로는 충무로 구도심이 몰려있는 중심지구이며, 지금도 필름 카메라를 

취급하는 국내 유일한 클러스트이다. 사진출력소, 인쇄소, 갤러리, 일반음식점 등

이 밀집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 코로나 19로 밀폐된 갤러리 공간에서의 전시 한계를 벗어나서 외부의 열린 공간

에서 자연스럽게 사진을 즐기고, 나아가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돕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한다.

- 야외 갤러리는 1점포, 1라이트 박스를 점포 파사드에 영구 설치하는 방식으로, 알

루미늄 프레임에 필름 전사 방식으로 사진 작품을 전시, 야간에도 LED투사 방식

으로 전천후 갤러리를 운영. QR코드 방식으로 작품 설명.

세부계획

- 건물 파사드에 A형(400X600), B형(800x1200), C형(1400x2,000),특수형(가로

세로 2,000mm이상)등의 알루미늄 LED 박스를 주문 제작. 현재 기술적으로 검

증된 “JCDecaux사”의 LED 광고판을 토대로 국내 기술진을 제작 검토 완료 1차 

50개소 설치 예정. (1개 박스에서 3개의 사진이 회전하는 방식으로 제작) 

- 동시에 QR 코드를 활용해 현재 운용되고 있는 서울사진축제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작품, 작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현장내 50개소의 작품 설치 Map를 설치하여관

람객의 동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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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는 신인 및 기성작가 중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를 중심으로 개막전을 내년 초 

진행할 예정임. (충무로 4개 사진 전문 갤러리와 연계 전시를 토대로 작은 사진 축

제로 발전시킬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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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사진문화 메카인 충무로 지역을 리버스(Rebirth)시키는 프로젝트이자 예술의 전진 

배치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신장시키고자 함. 

특히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1. 새로운 개념의 전시방식을 통해 “갤러리의 확장”을 

꾀하고 2. 급속하게 늘어나는 사진 인구 속에서 “신진 작가의 등용문”으로서 기능

에 일조하며 3. 침체되어 가고 있는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와 도심 재정비”을 기대

함 4. 특히, 기업과 콜라보를 통해 갤러리 후원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긍정적 시그널이 있었으며 5. 향후 안정적인 궤도에 이르러서는 사진 야외 사진 페

스티벌로의 확대 발전 가능성이 있다.

2020 Last Dreamer, 갤러리 브레송, 서울 (전시기획)

2019 On Photography, 갤러리 브레송, 서울 (전시기획)

2017 NEXT GENERATION, 갤러리 브레송, 서울 (전시기획)

2016 사진인을 찾아서, 갤러리 브레송, 서울 (전시기획)

2012 충무로사진축제 집행위원장

2011 서울사진축제 총감독(서울시)

2009-2006 서울국제사진페스티벌 기획/총감독 (현 서울시 주최 “서울사진축제”의 전신)

소개글

강보라    문화연구자, 연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남산의 북쪽을 동과 서로 가로지르는 충무로는 오랜 기간 서울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

다. 번화가의 중심이었던 명동, 극장이 밀집되어 있던 충무로4가와 각종 인쇄업체들이 

즐비한 충무로 3가에 이르기까지 충무로는 문화예술의 상징으로 존재했다. 시간이 흐

름에 따라 충무로의 실질적 기능은 상징적 의미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고, 한동안 충

무로는 과거의 영화(榮華) 안에 봉인된 장소로 기억되었다. 

“워킹 쓰루 갤러리(Walking Through Gallery)”는 사진 전시를 통해 충무로의 부활을 

꾀하고자 한다. 충무로의 구도심인 수포로에 위치한 사진 출력소, 인쇄소, 갤러리, 일

반음식점 등의 상권을 야외 갤러리 삼아 충무로를 드나드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워킹 쓰루 갤러리”는 한 점포당 하나의 작품을 LED 조명 액자 형

태로 설치하여 개방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사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형태를 띤다. 이

는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더라도 안전한 관람이 가능하도록 할 뿐 아니라, 주변 상권

의 활성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워킹 쓰루 갤러리”는 크게 3년에 걸친 계획을 가지고 있다. 1년차에는 서울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시범 운영하고, 2년차에는 지역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공공갤러리를 구축

하려고 한다. 마지막 해인 3년차에는 공공 갤러리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타진하는 차원

에서 국제사진축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워킹 쓰루 갤러리”의 첫 번째 전시 주제는 ‘The Last Dreamers’로 코로나 팬데믹 상

황에서 인류가 겪은 존재론적 변화를 다룬다. 이제껏 생태계의 최상위 위치를 점유했

던 인류가 취약함을 여과없이 드러낸 상황에 대한 사진 작가들의 시각적 사유를 보여

줄 것이다. ‘The Last Dreamers’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새

롭게 제작되거나 미발표 상태에 있던 작품을 재해석하는 차원에서 선정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The Last Dreamers’ 전시는 두 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섹션

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관계망의 의미를 되짚어볼 것이

다. 예상참여작가로는 김문호, 고정남, 정윤호 작가 등이 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코

로나 팬데믹 가운데 놓인 우리 내면의 세계를 탐색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이를 위

해 이정록, 김광수, 고상우, 이명우, 손은영, 이수철 작가 등이 예상참여작가군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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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올리고 있다. 

“워킹 쓰루 갤러리”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김남진 작가는 2011년 ‘서울사진축제’ 총감

독, 2012년 충무로사진축제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국제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

하는 작가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사진 작업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일에 앞장서왔다. 때

마다 사진 작업을 통해 시의적으로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자 했기에 이번 “워킹 쓰루 

갤러리” 전시 또한 더 넓은 층의 대중과 만나는 기회가 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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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공공미술프로젝트

소리의 조각: 청계천-을지로 골목에서 들리는 편지

관객이 지역을 거닐면서 의미를 발견하는 참여형 프로젝트. 관람 가이드로 제시되는 

‘공간의 매개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특정 위치에 서면 현재는 사라진 장소를 3D 

영상으로 재생한다. ‘공간의 매개자’가 관객과 골목의 시간적, 지리적 공간을 중첩한

다면, ‘벽의 온도’와 ‘골목의 빛’은 지역의 여러 주체의 관계를 드러내는 작업이다. ‘벽

의 온도’는 골목 벽에 관객의 손이 닿으면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청계천 산

업생태계망을 형상화하는 ‘골목의 빛'은 재개발로 없어진 500여 가게들의 네트워크

를 파란색 조명으로 시각화한다.

활동명(팀명) 을지로공공미술프로젝트

대상자치구 중구(자유)

공모유형 작품설치, 공간조성 및 전시, 도시환경 개선, 주민참여 공동체 활동

지원유형 팀

팀 문상훈

박은선 작품 기획 및 제작

안근철 자료 조사 및 작품 기획

장현욱 작품 기획 및 제작

최혁규 자료 조사 및 작품 기획

홍지수 작품 기획 및 제작

기획의도

서울은 알츠하이머의 도시이다. 도시 사람들이 살고 숨 쉬었던 흔적의 결은 동일한 

형태의 고층 빌딩과 아파트로 바뀌어간다. 우리가 만지고 보고 냄새 맡았던 것들은 

신기루였을까? 도시 사람들의 실존은 공격적인 도시 개발에 의해 늘 위태롭고 도

시의 다양한 가치들도 도시 부동산 가치에 의해 산산이 흩어지고 지워진다. 청계천

과 을지로는 서울의 옛 골목 등 도시조직이 가장 온전히 남아있는 장소이고 평균 

34년이 넘는 숙련 제조 기술자들이 4만 명 이상 밀집된 공간인 중요한 도심 산업 

생태계 지역이다. 수많은 대학 연구소, 병원 등에서 이 장소는 실험 장치와 수술 기

계를 만들어가고, 예술가들에게는 상상력을 제공하는 판타스마고리아이다.그러나 

지난 2년간의 개발로 쫓겨난 점포의 숫자만 500개가 넘는다.

우리는 설치 작품을 통해 이 공간 자체를 드러내고 그 안에서 살아온 상인들, 기술

자들의 이야기들과 도시 사람들을 이어주는 설치 작품을 만들어 도시 사람들의 실

존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자 한다.

작품설명

이 작품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벽의 온도: 20군데의 벽에 사운드 설치(전도성 페인트로 작동되는 사운드 장치). 청

계천-을지로 철공소 골목의 벽에 참여자들의 손이 닿으면 청계천에서 일해온 기술

자, 상인, 식당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전도성 페인트 예시 링크: https://

youtu.be/pVvEQUbhar8) 

공간의 매개자: 이 작품은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될 작품으로, 앱을 켜면 현재는 사

라진 골목의 3D 영상 데이터, GPS가 연결되어 참여자들이 청계천 골목을 걸으면

서 360도 공간 기록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작품이다. 현재 사라진 장소와 가

상 공간의 장소가 중첩되고 그 기억을 참여자들이 매개하게 된다. (*을지로 VR 영

상 촬영본 자료-자체 촬영: https://youtu.be/Jgqdqi6I3BU)

골목의 빛: 산업생태계를 의미하는 빛의 지도를 형상화하는 조명 설치 작업으로 

재개발로 인해 사라진 500개 가게들의 네트워크를 파란색 조명으로 시각화한다.

세부계획

벽의 온도: 벽 위의 글자에 전도성 페인트를 바르고 센서 및 사운드를 연결하여, 사

람의 손의 온기가 닿으면 이 장소를 만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옴. 입정동 골목

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벽에 페인트로 칠해진 간판명에 착안한 작업으로, 기존 

사이즈와 거의 유사하게 제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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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매개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하여 청계천-을지로에 진입해 앱을 구동

시키면 GPS와 연동. ‘벽의 온도’와 ‘골목의 빛’이 설치된 위치는 앱의 지도에서 확

인할 수 있으며, 과거의 공간을 기록한 3D 및 360도 VR 영상이 재생되어 관객은 

영상을 따라 골목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 감상하며 걸을 수 있음

골목의 빛: 산업생태계 지도를 형상화하는 조명 설치 작업으로 500개의 사라진 가

게들 네트워크를 파란색 조명으로 시각화. 을지로는 단일한 상업거리가 아닌 네트

워크화된 산업 생태계. 이런 네트워크를 이 지역에서 만든 플라스틱 재생 기계와 재

생 플라스틱으로 만든 실린더관으로 빛의 지도를 만듦. 만들어진 지도는 세운상가 

등 지정된 장소에서 한눈에 관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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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이 프로젝트는 도시 공간 자체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상정하고 이 공간의 가치와 

생명을 도시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눔으로써 관객과 함께 지역의 역사와 의미

를 만들어나가는 프로젝트이다.

도시 공간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동의 지성과 기억으로 만든 커먼즈(공통재)이

다. 재개발은 일부에게는 개발이익을 안겨주겠지만 도시 사람들의 지혜와 땀의 역

사를 지우고 부정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특히나 청계천-을지로 지역은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에게도 생산의 공간이며 상상력의 공간이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민들이 스스로 서울 중심에 있는 도심 생태계를 산책하며 우리 도시에서 중요

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도록 설계되었다. 우리는 유약해져가는 이 공간을 촉

각과 시각 그리고 청각으로 도시 사람들과 공간을 이어가고자 하며 도시에서의 문

화와 예술의 감각이 무엇인지 묻고자 한다.

리슨투더시티(박은선, 장현욱, 김준호)

2020 2020 베니스건축비엔날레 참여 예정(연기)

2019 아르코미술관, <리얼리얼시티>

문상훈

2020

2019

2020 실패전, 전시 기획, 개인전 2020<넌 이 전시를 못 보겠지만> 

우리는 끝없이 불화할 것이다

홍지수

2020 씨 뿌리는 여자들, 전시 기획

2018-2019 토탈미술관, 재직

안근철 ‘문화비축기지’, ‘둔촌주공아파트’, ‘청계천 도심제조업 지역’ 아카이브 작업

최혁규 도심제조업과 기술자 관련 다수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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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수영    큐레이터

소리의 조각: 청계천-을지로 골목에서 들리는 편지

듣기 위해선 먼저 보아야 했다. 을지로공공미술프로젝트가 기획한 <소리의 조각> 은 

‘관객이 지역을 거닐면서 의미를 발견하는 참여형 프로젝트’ 라는 얼핏 단순 명료해 

보이는 컨셉을 갖고 있지만, 이 작업이 다루는 이슈와 제기하는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청계천과 을지로를 대상으로 한 공격적인 도시개발 정책에 맞서며 전방위적으

로 예술과 그 영역 밖에서 활동해 온 ‘청계천을지로 보존연대’를 중심으로 본 프로젝

트그룹이 형성되었고, 기획안 또한 여러 구성원이 시민과 힘을 합쳐 추진해 온 다양한 

실천의 연장 선상에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그렇다면, 도심 한 가운데서 ‘사회적 침묵’을 깨고 이들이 들려주고 싶은, 혹은 꼭 들려 

주어야만 하는 ‘편지’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해 프로젝트 멤버

들과 짧게나마 현장에서 함께 본 을지로는 서울의 옛 도시조직이 가장 온전히 남아있

는 장소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숙련된 제조 기술자들이 4만 명 이상 밀집된 도심의 중

요한 산업 지역이다. 국내의 대학 연구소나 병원 등에서 각종 실험 장치와 수술 기계를 

제작하는 곳이자, 예술가를 비롯한 수많은 창작자들이 자신의 상상력을 구현하는 거

대한 창작소이며, 특정 세대에겐 오히려 ‘힙지로’로 익숙하지만 심화되고 있는 코로나

19의 상황 속에서도 재개발이 가속화되며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위협받는 장소이다. 

파괴와 보존, 망각과 기억, 국가와 개인, 발언과 침묵 등, 대립하는 구조 사이를 비집

고 을지로공공미술프로젝트는 무엇보다 도시에서 기록되지 않고 밀려져 나가는 존재

와 터전이 전하는 이야기에 집중한다. 그 시도의 일환으로 제안된 <소리의 조각> 프

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선별된 을지로 골목에서 진행되며, 시민들로

부터 각기 다른 형태의 참여를 이끌어낸다. ‘벽의 온도’는 입정동 골목에서 쉽게 마주

칠 수 있는 간판 벽화를  활용한 사운드 작업이다. ‘을지로체’로도 친숙한 지역의 특징

적인 서체로 벽면에 칠해진 각종 철공소 간판은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되어 퇴색되었지

만, 이 위에 전도성 페인트를 덧입히고 센서를 연결하면 녹음되어 있던 사운드가 재생

되는 반응형 설치작으로 변모한다. 

사람의 손이 페인트가 칠해진 벽면에 닿으면 을지로 주민의 다양한 이야기가 재생되도

록 해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선 시민들은 일종의 참여 형 행위를 하게 된다. 작품을 

경험하기 위해서라지만, 이 사소한 제스쳐는 지금까지 누군가의 일터이자 삶을 지탱

했던 구조물이자, 곧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흔적없이 지워질 수 있는 벽면을 어루만

지게 하며 을지로의 실체에 한발짝 더 나아가게 한다. 지역 곳곳에 설치 되는 ‘벽의 온

도’를 체험하다 보면 참여자들은 촘촘하게 얽힌 좁은 길과 굽이치는 골목들을 자연스

럽게 마주하게 되는데, 별도의 공식적인 이름이나 주소가 없는 이 ‘속골목’들은 지역주

민이 주로 이용하는 지름길로 을지로의 산업 생태계를 잇는 미세한 혈관이기도 하다. 

업체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제조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해 온 을지로의 독

특한 네트워크는 을지로공공미술프로젝트가 가장 주목하고, 동시에 우려하는 부분이

기도 하다. 2019년부터 청계천과 을지로 전역에 포진해 있는 각 업체의 제조와 유통

관계를 추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골목의 빛’은 <소리의 조각>을 구성하는 두번

째 요소로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를 실제 공간에서 지도화(mapping) 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선별된 골목의 벽과 벽 사이를 연결하며 부유하는 그물망의 형태를 띠는 

이 구조물은 작품이 설치된 도심을 구성하는 (비)가시적인 환경과 현상을 보다 거시적

인 관점에서 조망하게 한다. 

예를 들어, 얇은 재생 플라스틱 실린더 관이 실처럼 뻗어나가 연결되는 노드(node)에

서 발산되는 푸른 빛은 지난 2년간 재개발 정책으로 인해 을지로 일대에서 사라진 약 

500여개의 점포를 나타내며, 그들이 한 때 구성하고 의지했던 네트워크를 연상시킨

다. 작품의 시각적 장치를 통해 드러나는 실존에 대한 문제는 폭력적인 도시개발에 의

해 위협받는 지역주민과 산업, 부동산 가치에 의해 기존의 터전은 신기루처럼 사라지

고 동일한 형태의 고층 빌딩과 아파트로 ‘재생’되는 도시의 메커니즘과 긴밀하게 연

결되어 있다. 

<소리의 조각>의 세번째 이자 마지막 요소는 또 다시 동일한 방식에 의해 전복되고 있

는 을지로의 과거와 현재, 이미 사라진 것과 지금 이 순간도 꾸준히 사라져가는 것들

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질문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기록의 한 수단으로 을지로 일대를 촬영한 3D및 360 도 VR 영상은 모바

일 앱 서비스로 제공되어 사용하는 유저가 골목의 과거를 현재의 모습을 중첩 시키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간의 매개자’라는 앱의 이름처럼 가상의 공간에서 투사되는 

을지로의 모습은 이미 우리의 기억 속에서 빠르게 잊혀져 간 지역의 모습과 삶들을 일

시적으로나마 소환해 과거와 현재를 잇는다.  

1980년대부터 상징적인 건축물이나 공공장소에서 시민협업 프로젝트를 발표해 온 폴

란드 출신의 작가 크지슈토프 보디츠코는 ‘결국 도시는 이미 그 자체로 지배적이고  다

른 모든 것을 시야에서 가리는 일종의 프로젝션이며, 숨겨지고 약하고 불쾌하며 불편

한 것들을 간직한 다른 프로젝션을 만드는 일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고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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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공공미술프로젝트의 <소리의 조각>은 참여자의 시각, 촉각, 청각 그리고 상상

력에 의지해 누군가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도시의 지배적인 구조에 맞선 새로운 

형태의 프로젝션을 시도한다. 숨겨지거나 무시되어 왔던 도심의 불편한 현실과 그 속

에 침묵하고 있던 삶의 투사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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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타임

다산동 ‘로컬예술투어’

코로나블루’를 겪으며 여행과 만남의 갈증을 느끼는 서울 시민들을 주 타겟팅하여, 다

산동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예술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속 숨은 예술을 찾아 도슨

트의 설명을 들으며 함께 걷고, 골목길 예술키트를 통해 직접 대상지를 그려봄으로써 

예술체험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다산동 <로컬예술투어> 기획. 

컨셉: 로컬체험형, 도심 속 힐링, 예술투어, 주민 참여형, 시민작품 전시(의외의 조합, 

라이프 더 화원)

활동명(팀명) 디타임

대상자치구 중구(자유,중구 동호로17길 178, 중구 동호로17길 180, 중구 동호

로17길 184)

공모유형 주민참여 공동체 활동

지원유형 팀

팀 이재정 운영, 컨텐츠 기획(전시, 클래스)/대표

최서연 기획, 컨텐츠 기획(예술투어)/공동대표

유가영 홍보, 리서치/팀원

김선태 디자인/팀원

기획의도

1. 기획 배경

대상지: 지정대상지 근처 갤러리, 카페가 자주 바뀜 (구성원이 자주 바뀌므로 공

동체 활성화가 어려움) -> ‘상권 안정화'를 위해 일시적이지만 주기적인 컨텐츠

를 통한‘골목길 활성화’가 필요 -> ‘외부 관광객 유입’ 과 ‘지역 커뮤니티’ 필요 ->            

예술을 통해 외부에서 사람들을 유입시키기 좋으며 주택가와 혼합된 거리들을 하

나의 예술 컨텐츠로 결합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다산동 ‘로컬예술투어'를 제안.

관람객: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도시예술투어 컨텐츠 다양성 부족

2. 입지 특성

- 지정대상지 주변 공간들이 성곽길 둘레에 자리잡아 가파르고 주거단지가 먼저 보

여 외부에서의 접근이 어려움.

- 공간 간 거리가 있고 지역 커뮤니티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음.

- 중간 매개자를 중심으로 가게와 공방들의 유기적 연결이 필요함.

 3. 예상 변화

로컬예술투어’를 중심으로 다산동 지역예술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방문객들에게 예

술을 통한 힐링을 제공하고자 함.

기존 장소의 특색을 활용한 공동체 중심의 로컬예술투어 활성화.(의외의 조합, aa 

ceramic studio, 라이프 더 화원)

작품설명

로컬예술투어는 지역의 숨은 풍경명소, 맛집, 예술체험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예

술활동.

총 2시간 30분동안 진행되며, 실외투어와 실내투어로 구분됨.

실외투어는 전문도슨트 설명을 듣고 예술적인 풍경 속에 앉아 골목길 예술키트로 

직접 그림을 그림.

실내투어는 클래스, 전시로 구성됨(aa ceramic studio: 다산성곽길 만들기 클래

스, 의외의 조합: 전시)

골목길 예술키트는 김민희 작가, 임노식 작가와 진행되며 동선 속 다산동 골목 풍경

이 작가의 감성과 개성으로 재해석되어 컬러링 도안에 담아낼 예정

내용: 골목길 예술키트는 다양한 컨셉의 도안 및 투어로 구성됨.

1. 예술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 떠나는 골목 여행 컬러링(역사)

2. 지역 공방체험, 동네구경 컬러링(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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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애 풍경맛집을 찾아 떠나는 골목 여행 컬러링(풍경)

4. 골목 속 고양이 출몰 지역을 따라가는 동양화 컬러링(동물)

5. 나를 발견하는 여행, 감정 여행 컬러링(힐링)

구성: 로컬예술투어 ( 야외 투어 + 실내 예술 체험 )

대상

1) 외부: 여행과 만남의 갈증을 느끼는 서울 시민, 얼리어답터, 도심 속 힐링을 즐

기고 싶은 시민

2) 내부: 다산성곽길 주민, 의외의 조합(갤러리), aa ceramic studio(도자공방), 라

이프 더 화원(아트북 큐레이션)

세부계획

< 다산동-로컬예술투어 >

프로그램 내용: 도심 속 숨겨진 자연, 자연 속에 깃든 다산동 골목 속 예술을 찾아 

떠나는 투어

1. 다산동 속 숨은 예술에 대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 도슨팅: 다양한 컨셉으로 투어

가 진행됨(역사, 골목, 풍경, 동물, 힐링) - 30분

2. 골목길 예술키트로 대상지에서 컬러링 채색하기 

(다산 성곽길, 다산동 마을 전경) - 30분

3. 예술 공간들 방문: 의외의 조합(갤러리), aa ceramic studio(도자 공방), 라이프 

더 화원(아트북 큐레이션) - 30분

4. 예술 체험 (다산동성곽길 만들기 도자체험: 미니어쳐 성곽모양을 빚어서 나만의 

성곽 짓기 프로그램 ) - 1시간

수용인원: 10~12명

장소: 서울시 중구 다산동 성곽길 일대

소요시간: 2시간 30분/주 2회 (토, 일) 진행 

*우천시, 코로나19 정부지침에 따라 일정 변동

홍보계획: 프로그램이 실시되기 1달 전부터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진행

운영인력: 10명(도슨팅 5명, 진행보조 3명, 예술체험 예술가 2명)

골목길 예술키트 구성품: 컬러링 도안, 채색 붓, 채색 물감, 컬러링 칩, 다산동 골목

풍경 엽서

컬러링 도안: 다산 성곽을 점을 찍어서 완성하는 도안(임노식 작가), 지역적 요소들

을 아기자기하게 스케치(김민희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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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공동체 활성화: 지역 소상공인(의외의 조합, aa ceramic studio, 라이프 더 화원)

과 MOU를 맺어 투어 프로그램 일부 ‘예술체험’ 장소로 활용하여 골목상권 활성

화에 기여

사회적 소통과 연대 도모: 연령, 인종, 성별을 뛰어넘는 ‘예술’ 이라는 주제와 ‘예술

투어’ ‘예술체험’을 통해 함께 소통 할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 또한 가만히 

서서 듣기만 하는 수동적인 투어의 형태를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참여형 투어’ 프

로그램.

이미지 재생산 효과: 예술 투어를 하여 지역의 숨은 가치를 발견해 외부에 알리고, 

자연과 함께 예술을 즐길수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등 지역의 새로운 이

미지를 창출

2018년부터 직접 팀원 모집, <을지로 로컬예술투어>를 개발하여 판매. 구매자들의 반응이 좋아 후속 시리즈인

<부암동 로컬예술투어 개발>로 인증된 자체적인 컨텐츠 개발 및 판매 능력.

또한 처음엔 작은 동아리로 시작하여 컨텐츠를 개발하여 사업체로 만들어 관광벤처 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까지, 다

양한 경험을 통한 여러 단계를 걸쳐 준비하여 판매와 사업 운영을 함.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선정 예비관광벤처 기업 디타임 (D.TIME) (관광사업등록증 보유)

- 파리 루브르 박물관, 예술의전당, 삼성 플라토 미술관에서 근무 경력 있는 운영진

: 국내외 대형 문화, 예술 기관 근무 경력으로 예술투어 프로그램 진행 능력을 갖춤

- 프랑스어 자유 구사, 영어 중급 구사

- 서울시 창업캠퍼스타운 소속 기업

- 서울시 노원구청 마을해설사 교육과정 수료: 전문적인 지역 해설, 시티투어를 만들기

- 다수의 전시 및 전시기획, 예술인 패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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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홍지석     미술비평, 단국대 초빙교수

디타임의 <다산동 로컬예술투어>는 서울시 중구 다산동 성곽길에서 진행할 주민참

여 공동체 활동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도심 속 숨겨진 자연, 자연 속에 깃든 

다산동 골목 속 예술을 찾아 떠나는 투어”(기획서)를 지향한다. 다산동 성곽길에는 서

울성곽이라는 매력적인 역사유적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투어는 우리의 지적 욕구

를 자극한다. 다산동 일대의 “장충체육관을 옆에 끼고 도는 성곽”은 일찍부터 서울의 

명소로 평가됐다.1 남산에 있는 성곽에 올라 전문가들에게 “서울의 지리상 위치와 성

벽을 쌓은 구조, 개축되는 과정”을 듣는 답사-학습 프로그램은 꽤 오랜 역사를 지니

고 있기도 하다.2

하지만 <다산동 로컬예술투어>의 기획자들은 참여자들의 지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기

존 유적 답사나 역사 투어 그 이상을 지향한다. 프로젝트의 기획자들은 이른바 ‘로컬

예술투어’를 추구한다. 로컬예술투어는 참여자들의 지적 욕구를 채우는 일 못지않게 

그들의 감성적 취향과 요구에 응답하는 일을 중시한다. “로컬예술투어는 지역의 숨은 

풍경명소, 맛집, 예술체험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예술활동”(기획서)이라는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기획자들은 다산동 성곽길에 존재하는 예술공간들을 

로컬예술투어에 아우를 계획이다. 투어 참여자들은 문화공간(써드플레이스), 갤러리

(의외의 조합), 도자공방(aa ceramic studio), 소품샵(라이프 더 화원) 같은 예술공간들

을 방문할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다산동 성곽길을 걸으며 보고 느낀 것을 컬러링(골

목길 예술키트)의 형태로 또는 도자의 형태로 표현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렇게 예

술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은 투어 참여자들이 역사, 문화, 예술을 학습하는 시간이면서,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소통하는 시간이고 또 물감과 흙으로 자신

의 느낌과 감정을 표현하는 힐링의 시간이 된다. <다산동 로컬예술투어>의 기획자들

은 이렇게 투어 참여자들이 제작한 ‘예술작품들’을 중구청에서 운영하는 써드플레이

스에서 전시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렇게 참여자들의 예술체험을 강조함으로써 <다산동 로컬예술투어>는 여느 지역답

사 또는 공공미술프로젝트들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뚜렷한 특성을 갖게 됐다. 즉 여기

서는 종래의 “가만히 서서 듣기만 하는 참여자들의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참여자 

자신이 적극적으로 참여, 개입하는 능동적인 태도”가 힘을 얻게 된다. <다산동 로컬예

술투어>를 진행하는 매개자들은 “가르치고 이끄는” 교육자가 아니라 “전달하고 안내

하는” 도슨트의 역할을 맡는다. 실제로 <다산동 로컬예술투어>의 기획을 맡은 ‘디타

임’이 미술관 도스트들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스타트업이라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디타임의 구성원들은 미술관 내부에 국한된 도슨트의 역할을 외

부로 확장해 도슨트를 직업화할 가능성을 탐색해 왔다. 그 결과가 바로 “지역 예술공

간을 재발견해 다양한 지역 투어 상품을 내놓는”3 ‘로컬예술투어’인데 유명한 <을지로 

로컬예술투어>와 <부암동 로컬예술투어>가 디타임의 대표적인 상품이다.

 

요컨대 <다산동 로컬예술투어>는 확장된 도슨트, 또는 투어 상품 개발 차원에서 만들

어진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다산동 로컬예술투어>는 참여자-소비자의 호응도와 만

족도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디타임의 로컬예술투어는 주어

진 결과에 따라 자기 모습을 그때그때 바꿔나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

운 예술 자체가 아니라 이미 있는 것들을 참여자-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새롭게 

(재)배치, (재)연결하는 스타트업의 역량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산동 로컬예술투어>

는 자본주의 사회에 적합한 참여자-수용자 중심의 새로운 공공미술 프로젝트 또는 새

로운 문화산업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다. 

1) 「장충, 신당동 일대 주택단지로 새단장」, 『경향신문』 1985년 3월 4일; 반병희, 「정도 600년 서울 재발견(15)」, 『

동아일보』 1993년 5월 27일,

2) 이선주 기자, 「서울기행 인기」, 『조선일보』 1993년 4월 13일.

3) 김나희 기자, 「예술컨텐츠 스타트업 디타임, 로컬예술투어로 예술의 중심인 을지로 재발견」, 『미래한국』 2020

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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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문화살롱

도시의 놀이

누구나 선생님이 되고 무엇이든 놀이가 되는 마을

활동명(팀명) 자전거문화살롱

대상자치구 중구(중구 동호로17길 178)

공모유형 주민참여 공동체 활동

지원유형 팀

팀 하은혜

김정겸 영상

이호진 공간디자인

전종원 그래픽디자인

김보람 미술

양승욱 사진

기획의도

하드웨어가 아닌 ‘휴먼웨어’로 만든 공공예술 

- 현재 중구 대상지 (써드플레이스, 문화공간 작은집 일대)는 심각한 방치 상태로 쓰

레기 더미의 폐가 수준의 흉물로 존재(2020년 11월 답사 기준) 

- 지속적 활동기반 모델 없이는 리모델링 후 다시 방치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여

민’을 중심으로 놀이전문 지역형 콘텐츠 스튜디오로 공간기획   

‘로컬스토리’ 기반 놀이터 

- 지역거점 놀이터가 단순히 개별 콘텐츠들의 나열이 아니라, 초기 기획단계부터‘

지역성’에 기반하여 다산동의 성곽마을 및 한양도성 등 역사적 사실, 지리적 특수

성과 연결된 지역형 놀이 콘텐츠 제공

누구나 선생님이 될 수 있는 놀이터

-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목표로 생애구술사 및 청년시절 경험한 일, 특장

점 등을 인터뷰를 통해 발굴하여 놀이 프로그래밍 

- 전문 예술가만의 놀이교육이 아니라 노년층, 이주민, 청년층 등의 다양한 계층의 

교육 참여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몸으로 즐기는 놀이와 아이패드 등 디지털 기술 적용된 

창의교육형 놀이 제공

- 폐기물 최소화, 시공이 필요한 하드웨어 제작물 지양 하며 유무형의 지역적 자산

으로 아카이빙 될 수 있게 구축

작품설명

높은 성곽길이 아닌 낮은 성곽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 개발제한과 지형적 한계로 열악한 주거환경,  특히 노년층 주거 비율이 높은 반면 

언덕길이 대부분이라 활동반경의 제약 존재 

- 장충초등학교가 근처에 있지만 버티고개역 중심으로 성곽마을 일대에 국공립 유

아시설 외 놀이공간의 부재

- 작가 개인의 예술작품이 아닌, 해당 지역의 주거민들이 직접적으로 문화적 혜택

을 받을 수 있게 구성 

실제 시연사례 중심으로 작품 설명 

- 성동구 성수동의 ‘연무장길’에 있는 제조업에 기반한 노포들의 공간적 이미지 아

카이빙과 기술자(사장님)들의 구술을 바탕으로 오랜시간 자리를 지켜온 분들을 

새롭게 조명하고 기술적 노하우를 ‘놀이’와 연결하여 전시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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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

1. 콘텐츠 및 방향

 - 사진설명: 연무장길 ‘태광전기공사’ 사장님의 생애구술과 상점디자인을 바탕으

로 '전기'와 관련한 빛 놀이 개발

2. 디지털 콘텐츠 

- 기초 과학 및 소프트웨어 기반 미디어예술 응용된 놀이 및 창의교육 콘텐츠 

- 사진설명: 아이패드 어플리케이션 응용 미술 놀이 + 인터랙티브와 아날로그

(타이어 카트) 결합한 놀이 개발

3. 하드웨어 중심 시설조성 지양 및 친환경 제작 방식 제공

사진설명: 브라켓과 원목 기둥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변형 가능한 모듈형 놀이디

자인 

4. 제작방식

- 제작 창작소(써드플레이스)에서 여민까지 이동가능한 구조

- 소각 및 재활용 가능한 소재 위주 (합성합판 지양, 원목 중심으로 지속적 활용가

능한 디자인)

- 콘텐츠 구현에 맞춘 하드웨어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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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지역형 놀이 모델 

- 공공형 놀이프로젝트로서 단순 무료형의 장점을 떠나 콘텐츠로서의 경쟁력과 아이

디어가 있는 놀이모델 제공 

- 타 지역으로 확장 될 수 있게 하드웨어 제작 및 소프트웨어 개발 기획 

‘놀이 창작’ 매개 예술분야 일자리 창출 

- 예술창작 본연의 속성을 유지하면서 지역과 결합한 일자리 창출 목표 

- 지역형 놀이 플랫폼으로 다양한 일경험, 일거리, 일자리 모델 제안 

2020 서울시 <세대균형 프로젝트> 선정, 작은 기술로 만드는 큰 놀이터

2019 서울시 공원거리예술제<예술가가 공원을 기록하는 방법> 공모선정, 움직이는 도시

2018 서울식물원 시민참여축제 <누군가의 식물원> 크리에이터 선정, 자전거 식당

2017 문화비축기지 개원프로그램 하반기 공모 <자전거음악축제> 주관

2016 서울문화재단 시민예술교육프로그램 <복작복작예술로> 선정

2018 서울시 <뚝섬 자벌레 시민아이디어 공모전>공간 활용제안 부문 ‘대상’ 수상

2009 서울시 <한강 위를 걷는 천 가지 상상 아이디어 공모전>동영상 부문 ‘발견상’ 수상

소개글

이단지    큐레이터

우리 동네의 놀이 배달부 

공공예술의 개념이 더 이상 도시 공간의 미적 연출을 담당하는 한계에서 벗어난 지 오

래되었지만, 낙후된 지역을 되살린다는 명분,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거대

한 과제와 같이  정부의 경제적인 관점의 복지 역할을 예술가가 대신 짊어지는 되는 엇

박자의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들이 여전히 있다. 수잔 레이시(Suzanne Lacy)는 ‘새로

운 장르 공공미술’의 개념을 정의하고, “폭넓고 다양한 관객과 함께 그들의 삶과 직접 

관계가 있는 쟁점에 관하여 대화하고 소통하는 모든 시각예술”이라는 관점을 강조하

면서 기존의 공공미술이 처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적어도 예술적 활동이 매개가 되

는 공공 프로젝트들은 공동체에서 누락된 지점들을 주민과 밀접하게 살피며 그 수행

의 과정 안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데에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예술가의 활동은 우리 동네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작품을 만들고 

발표하고 전시라는 형태로 시민들에게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동네에 어

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은혜의 <도시의 놀이>는 예술이라는 자원

을 동네 사람들과 공동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는 확장된 가능성을 목표로 참여적인 방

법론을 제시한다. ‘누구나 선생님이 되고 무엇이든 놀이가 되는 마을’을 미션으로 하

는 이번 프로젝트는 ‘놀이’라는 활동을 중심으로 동네와 예술가의 관계 형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마을을 중심으로 여럿이 함께 하는 활동은 일견 혼자 느끼던 시간을 서로 나눔으로써 

‘이웃’이라는 존재를 두드러지게 하는 일이다. 아이와 어른과 같이, 세대와 취향이 각

기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하는 놀이는 서로의 관계를 인정하는 본질을 내포한다. 

‘어떻게 놀지?’와 같은 방법적인 컨텐츠 보다 중요한 것은 왜 모여서 놀아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공유하는 일이 아닐까? 성곽길 어느 모퉁이가 되든, 유휴공간의 놀이방이 

되었건,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타인과 친밀하게 마주할 수 있는 귀중

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놀이’라는 활동은 이미 그 방식 안에서 문화, 교육, 복

지에 공헌할 수 있는 도구로써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도시의 놀이>의 조립과 해

체가 가능한 구조들은, 예술을 ‘창조와 감상’이라는 일방향적인 울타리에 가두지 않고 

동네의 진짜 장소들을 찾아나서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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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에서 ‘배달부’의 역할을 자임하는 창작자들은 여러 장소와 장소들 사이의 

연결점을 만들어내고 동네 사람들과 예술가, 나아가 나와 타인 간의 사회적인 유대를 

보다 수월하게 하는 보다 적극적인 매개자가 될 것이다.

예술가가 지역에서 주민과 함께 작품을 만드는 프로젝트나 워크숍이 이뤄지고 또 복

지와 마을 만들기 등의 현장에서도 전시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다. 마을과 

동네를 향한 이러한 제안들은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예술성의 방치가 아닌 타인과의 

만남에 의한 창조성의 발기로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변해가고 있다. <도시

의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발상과 표현으로서

의 놀이를 통해 노는 주체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각자의 관심을 나누는 기회가 다양하

게 펼쳐지기를 기대해본다. 궁극적으로 ‘예술을 위한 예술’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와 예

술의 긍정적인 상호 개입으로써의 예술가들의 새로운 역할을 찾는 성공적인 프로젝

트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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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환

지금 이 순간, 헤테로토피아

공간 안에 빛드로잉을 통한 현실적 공간의 유토피아인 헤테로토피아적 숭고의 체험

을 하게 한다.

대상자치구 중랑구(사가정역 1, 2번 출구)

공모유형 작품설치, 공간조성 및 전시

지원유형 개인

기획의도

동시대는 4차 산업혁명의 시기로 사람들이 모두 바쁘고 빠르게 살아가고 있다. 순

간적으로 지나치는 교통의 요충지에서 순간의 찰나라도 공공 설치작품을 감상하

면서 현실 속에서 느껴지는 새로운 헤테로토피아적 숭고의 감정을 체험하게 하려

한다. 또한 사가정역의 어원인 조선시대 문인 서가정의 의미를 조형적으로 해석하

여 지역특정적인 한국적 이미지를 꼴라보한 빛드로잉을 구현한다. 공공의 장소에 

공공 설치작품을 통해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의 위로가 되고 공공의 장소에서 새로

운 지표가 되는 공공의 작품을 설치하려 한다.

작품설명

설치작품 체험은 공간과 빛, 자연적 흐름, 그리고 관람자의 시각적으로 작품의 외부 

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관람자의 위치에 따라 작품의 형태는 끊임없이 변화

된다. 관람자의 역할이 작품 안에서 강조되는 것으로 작품은 숭고적 경험을 시간의 

경과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유동성과 가변성, 연속성을 통해 시간을 상직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작품과 공간, 그리고 관객의 변화를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통해 

체험적 공간을 창출해 낸다. 사람과 공간 전체가 하나의 오브제가 되는, 그러한 헤

테로토피아적 숭고의 작품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또한 사가정역의 지역 특정성을 

작품에 녹여 한국적 이미지를 빛드로잉을 통해 공공성, 지역 및 장소 특

정성을 주어 공공의 장소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구현한다.

세부계획

- 기존 구조물 및 캐노피, 밑으로 내려가는 공간까지 수직선으로 내려오는 광섬유

를 활용한 ‘빛 드로잉’ 작품 설치를 한다.

- 사람 손이 닿지 않는 높이에 작품을 설치하며, 내부에서는 밑에서 위를 바라보는 

작품 형식, 외부에서는 구조물의 재해석된 작품설치를 진행한다. 작품의 크기는 

사가정역 1, 2번 출구의 가로폭을 최대한 활용하고 길이는 최소 5m로 가변설치한

다. 높이는사람 손이 닿지 않는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광섬유 자체는 물에 담궈도 

될정도로 전도율이 전혀 없으며, 프레임을 캐노피에 완전고정함으로써 안전사고

에 전혀 문제없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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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예상 이미지 입니다. 실제 빛드로잉은 다르게 구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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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본 설치작품은 지하철 입, 출구에 설치되는 작품으로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치

는 구간이다. 이러한 구간에 현실 속의 유토피아적인 공공 설치작품 설치는 동시대

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현대미술에 접근성을 활성화 시키고 새로운 랜드마크, 일

상성과 문화예술의 연결성, 장소성으로서의 새로운 지표가 될 것이다.

2019 홍익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박사과정 재학

- 개인전 9회

2020 Heterotopia –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

2019 Young & emerging Artist 강태환 – 제주도립미술관

- 단체전 및 프로젝트 기획전 100여회

2018 가송예술상 대상(가나아트센터, 가송재단, 동화약품)

2016 제주신진예술가 선정

2011 대한민국 미술대전 비구상부분 특선

2009-2010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 대상(2년연속)

외 다수 수상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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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현정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약속 장소까지 걸리는 최단 거리, 시간, 방법을 핸드폰 앱으로 점검한 뒤 집을 나서는 

사람들에게 지하철 출구는 ‘없는 장소’이다. 그들에게 그곳은 전철을 놓치지 않기 위

해 빠르게 지나쳐야 하는 통로일 뿐이며, 몇 번 출구라고 쓰인 표지판은 머릿속에 자

동입력하는 이미지 정보에 해당한다. 프랑스 인류학자 마크 오제(Marc Augé)의 말을 

빌리자면 이곳은 비장소(Non-Place)의 전형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장소가 없는 곳’

이 아니라 ‘전통적인(인간적인) 장소가 아닌 곳’에 해당한다.1 사람보다 텍스트나 이미

지에 의한 매개가 중심이 되는 비장소의 특징 역시 지하철 출구를 떠올리게 한다. 통

로를 지나는 현재의 시간보다 지하철을 타는 미래의 시간을 염두에 둔 사람에게 지하

철 출입구에 대한 특정한 인상이랄 게 있을까? 

강태환의 <지금 이 순간, 헤테로토피아>는 지하철 입구의 설치된 유리 골조 구조물

에 광섬유를 수직으로 늘어뜨리고, 그 안에 빛 드로잉을 시도하는 공공미술 작품이다. 

작품이 설치된 장소가 신체의 이동성을 전제로 하며,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대가 각기 

다르다는 사실로 인해 작품 형태의 변주가 지속되고, 그에 따라 감각의 층위도 달라진

다.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지나치는 공간에서 멈춰 서게 하는 것, 그 찰나의 순간 일

상을 일탈로 만들어주는 경험을 일으키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는 명확해 보인다. 지하

철역을 나서는 이들은 출구를 향해 위를 바라보는 순간 작품과 만난다. 내가 작품과 만

들어내는 상호작용으로 인해 나는 ‘지금 이 순간’을 현실로 자각할 수 있게 되며 ‘지하

철 탑승자’라는 하나의 정체성만을 가진 익명의 존재에서 벗어난다. 이처럼 1번 출구, 

2번 출구라는 추상적인 공간이 구체적인 현실성을 지닌 장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

험 또는 실천이 선행되어야 한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1960년대 유토피아의 이상을 투영하면서도 대항하

는 공간 개념으로 헤테로토피아를 제시했다. 헤테로토피아는 유토피아와 달리 실재하

는 현실의 공간이지만 일상 공간과는 구분되는 이질적인 공간으로서 사회 질서의 바

깥에 위치한다. 모든 인간 사회는 헤테로토피아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시간대를 간

직한 복수의 헤테로토피아는 무덤이나 박물관과 같은 장소에서는 영속적인 시간성

을 드러내기도 한다.2 헤테로토피아를 ‘지금 이 순간’이라는 시간 개념으로 접근함으

로써 지하철 출입구라는 지극히 일상적인 공간은 비밀과 판타지가 숨어있는 헤테로

토피아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은 사적이고 상상력으

로 가득한,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숭고’에 해당한다. 통상 인간이 거대한 자연을 대면

하며 느끼는 외경감을 표현하기 위한 미학적 논의의 대상이지만 감각보다는 정신 또

는 내적 자아의 일깨움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현대미술을 해석하는 이론적 프레임으

로 여전히 유효하다. 

작가에게 숭고는 인간이 예술을 통해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단계로서 이상적인 어떤 

상태를 지칭한다. 이 작품이 비장소, 헤테로토피아, 숭고라는 거대한 개념을 지지대로 

삼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 개념들은 방법론에 가깝다. 작품의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

해 우리는 다시 지하철 출입구로 돌아가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주목해야만 한다. 

공공미술은 그것의 접근성 또는 관람자의 수 때문에 공적인 것 아니라 그것이 묻거나 

해결하기로 선택한 질문들 때문에 공적이라는 페트리샤 필립스(Patricia Phillips)의 

주장처럼3 미술관을 벗어난 빛 드로잉은 분명 이전과는 다른 말을 하고 있을 터이다.

1) 정헌목, 「전통적인 장소의 변화와 ‘비장소’의 등장」, 『비교문화연구』 제19집 1호, 2013, 121쪽.

2) 허경, 「미셸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초기 공간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도시인문학연구』 제3권 2호, 2011; 김분

선, 「자기 배려 주체의 공간, 헤테로토피아」, 『근대철학』 제10집, 2017 참고.

3) 패트리샤 필립스, 윤난지 엮음, 「일시성과 공공미술」, 『공공미술』, 눈빛, 2016,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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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집으로 가는 길

누구에게나 하루의 시작과 끝은 집이다. 집은 삶을 이어가는 원동력이 만들어지는 곳

이기도 하다. 그러나 유일한 안식처로 향하는 길 위에는 오늘의 일과보다 더욱 숨 막

히는 치열함이 꿈틀대고 있다.

엄청난 땅값과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는 번화가는 한때 소담한 집이 있던 자리였을지 

모른다. 어떤 이에게는 손에 닿지 않을 풍경 중 하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비일상적 

공간을 본래의 위치로 옮겨보고자 본 작품이 기획되었다.

대상자치구 중랑구(사가정역 1, 2번 출구)

공모유형 작품설치, 공간조성 및 전시

지원유형 개인

기획의도

사가정역 일대는 서울과 경기를 잇는 지리적 특성이나 유동 인구에 비해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부족한 편이다. 또한 낮은층의 상업 시설이 밀집해 있어 탁 

트인 시각적 여유를 찾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사업 대상지인 사가정역 1, 2번 출구는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수요 흡수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 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낮시간에는 공원과 벤치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종종 목격할 수 있었다. 그런

데 어둠이 깔리면 오밀조밀한 시설물과 촘촘한 녹지가 다소 무섭고 부담스러운 장

소로 바뀐다. 취객과 흡연자를 피해 재빨리 통과해야하는 이곳이 집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길이라면 이에 걸맞는 조속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평범한 일상으로 스며들면서도 이용객[관람객] 각자의 기억을 환기하는 기능

성 작품을 구상하게 되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작품이면서 동시에 공간이자 쉼터로써, 다수가 공유하는 공공 

시설과 개인의 삶의 간극을 좁히고, 일상 감각의 공감대를 일깨울 수 있는 예술 경

험이 되기를 기대한다.

작품설명

<집으로 가는 길>은 지하철역 출입구 2개소를 건물의 외관으로 포장하는 작업이

다. 면목동을 중심으로 구옥의 특징적인 모습을 조사하여 각각 1. 구멍가게, 2. 주택

의 컨셉으로 박스형 벽체를 씌울 계획이다. 출입구의 캐노피로부터 수직 공간을 충

분히 확보함으로써 이용객들은 마치 건물의 투명한 바닥을 통해 위를 올려다보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작업에서 실내 공간은 작품의 내부가 되고 작품의 주요 요소인 조명이 창문을 통

해 내-외부를 분리하고 분리하면서도 동시에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낮에는 자연광

이 내부를 비추고, 저녁에는 따뜻한 색감의 LED 조명이 외부를 밝히게 된다. 해당 

부지는 시간에 상관 없이 밝고 따뜻한 느낌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집이나 해 

질 녘 오후와 같은 색온도의 차분한 빛을 사용하여 어둡고 후미진 거리의 잠재적 위

험요소를 희석시켜 나갈 것이다.

한편 거주민에 의한 관람이 반복된다는 점도 고려하여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새로

이 발견할 수 있는 작업과 디테일을 채워넣을 예정이다. 이는 주민 인터뷰나 리서치

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게 더욱 구체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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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

1. 골조 및 외벽: 철제 각파이프 프레임으로 기본 골조를 세운다. 외벽은 벽돌, 타일, 

시멘트, 강화유리와 폴리카보네이트 등 자연 환경 노출에 내구성을 가진 건축 재료

들을 사용하며 기본 골조가 조립된 이후 현장에서 시공에 들어간다.

2. 창문: 주변 건물의 그림자와 이용객의 동선, 밀집도를 감안하여 창문의 크기, 위

치를 정하고, 실리콘으로 마감 처리를 할 예정이다.

3. 조명: 내부 공간의 벽과 천장이 만나는 모서리 구간에는 색온도 4000~4500K의 

라인 LED를 설치하여 그늘진 구석 없이 균일한 톤의 밝기를 만들어낸다. 가로등 

작동 시간에 맞추어 낮시간에는 자연광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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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부: 실내 공간에 기물을 비치하지 않는 대신 벽지 또는 우드 타일로 실내 공간

을 연출하는데,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를 통해 방습과 내구성 문제를 검토한 뒤 소

재를 변경할 수도 있다.

5. 특이사항: 희미하게 인쇄된(또는 코팅된) 필름을 창에 붙여 빛의 굴절에 따른 은

은한 이미지를 구현하도록 한다. 이 이미지 및 텍스트는 사가정 일대의 역사 또는 

주민 인터뷰를 기반으로 구성되는 ‘누구나’의 이야기가 될 예정이며 반복적으로 지

나는 길목에서 우연히 발견하는 나만의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참고이미지

출입구를 둘러싸는 얇은 외벽 설계

기대효과

본 작업의 가장 큰 목표는 ‘비일상의 일상화’다. 기능적인 면에서는 지역 주민들에

게 안락한 미감의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으며, 공공부지 활용에 있어서도 지속적

인 협의를 통해 추후 광장화 계획(중랑구 자체 추진 사업)과의 어우러짐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집으로 가는 길>은 ‘예술 작품’에 대해 시민들이 느낄 어려움이나 막연함을 

걷어냄과 걷어내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동시에 예술을 향유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

안하는 기획이기도 하다. 가져다 놓는 것으로 끝나는 많은 공공미술 작품에과 달리 

시민들이 공간을 체험하며 직접적으로 느끼고 해석할 여지를 마련함으로써, 감수

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

2020 텍스트, 콘텍스트가 되다, 의정부미술도서관, 경기도 의정부

스크리닝 프로젝트 , 드르르륵BRRRT, 인천

아티스트로 살아가기, 세화미술관, 서울

2019 영광의 상처를 찾아, 송은아트큐브, 서울

나는 내일 사라질 거예요(기획), 고양레지던시, 경기도 고양, 우민아트센터, 충북 청주

개인전 

개인전

2018 다층의 기록,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경기도 양주

평범한 실패, 갤러리 조선, 서울 개인전

2020 부평영아티스트 5기 선정작가, 부평구문화재단, 인천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15기 입주작가(~2020.01) 레지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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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구정연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은 집이다. ‘집 밖은 위험’이라

는 연이은 보도에 집은 재택근무를 위한 오피스이자 배달 음식으로 차려진 음식점으

로 바뀌었다. 내 집 꾸미기가 열풍이 되었고, 인테리어 산업은 되려 호황이다. 이제 집

은 공공 공간이자 사적인 공간 사이에 위치한 다목적용 공간으로 사용된다. 반면, 지하

철역, 버스정류장, 음식점 등과 같은 공공장소는 감염과 확산의 잠재적 장소로서 위기 

시 가장 먼저 폐쇄해야 할 곳이 되었다. 우리의 일상 풍경은 미증유의 위기로 완전히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 공공 공간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박지혜의 작업 <집으로 가는 길>은 공공장소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공공장소란 사회가 규정하고 제도화한 곳이

다. 작가는 지하철역을 포함한 공공시설이 모두의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 누구의 소유

도 아니라고 말한다. 그래서 공공장소와 우리 사이에 특별한 연결고리가 없다면, 우리 

동네를 소개하는 지도에 그런 곳을 굳이 표기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인다. 같은 맥락에

서 미국의 지리학자 데니스 우드는 “지도가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객관적 사실을 알

려주는 것이 아니라 강한 주관성을 반영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1 작가의 말마따나 

모두를 위한 공공시설이나 장소는 없다. 대신, 제각기 다른 순간의 장소를 경험한 개

인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흩어져 있을 뿐이다. 작가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장소와 장

소를 둘러싼 이야기 사이를 오가며, 가장 공적인 장소에 사적인 말 걸기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작가는 사가정역의 지리적 조건을 면밀히 살핀다. 사가정역이 위치한 면

목동은 조선시대 경기도, 1949년 서울시로 편입되었다가 1988년 중랑구가 신설되면

서 동대문구에서 중랑구에 속하게 되었다. 면목동은 ‘목장을 앞에 둔 동네’를 뜻한다. 

조선시대 이 지역에 말을 키우던 목마장의 문(門), 구문계, 고문계, 문계, 곰계 등이 위

치했다는 데서 유래한다. 오늘날 사가정역은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지역으로 구성되었

지만,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출퇴근 시간대에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진 곳이다. 최근 들어 주민의 편의를 위해 중랑구청은 지하철역 주변 쉼터를 만들

겠다는 계획안을 내놓기도 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서 사가정역 1, 2번 출구 외관은 각각 구멍가게와 단독주택의 형

태로 포장된다. 왜 집과 구멍가게냐는 질문에, 작가는 주변 풍경에 맞춰서 그 자리에 

언제나 있었던 것처럼 보이도록 동네의 평범한 건물 외관을 빌렸다고 답한다. 작가가 

건네준 한 장의 작업 스케치에는 이층짜리 다세대 빌라로 변한 지하철역이 보인다. 

이층집에 마치 누가 살고 있다는 듯, 환한 불빛이 바깥 창문으로 쏟아져 내린다. 멀리

서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길 듯하다. 지하철 이용객들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

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한다. 북적거리는 모습이 흡사 동네 잔칫집 같다. 아침 출근길

에 느닷없이 발견한 이 건물을 상상해보자. 누군가에게 당혹감을 또 누군가에게 놀라

움을 안겨줄 것이다. 한시적이나마 누군가에게는 이곳이 단순히 물리적 지리적 위치

로서 아닌 일종의 관계 맺기가 가능한 장소로 여겨졌을지 모르겠다. 

 

 <집으로 가는 길>은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를 잇는 새로운 문을 열어젖힌다. 그곳에서 

집과 길,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외부와 내부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고, 연결되고, 혹은 

해체된다. 그렇게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 순간의 모습은, 면목동을 이야기하는 

풍경 가운데 하나로 남을 것이다. 

1) 데니스 우드, 『모든 것은 노래한다』, 정은주 옮김(서울: 프로파간다,  2015),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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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je Joo_Baukunst

물결마루_ 바람이 들려주는 이야기

사가정(四佳亭)의 지나온 역사와 의미을 담아 일상의 다채로움을 품는 지붕을 계획.

활동명(팀명) Hyunje Joo_Baukunst

대상자치구 중랑구(사가정역 1, 2번 출구)

공모유형 작품설치, 공간조성 및 전시, 도시환경 개선

지원유형 팀

팀 주현제

김용현 협력설치 파트너/설치 총괄

기획의도

세 겹 띠 벗겨진 지붕을 노란 띠로 기워라

연못의 연은 비를 맞아 붉은 꽃을 피우고

뜨락의 죽순은 흰 껍질이 바람에 떨어지네

물 가득한 못가에 앉아 낚싯대를 드리우니

모르겠도다 이 신세가 강가에 있는 건지

서거정1420-1488, 사가집 3수 中

사가정역_역사의 유래

작품대상지인 사가정역은 조선의 문신 서거정의 호인 사가정(四佳亭)을 인용 하여 

명명되었다. 그의 작품, 사가시집 중 “세 겹 띠 벗겨진 지붕을 노란 띠로 기워라”에

서 모티브를 얻어 사가정역 출구 지붕에 주목하게 되었다, 지붕아래 지나온 역사를 

담고, 현재의 일상을 드리우며 함께 공존하도록 하는 것이 이 계획의 출발점이다.

용마산에서 불어오는 바람

사가정역 일대는 한양 풍수지리에서 4외산 중 하나인 용마산의 굳센 용마의 기운

을 받고 있다. 4개의 출입구 중 사가정역 2번 출구는 유일하게 용마산 북쪽에 위치

하여 출구가 용마산으로 열려 그 기운을 받으며 지역을 수호하고 있는 유일한 장

소이기도 하다.

특화거리 조성사업(사잇공간)

지하철 1, 2번 출구사이 공터는 중랑구 특화거리조성 사업으로 계획되어 광장화 되

어진다. 광장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1번 출구 캐노피 후면을 광장방향 으로 열

어주어 광장을 무대로서 활용 가능하도록 계단식 무대(쉼터)를 계획 하였다.

작품설명

움직이는 파사드_빛과 바람에 반응하는 다채로운 입면

용마산 폭포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이 지붕을 흔들며 인사한다.

지하출구 에서부터 맞이하는 빛을 머금은 새로운 지붕은 다채로운 색상을 투영시

켜 캐노피 하부 공간을 색으로 물들인다.

유동인구의 움직임(작은바람)에 반응하는 얇은 수백여개의 조각들은 투명한 폴리

카보네이트(P.C.)로 구성되고 다이크로익 필름으로 마감된다. 이 투명한 조각들은 

빛을 통과하며 색으로 변화되어지고, 다양한 색들은 빛의 각도, 태양의 움직임에 따

라 색을 달리하며 주변을 다채롭게 물들인다. 

이 아래에서 사람들은 바람과 색을 느끼고 체험하며, 신비로운 분위기와 함께 작품

과 함께 호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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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결치는 다채로운 빛깔

예로부터 음귀를 몰아내기 위해 혼례때 신부가 연지곤지를 바르는 것, 무병 장수를 

기원해 어린아이에게 색동저고리를 입히는 등 색은 동양에서 우리의 생활과 밀접

한 관련을 맺고 있다. 

오방색으로 부터 출발되어진 컬러계획은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추상화되어졌다. 

고정된 색이 아닌 다채롭게 변화하는 컬러의 지붕은 그 기능을 넘어 다양한 방문객

들의 소망을 담으며 사가정역의 배경으로 존재한다. 이는 이 곳을 찾는 다양한 사

람들의 꿈과 희망이 저 마다의 빛깔로 빛나기 원하는 작가의 바람과 맞닿아 있다.

세부계획

작품사이즈: 4x12x0.3m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조절가능)

소재: 투명 폴리카보네이트, 다이크로익. 스틸

재료(폴리카보네이트)의 견고성.

기존 유리로 된 지하철역 캐노피로 유입되는 자연채광을 차단하지 않기 위해 작품

은 투명한 소재의 폴리카보네이트로 구성되었다.

폴리카보네이트는 건축물의 외장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만큼, 그 강도가 뛰어나

며, 또 UV공압출 기술로 인해 내구성을 증대시켜 반영구적인 재료이다.

다이크로익 필름과 빛의 연출.

지붕 상부에 설치된 주변이 투영되는 조각은 빛을 받으면 각도에 따라 다채로운 색

으로 변모하며 지하 공간을 풍부하게 물들인다. 필름에 투과된 빛은 다시 컬러풀한 

그림자를 만들며 이색적인 바닥풍경을 만든다.

구현방식

와이어로 구성된 그리드 베이스 구조물은 기존 유리 캐노피 내부 천장에 설치 (헹

거형식)되고, P.C로 구성된 여러개의 조각들은 스틸

밴딩을 하여 와이어에 고정되어 시공된다.

- 롤링시스템 상세도

위의 그림처럼 롤링시스템으로 구현된 얇은 수 백여개의 조각(15x20cm)들은 바람

에 의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조절하여 흡읍 베어링을 함께 장착

하여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된다.



901900 코로나19 서울공공미술 100개의 아이디어중랑구 Hyunje Joo_Baukunst

설치구성도

계단 하부까지 전달되는 빛은 색의 연출로 지하실을 풍부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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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만남의 장소

다채로운 색으로 물들여진 지하철 캐노피는 멀리서도 인지가능하여 만남의 장소

로서 이용되며, 매시각 변화하는 다이나믹한 입면과 색의 연출은 이 장소를 특화

시킨다.

미디어아트 연출

또한 빔프로젝터와 픽셀조각을 활용하여 야간에는 미디어 아트 연출이 가능하여 특

별한날 메시지나, 시정소식등 정보를 제공하며, 인포미디어로 서의 기능 또한 함께

할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계획이다.

일상속 공공미술로서 기능과 만남의 광장역할의 도시놀이터 제공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무심코 지나치는(경유하는) 지하철역에 새로운 

풍경을 삽입함으로서 잠깐의 여유를 제공한다.

사고의 전환과 새로운 시각에 대한 메세지

부수고 새로짓고를 반복하는 부분별한 현대사회에서 제안된 작품은 기존 것을 철

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닌, 옛것에 새로운 것을 융합시키는 하이브리

드 계획으로 현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질문

을 던진다. 

M.A 독일 뒤셀도르프 예술대학교_ 최우수 졸업, 마이스터슐러 Meisterschueler 사사

2020 선유도 보행잔교 및 한강 수상갤러리 설계공모_ 당선, 서울특별시

Tomb of waste,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India_ Editor choice

도시놀이터 사업공모_ 당선, HUG 주택보증공사, 부산건축제

수상

수상

수상

2019 서울시 MICE 전시 디자인공모_ 당선, (사)한국전시산업진흥회, 서울관광재단

청년작가 미술작품 공모_ 우수작 선정_ LH공사 본사 (영구설치 완료)

대한민국 디자인어워드 프로패셔널부분_ Winner,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

스타필드 별마당도서관 열린아트 작가공모_ 대상, 신세계 프라퍼티(설치완료)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국제 아이디어공모_ 대상(국토부장관상), LH공사, 국토부

수상

수상

수상

수상

수상

2018 GAMMA Young Artist 2018 올해의 베스트작가상, Committee Tokyo, Japan 수상

2017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_ 당선(강원도태백),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 Design Award, Architecture Design(Build), Italy_ Silver Prize

서울 공공디자인 전문가 공모당선_ 전문가 위촉장수여, 서울특별시

II International Ideas Competition CHAIR CIMC, Spain_ Honourable Mention

수상

수상

수상

수상

2016 마을미술 프로젝트 나주 밀레날레 작가공개공모_ 당선, 문체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수상

2019 SEOUL MARU, 서울 도시건축 박물관, 서울 단체전

2018 MILAN, Reiff Museum, Aachen, Germany 단체전

2017 The Self-Evolving City, 서울 시립미술관 SeMA 단체전

2015 Macht Kunst, 도이치방크 쿤스트할레, 베를린 단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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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준희    건국대 현대미술과 겸임교수

바람과 빛이 만드는 랜드 마크 <물결마루>

상식처럼 여겨지던 앞선 세대의 당연한 가치와 권위를 거부하고 균열을 낼 때, 비로소 

새로운 미술-예술이 탄생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른바 ‘공공미술’은 필연적으로 논쟁 

속에서 변모해왔다. 미술에 앞서 ‘공공(公共, public)’이라는 개념에 대한 입장차이 때

문이다. 따라서 ‘공공성’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 대목에서 퍼포먼

스 작가이자 패미니즘 미술가인 수잔 레이시(Suzanne Lacy)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공공미술에 대한 중요한 화두를 던졌기 때문이다. 수잔 레이시는 공공미술을 

“공공장소의 미술(art in public places)”과 “공공관심 속의 미술(art in Public inter-

est)”로 구분했다. 그러면서 미술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다. 후자의 계보에서 새로운 

공공미술의 가능성을 찾았다. 그녀가 주장하는 새로운 공공미술이란 “주제에 대한 것

만도, 작품의 배치나 그것이 놓이는 장소에 대한 것만도 아니며, 활성화된 가치체계들

의 미학적 표현에 대한 것”이다. 이처럼 최근 공공미술의 쟁점은 사회적 효용성을 둘

러싼 문제로 확대된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문제를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해결하려는 

행동주의(activism) 예술로 나타난다. 

이런 전제에 비추어볼 때, <물결마루>는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공공미술이 아니다. 

오히려 소극적인 공공미술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물결마루>는 기존 환경, 즉 사가정

역의 원래모습을 과격하고 격렬하게 탈바꿈 시키지 않는다. 최소한 개입하면서 최대

의 효과를 보고자 한다. 

<물결마루>를 제안한 주현제는 한국과 독일에서 건축을 전공한 건축가다. 지금도 한

국과 독일 뒤셀도르프를 오가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 건축가답게 공공미

술에 대한 접근방식이 종합적이다. 그는 단순히 기념비적인 오브제 미술작품을 제안

하지 않았다. 대신 <물결마루>가 설치될 장소인 지하철 8호선 사가정역에 대한 선행

학습을 철저히 했다. 조선시대 문신이자 학자인 서거정(徐居正)의 호 ‘사가정(四佳亭)’

에서 유래된 역(驛)이름과 용마산/중랑천 등 지정학적 특징,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요

소를 분석하고 연구했다. 더불어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과 유동인구 많은 지하철 역

사(驛舍)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했다. 

건축가 주현제가 제안한 <물결마루>의 핵심 재료는 ‘다이크로익 필름(dichroic film)’

와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낯선 이름이다. 좀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먼저, 다이크로익 필름은 ‘오로라 필름’, ‘무지개 필름’, ‘그로우(glow) 필름’ 등으로 불

리기도 한다. 하지만 ‘홀로그램(hologram)’과는 다르다. 3차원 입체로 보이진 않기 때

문이다. 영어 단어 ‘dichroic’은 “2색성의, 2색을 가지는” 뜻이다. 

즉, 다이크로익 필름은 투명한 필름에서 한 가지 색이 아닌 여러 가지 색상이 보이

는 특수한 필름이다. 프리즘을 통해 나온 빛을 상상하면 된다. 이어서 폴리카보네이

트((polycarbonate)는 강철보다 단단하고 알루미늄보다 가벼운 투명 플라스틱이다. 

‘방탄유리’를 떠올리면 된다. 유리는 깨지기 쉽다. 반면 폴리카보네이트는 유리보다 

250배 이상 강한 내구성을 가졌다. 그러니 ‘방탄유리’는 사실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유리인 셈이다.  <물결마루> 설치계획은 단순하다. 

두 가지 핵심재료, 즉 다이크로익 필름과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작은 패널조각 수천 

개를 지붕에 매다는 방식이다. 두 겹으로 된 폴리카보네이트 사이에 다이크로익 필름

을 끼워 넣은 작은 조각 수천 개를 지하철역 캐노피(canopy) 아래에 매다는 형식이다. 

이 패널조각은 미세한 바람에도 움직인다. 그러면 다이크로익 필름에서 발산하는 신

비로운 빛 역시 환상적으로 산란(散亂)한다. 물론 실제 설치과정에선 안전성을 비롯해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 철저한 시공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제안자 주현제는 사가정

역 주변 기존 환경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 모습이 유지되길 바란다. 그러면서 <물결마

루>는 시나브로 이 지역의 랜드 마크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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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x채콜라보

낭만역사 사가정

중랑구에서 <낭만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 중랑구민 120인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비

디오 아트와 시각 이미지로 사가정역사 내 공공 미술 작품을 구현한다. QR코드를 이

용해 상시 전시되는 비디오 아트와 조형적인 설치공간구성을 통해 중랑구민들만의 

낭만적 감성, 세대 공감의 감성, 일상 속 즐거움을 누리게 한다.

활동명(팀명) 아x채콜라보

대상자치구 중랑구(사가정역 1,2번 출구)

공모유형 작품설치, 공간조성 및 전시, 주민참여 공동체 활동

지원유형 팀

팀 황혜준

신현지 비디오아트 작가/공동창작자

김서연 회화 작가/공간 설치 제작 지원 및 행정

이준옥 회화 작가/워크샵 운영 지원 및 행정

배한솔 미디어 작가/프로젝트 운영 지원 및 아카이빙

기획의도

아x채 콜라보는 설치미술가 황혜준의 <팀 아르떼나잇>(비주얼 디렉팅 및 시각적 

공간구현)과 비디오 아트 작가 신현지의 <채집망  프로젝트> (참여자들과 시모임

을 통해 ‘시’를 통한 발화로부터 ‘공동의 상’을 그리는 영상 제작)의 공동창작 콜라

보레이션이다. 공동창작프로젝트 <낭만역사 사가정>은 작가 개인의 차이를 인지하

고,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작가 개인으로서는 닿을 수 없는 창작의 외연을 확장하

는 공동창작으로서 의의가 있다.

 중랑구는 자연과 도시의 풍경이 조화를 이루며, 천천히 시간이 흘러가는 듯한 매

력이 있는 지역이다. 중랑구에는 다양한 연령층이 살며, 중랑구에서의 그들의 삶

과 기억, 중랑구만의 지역 문화가 존재한다. 아x채콜라보는 이를 리서치하여 ‘낭만

을 즐기는 방법’을 ‘지하철’이라는 구민들의 삶에 밀접한 공간에 담아낸다. 중랑구

민들만의 낭만적 감성, 세대 공감의 감성, 일상의 즐거움을 깨우고자 기획되었다. 

커뮤니티 아트 및 영상을 공간의 물질성 안에 담아내고, 중랑구민들의 보이지 않는 

공동체성을 교집합으로 이어 창작자와 중랑구민들이 함께 공동의 기념비를 세운다.

작품설명

1. <낭만을 즐기는 방법> 워크숍 및 비디오 아트

120명의 중랑구민과 <낭만을 즐기는 방법>으로 최대 20회차의 워크숍을 진행한

다. 중랑구에서 각자가 경험한 문화 향유 방법을 시와 그림에 담아내어 타인과 공

유한다.

워크숍은 청년층(10대~30대)과 중장년층(40대~70대)를 나누어 진행한다. 청년층

의 놀이문화 공간(마카롱 제과점, 필라테스, 클라이밍, 네일아트숍, 보드게임방)에

서 참가인원을 모집하여 워크숍을 진행, 중장년층의 놀이문화 공간(구청 관할 용마

폭포공원 야외에어로빅반, 사가정 색소폰 동호회, 당구장, 댄스 스포츠 학원)에서 

워크숍을 진행함으로 서로 다른 문화를 조명한다.

공동 기획된 워크숍에서 중랑구민들의 시와 그림을 바탕으로 함께 비디오 아트를 

제작한다.

2. <낭만역사 사가정> 지하철 공공 미술 설치

구민들의 시와 그림을 공동 기획 및 디자인하여 설치한다. 각 출구는 각 세대가 즐

기는 낭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세대별 생소하게 느끼는 문화들을 상호조명하

며 일상의 삶을 예술과 함께 유희할 수 있도록 한다.

1번 출구: 중장년층의 시와 그림/2번 출구: 청년층의 시와 그림을 디자인하여 설치

한다. 역사 내 QR코드를 삽입하여 비디오 아트 창작물을 상시 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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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

<낭만역사 사가정>은 3개월간 워크숍 및 비디오 아트 창작물 제작과 2개월간의 공

공 미술 설치, 전체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대해 아카이빙이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다.

워크숍의 시와 그림을 통해 디자인한 이미지를 투명 실사하여 유리면에 부착하고, 

벽면부와 바닥면은 30x30(cm) 건축 외장재 타일을 활용하여 설치미술을 구현한

다. 외부 노출 바닥은 실리콘으로 한 번 더 마감해 설치물의 안정성을 더한다. 두 출

구의 계단에는 참여자의 시를 특수 인쇄한 타일로,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앞 벽면

에는 대형타일 벽화를 설치한다. 두 출구 모두 벽면에 QR코드를 삽입하여 비디오 

아트를 상시 전시한다. 마지막으로 6개월간의 공동창작 과정을 아카이빙함으로 전

체 프로젝트를 기록하며 마무리한다.

사가정역 1번 출구는 중장년층과 진행하는 워크숍에서 제작된 시와 그림, 비디오 아

트를, 2번 출구는 청년층과 진행하는 워크숍에서 제작된 시와 그림, 비디오 아트를 

통해 설치미술을 한다. 이는 같은 지역 내의 서로 다른 출구를 통해 각 세대의 낭만

과 그들이 경험하는 여가문화를 가시화하여 세대 간의 서로 다른 감수성의 층위를 

드러내고 다름에 대한 이해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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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1.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지는 중랑구의 랜드마크 <낭만역사 사가정>

중랑구의 세대별 다른 놀이문화 공간들과 적극 연계한 워크숍으로 중랑구민들의 지

역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상인들과의 소통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

사가정역은 중랑구에서 진행 중인 사가정 특화 거리 조성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공

간으로서, 추후 구청에서 도심 속 문화예술공간으로 공공 미술 탐방프로그램에 활

용할 수있고, 1, 2번 출구 사이의 역사 주변을 광장화하는 부분에서도 공간의 심미

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유동 인구가 많은 노후한 지하철 시설물을 작품화하여 역사 주변 상권을 좀 더 밝

은 분위기로 만들어준다.

2. 세대별 문화향유에 대한 공동체적 이해 및 공감 감수성 향상

중랑구에는 유동인구의 세대별 분포가 넓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

다. 사가정 역사 내에 각 세대별 경험하는 공동체성이 가미된 설치미술을 구현함으

로 세대별 낭만을 들여다보고, 세대 공감의 감수성을 끌어낸다.

3. 코로나19사태 속에서 꽃피는 일상 예술

코로나19로 인해 친숙해진 QR코드 사용으로 비디오 아트 상시 전시가 가능하며, 

지하철이라는 일상 공간에서 예술을 유희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커뮤니티가 위축된 상황에서 방역을 준수하며 단절된 관계에 대한 지속을 도

모한다.

홍익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2020 CJ 엔터테인먼트 K-Contact 인디 라이브공연 프로젝트 미술감독

㈜옥토버시네마 이병헌 감독 영화 <드림> (아이유,박서준 주연) 소품팀

㈜글뫼 육상효 감독 <휴가> (김해숙,신민아 주연) 소품팀

2019 ㈜금월 박훈정감독 영화 <낙원의밤> (엄태구,전여빈 주연) 소품팀

티웨이항공 달력 PM 제작 기획 및 세트 스타일리스트

2018 틴더코리아 지하철 지면 광고 세트 스타일리스트

파주 북소리축제 “Your Office” 전 참여작가

환경부 <자연스러운 생활켐페인, 빗물받이대, 예술이 되다> 프로젝트 참여 예술가

여수 신기동 시목남자경로당 바닥화 프로젝트 참여 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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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유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마음의 생활, 마음의 자리. 여기가 나의 쉼터야.”1

‘아X채 콜라보’는 설치미술가 황혜준의 <팀 아르떼나잇>과 비디오 아트 작가 신현지

의 <채집망 프로젝트>가 모여 만든 공동창작집단이다. 아X채 콜라보의 황혜준은 시

각이미지와 등장인물, 조명, 음향 등 총체적인 입체 작업의 결과를 영상 언어로 구현하

는 다양한 매체 경험을 가지고 있고, 신현지는 지난해 발표한 ‘시와 산책’2 이라는 작품

에서 소외되기 쉬운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의 일상과 이야기를 섬세한 영상

으로 담아 사회적 공감대를 확장시킨 바 있다.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해 온 이들 청

년예술가 모임이 기획한 첫 협업 프로젝트 ‘낭만역사 사가정’은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

한 사가정역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지역적 감성, 다양한 세대 간의 일상 속 이야기들을 

그들 역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풀어낼 예정이다. 

하고많은 서울의 여러 지역들 가운데 중랑구를 주목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아X채 콜

라보는 중랑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유의 ‘자연과 도시의 풍경이 조화를 이루며 천

천히 시간이 흘러가는 듯한 매력’을 꼽는다. 이를테면 어느 저녁 무렵 용마 폭포 공원

의 알록달록한 조명 아래 한데 모여 에어로빅을 하는 아주머니들과 장기 두는 어르신

들, 마카롱 제과점과 보드 게임방을 드나드는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융화되는 다소 

이색적인 풍경을 말한다. 

실제로 중랑구는 용마, 망우, 봉화산 등 자연녹지가 많은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2020

년 7월 기준 약 39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3, 그중에서도 면목동 사가정역은 연평균 

8만 명이 이용하는 거주민 대비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곳이다.4 역사 주변은 단독·다

가구·연립주택과 아파트가 밀집한 주택가 사이에 상가들이 고루 분포되어 있고, 특히 

40~50대 중장년층의 상권 이용이 활발한 지역이다. 역 주변 골목에는 중장년층의 놀

이문화라 할 수 있는 색소폰 또는 댄스 스포츠 학원들이 즐비하고, 그 사이사이에 청

년층의 놀이공간인 클라이밍이나 필라테스 학원, 당구장, 네일아트샵 등이 모여있다. 

아X채 콜라보는 공동체가 만드는 이러한 작은 쉼의 장소들, 여가를 통해 나와 우리를 

돌보는 소소한 시간들을 포착하여 시와 그림을 테마로 주민참여형 워크샵을 기획하

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비디오 아트와 설치미술을 제작할 것을 제

안한다. 보통의 평범한 서울살이에 팽배한 세대 간의 분절과 철저한 무관심, 그리고 코

로나19로 인해 더해진 사회적·심리적 거리감과 소외현상을 예술 활동을 통해 조금이

나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순진한 상상을 권유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럼

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은 더 유연하고 긴밀하게 세상과 관계 맺는 

것, 어쩌면 이로써 인생에서 옳고 가치 있는 것들을 복구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낭만’

에 한 번쯤 빠져보는 일일 지도 모른다. 

1) 신현지의 ‘시와 산책’ 중 허복순 어르신의 시에서 부분 발췌 

2) 2019 서울특별서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부문 선정사업 노인이야기 들어주는 청년예술가 프로젝트, ‘이야기청’

의 일환으로 제작되었다.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 성북문화재단, 영등포문화재단 협력.

3) 중랑구청 홈페이지 참고 

4) 서울교통공사 2019기준. 2020년 상반기는 코비드19로 인한 지하철 이용객 감소로 월별 약 5만여 명이 승하차

한 것으로 집계됨.

 



본선 1부 선정 작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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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김동희 사이즈 파크(The Size Park)

개인

김민직 감각의 확장 Extension of senses

팀

김성심 꿈의 사운드 오브 뮤직

팀

김주리 일식 日蝕

개인

박준범 달배수못

개인

박진희 얼굴묘비

개인

성명기 구름산책

개인

조호영 60과 120사이

개인

진기종 바람에 걸린 편지 

(A Letter hang in the wind)

개인

강동구

김기라 생명과 예술의 공통적 속성

개인

김명진 벌집큐브벤치

개인

김소희 간극_역사의 틈

개인

김준명 신의 놀이(Playing God)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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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숙 꿈꾸는도시 강북구

개인

부지현 휴(休)-벚꽃이 만들어낸 의자와 테이블

개인

염철호 스펙트럼 서울(우이천)

개인

오택관 강북-그래픽쳐스

개인

강서구

민성홍 다시락(多侍樂)

(Playing with everyone)

개인

박기진 흩어지는 바다

개인

이갑재 과거로부터의 휴식

개인

장동욱 옛날 이야기가 피어나다.

개인

강북구

강석동 내옆에 문화

팀

김원진 순간의 연대기

개인

김현준 안전망 쉼터(Safety net bench)

개인

박기훈 행복한 공존 (共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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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 Libelle(수준기-수평을 확인하는 도구)

팀

이창훈 공감산수

개인

장서영 움직임에 의해 움직이는

개인

정승 데이터의 굴절_언택트(untact)

개인

이지안 공항시장의 옥상정원

개인

홍기원 달(The Moon)

개인

관악구

곽한울 그대에게, 너에게, 나에게

개인

김상돈 UNTACT 공공예술 전시 프로젝트

팀

김선희 무지개를 기다리며

개인

김우진 The Waves in ___

개인

김태원 빛방울

개인

이상용 같이 가치

개인

조은상 한 뻠 갤러리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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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편견없이 이야기하기 위한 장치

개인

현지원 관악 르네상스: 꽃의 동물원

개인

광진구

강민정 웹-멍 때리기

개인

김미숙 진구야 학교가자

개인

김태연 비 틀

개인

남오일 On the road, Seoul

개인

모은미 Fish of hope

개인

문지희 주고 받는 빛

개인

성유삼 도시의 굴(urban cave)

개인

구로구

기슬기 조작된 풍경

개인

김미래 Sliding bus with art

그림으로 지하철 밀어내기

개인

김봄 구로구 맵핑 프로젝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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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빛의 샤워

팀

김진우 신인류, 숲을 거닐다 -플라잉맨

팀

리금홍 무의미의 축제

-우리는 두시간 동안 같이 있었다

개인

이두현 흔적의 화합

개인

금천구

구수현 image not found (이미지 찾을 수 없음)

개인

김용관 예술 나눔:

남으니까 나눈 것, 나누니까 남은 것

개인

김혜성 광환(Couronne)

개인

유현봉 역사를 품은 은행나무의 손길

개인

이은호 빛나는 그늘, 빛나는 쉼

개인

홍성재 기억 은행 나무(Tree of Memory bank)

개인

노원구

강하니 추억을 프린트하는 파란 인쇄소

개인

권은미 Urban X Stitching Project: 

도시 잇기- 어반 크로스 스티칭 프로젝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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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킴 공릉 누들로드 아트 프로젝트

팀

박대현 COVIA(코비아)

개인

박수지 숲, 숨

개인

전지인 1) 듣고 싶은 말, 보고 싶은 말 

2) 중랑천에 비친 달

개인

도봉구

유도영 생태문명

개인

윤혜리 환희의 송가

개인

이승연 평화의 어처구니(가제)

개인

이일우 예술작품으로 변하는 도시 건축물

팀

정보경 평화의 빛

개인

정슬아 그린 포레스트 (Green Forest)

팀

조태복 photon(2021)

개인

황남인 우리동네 푸른공방: 

그린 어포던스(Affordance) 팝업스토어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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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김인배 망원경

개인

나지웅 장소, 동작역 발생

개인

양준성 미래의 탑

개인

이연숙 솔숲 풍경

개인

이창원 MAERDLUEDON-NODEULDREAM

개인

정혜정 민들레

개인

동대문구

김윤범 길고양이와 주민이 상생하는 피트니스 

발전기

개인

김동섭 VOID(보이드)

팀

김수현 지금 여기, 무릉도원

팀

김하윤 RUN! 동대문!

개인

박다빈 디지털 한약방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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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김원화 빛의 놀이터

개인

김형규 Nature Project_해변으로 가아요

개인

노경택 반짝반짝 빛나는

개인

송지호 모두의 음악대

개인

심민섭 공유미술관 넥스트모드

팀

정재욱 햇빛반상회

개인

최수빈 Everything is connected

개인

홍찬혁 터널 ‘TUNNEL’

팀

서대문구

권영미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인공 정원 가꾸기 

프로젝트 ‘인정’

개인

권용주 극동상가 극복프로젝트

개인

김도희 감정산책

개인

김선경 모두의 이야기 공작소

팀

김성기 홍제천 겔러리(Art Refugia)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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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일월설화전도

개인

김수경 응원

개인

박주리 꿈의 세계로 가는 길

개인

송이담 서울구석탐방 해외여행

팀

장선경 곤충서커스

개인

조주현 빛날 우리

개인

박형근 천연충현의 이미지

개인

안정란 빵산별원정대-홍제천, 안산

 팀

윤병철 홍제시화(弘濟詩畵)

개인

이하은 동네, 담아내다; 천연동, 충현동

개인

서초구

강정석 라이브 액션 롤플레잉(LARP)과 증강현실

(AR)을 통한 공공미술 조각 만들기

개인

권재현 달꽃마당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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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나승준 composition(agora)

개인

박성진 십구문반

개인

박소연 희망의 MEMORY

개인

신재은 HOP HOP HOP

개인

윤두현 Wallpaper(Mojave Day&Night)

개인

이채은 동쪽 별이 서쪽 바다에 들려주는 이야기

개인

정현숙 FLOW

(플로우: 시민을 위한 시청각적 광장)

개인

황보성희 4개의 TUBE SQUARE: 

또 다른 공간으로의 여정

개인

성북구

갈유라 장위동 타임 슬립 터널

- 디지탈 레이싱(2017-2020)

개인

강주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Surrounding Us

개인

김문정 EXPANSION OF GOOD

팀

박미량 파동

개인

이기홍 교류(交流)의 문(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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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낯선 일상

개인

이신후 굴다리 시네마: 잃어버린 여우를 찾아서

개인

조미형 일시적 녹지

개인

송파구

김경호 미디어 게이트

개인

김병덕 서울 레지던시

팀

김부희 하늘이와 봄이

개인

듀킴 러브-레볼루션

개인

안가영 오봉산을 찾아서: 

당신이 설화 속을 걸을 때

개인

이태헌 푸른 빛 물결

개인

조미영 공공미술 프로젝트<생각 말고, 느낌>

팀

양천구

곽윤수 여기, 지금, 우리

개인

김한나 휠링 힐링(whirling healing)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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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희망의 시간

개인

이재웅 시간과 성장

개인

조경재 빛, 구조, 시계

개인

한주희 시간을 기억하는 나무

개인

홍정표 VKTRS

개인

영등포구

곽아람 창백한 푸른 점

개인

김보배 문래지구

개인

김창겸 바람과 빛의 춤

개인

박다솜 주름의 색

개인

박은주 Mover

팀

유모나 Dark, glowing time(가제)

팀

유지환 Fantasy of Light

팀

조민선 서울 밤하늘의 “별빛 조각” 

(Starry night in Seoul)

개인

조혜진 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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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연 역사지리 도큐멘트 

[ALIVE:MOVING HISTORY]

개인

용산구

강우혁 안전통행_보물찾기

개인 개인

구계숙 지구별에서 부르는 우주의 노래

팀

김다예 남산틈새

팀

김주경 달의 길

개인

노동식 후~바람을 타고 날아가!

개인

박고은 움직이는 공간

개인

유혜미 삶의 스펙트럼

개인

이정식 Love Virus EP.1

개인

최대진 오늘은 어제의 내일/용산을 상상한다

개인

은평구

김은숙 Signal

개인

박병래 속삭이는 빛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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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수 북한산 숲속 레인보우교 위의 견우직녀 

상봉

개인

엄귀현 만남과 희망을 기념하는 원형트랙달리 

케이크 조형물

개인

조가연 다채로운 색깔의 다래마을

개인

최보련 Fast Fog

개인

최성록 무지개 방울방울

개인

종로구

구나혜 Mountin Bridge

팀

권남희 알약 의자(앉으면 머리 안 아프게 해주는

의자)

개인

권혜원 백운동천 AR

팀

김성래 우리나라 첫 박물관은 어디에

(한국 박물관 원표)

개인

김승회 위대한 산, 서울 

(The Greatest Mountain, Seoul)

팀

김태균 광장(Square)

개인

김현정 숨과 쉼

팀

박병일 서울 종로 풍경과 장동 팔경

개인

박승예 창신동 절개지 재조명 프로젝트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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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단지야. 이건.. 쉿 ! 비밀이야...”

팀

조은지 자(연)발(생) 발표장

개인

홍진훤 COVID-19 오픈 아카이브 센터를 위한 

쇼케이스 프로젝트

개인

중구

고대웅 뜰: 을乙 더하기 풀艹은 예술艺术

팀

구재회 한양 성곽길 Maker’s Studio

팀

김세은 터널화 2020

팀

박정혜 ‘도시의 삶’과 ‘생태적 삶’의 공존

- 예술 생태 지하도 프로젝트

팀

박지현 Thomson#

팀

송하규 파려안 센터

팀

이주경 언덕 위 써드플레이스: 

마음, 지역, 관계의 정비소

팀

이현지 다산동 문화집결지

개인

조원 다산 활력 루트 조성

개인

허수빈 만리철학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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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김상균 open-studio

개인

김혜숙 기억

개인

류지선 사가정의 봄&사가정의 가을

개인

박두리 면, 면

개인

우정수 Sunset Canopy

개인

이이난 그림자산책: 탭탭(TapTap)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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