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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안과 밖, 그리고 그 사이

정현 (미술비평가)  

오늘날 도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도시

인, 도시노동자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최근 십여 년 사이 한국의 인문

학은 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아파트 인문학에서 도시 인문학에 이르

기까지 도시와 삶, 삶의 가치는 한 몸이 되어 사유와 실천의 주요한 핵심이 

되었다. 시각예술 역시 마찬가지다. 2000년 이후 동시대미술은 도시(특히 

서울)를 문화인류학적 대상으로 보는 시도가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세계

화 규격에 어울리는 도시 재건에 따른 인위적인 복원과 재개발을 비판하

는 다양한 공공적 시도가 벌어졌다. 공공미술은 새로운 장르가 되었고 문

화의 첨병이 되어 도시 단위에서 마을 단위로 세밀화 되었지만 이러한 행

위가 과연 실제로 공공과 미술의 감각적 접속, 문화적 가치의 실효성을 가

지는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수많은 담론과 입장이 난무하고 있다. 회화, 

사진, 영상도 도시를 창작의 중요한 테제로 받아들인다. 

기획의도 Curatorial statement

김세진 작가의 「유체도시」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시간과 공간은 도

시에서 살아가기 위한 각기 다른 경험에서 느낀 사회적 구조에 대

한 불안감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영상에서 보여지는 도시의 모습은 자본이라는 거대한 욕망으로 만

들어진 물질적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 환경을 보여

준다. 그 안에서 온전하게 도시를 살아가는 개인들의 모습에서 작

용되는 권력, 자본, 계급, 그로인한 폭력성이 도시사회를 어떻게 이

루고 있는지 영화적 장치를 통하여 현재의 환상을 돌이켜 보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작가가 겪었던 특수한 성격의 모든 도시사회에서 공통적으

로 감지되는 폭력성이 요동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 

공간 안에서 만들어진 도시의 욕망은 개인의 삶은 고려되지 않는 

알 수 없는 사회의 규칙적인 제도들만이 양상 되고 있다는 점을 지

적한다. 또한, 각 나라 및 도시의 역사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사회 

체제를 형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도시의 특성은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디스토피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

리에게 환기 시키고 있다. 

이러한 모든 현상들을 경험한 작가는 예술이라는 실천적 행동으로 

이 문제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분할된 화면구성은 의식의 흐

름을 계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렇게 변화되는 화면의 반복

과 재생에서 사유의 습관적 방식을 전복하면서 새로운 사유를 생성

할 수 있도록 재현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전시를 통해 보편적 정체

성이라는 관념으로 잠식된 자본주의의 폭력에 대해 정해진 관습이 

아닌 그 어떤 성질이나 형상으로도 정해질 수 없는 자유로운 도시, 

유체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그 해답이 아닌 질문을 던지고 있

는 것이다.  

 큐레이터 이수현

Time and space, as described by Sejin Kim in the 

exhibition ‘Fluid City’, metaphorically illustrates the 

anxieties of social systems experienced in cities. 

Her cityscapes portray our daily life and environment in 

material cities which have been created by the driving 

desire of capitalism. The artist observes an urban life 

which is controlled by power,  hierarchy and the pursuit 

of money and guides us to reflect on how these three 

entities, and the violence caused by them, influences 

city society as well as the illusion of the present 

through cinematic installation. Her work reminds us of 

a violence which is erupting and witnessed commonly 

in all the cities the artist has experienced. The work 

highlights that a city’s desire creates unknown 

regulations of society which take no consideration of 

the inhabitants’ private lives at all. She draws attention 

to the issue that all cities may be running toward the 

same dystopia in the name of globalisation, although 

individual cities and countries should form different 

social systems according to their historical background. 

The artist, who has observed all this, criticises the 

problematic issues through the practical act of her art. 

Division of the screen constantly changes the stream of 

consciousness. Repetition and replay of videos subvert 

habitual ways of thinking and allows the viewer to 

experience new ways of thinking.    

In the exhibition, we are not answering but questioning 

if we can build a ‘fluid city’ which is free from any 

quality, shape, and custom determined by capitalist 

violence which is preoccupied with a concept of 

universal identity. 

 curator LEE Soo Hyeon 

정현은 미술비평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각문화에 관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전시를 기획하거나 프로젝트에 참여하곤 한

다. 강의, 글쓰기, 기획을 통해 동시대 시각예술을 다각적으로 바라보고 입체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노력한다. 최근 이상과 

뒤샹을 연결한 전시 "이상뒤샹"에 관련된 책 <이상뒤샹>(공저)이 출간되었고 다원화된 세계미술지형도를 그린 <Art Cities of 

the Future: 21 Century Avant-Gardes>(공저, 2013)이 영국에서 출간되었다. 정체성과 예술가/창작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프랑스에서 예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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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인 공공미술프로젝트는 도심 내부로 침투해 산업화에 의해 조성된 지역에 각인

된 정체성을 문화적 가치가 깃든 정체성으로 재생하려는 시도를 벌이거나 수도권 지역을 

시각화, 질량화, 통계화하는 작업을 통해 경계지의 현실과 균형개발이란 미명 사이의 간극

을 비판한다. 회화의 경우는 정부가 근대화에 의해 조성된 지역을 안전과 도시미화의 차원

에서 거세하는 현장을 우수에 어린 시선으로 재현하거나 지워진 기억이란 연민의 대상으

로 바라본다. 사진은 재개발, 규격화된 아파트 건축물, 급진적인 산업화를 민족주의적 이

념으로 상정한 근대의 기념비를 냉정하게 포착한다. 현대사진은 실재를 증명한다는 기록

성과 실재의 대상을 미학적 틀 안에 배치하여 이른바 사회학적 대상의 현존을 제시한다. 

이러한 작업 태도에는 도시에 존재하는 이데올로기의 현장을 사진적 진실로 미학화하려

는 전략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주로 시도된 도시와 관련된 영상 작업은 대개 거짓 다큐나 퍼포먼스를 재구성

한 주제에 대한 대리보충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도시를 불확정적

인 미결 사건의 장으로 상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하지만 많은 영상 작업들은 도시

를 위험과 가능성, 금지와 위반의 경계와 같이 물음의 장으로 설정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힘(제도와 규범)에 의해 사건의 중심의 언어 바깥의 추상적인 언어들로 전환하거나 이데

올로기가 충돌하는 현장을 마치 국제상황주의자들을 연상시키는 행동주의적 행위를 기록

하는 데에 만족하는 듯하다. 이는 이미 정형화된 결론을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물론 이러한 현상을 한국시각예술의 한계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는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

이 잠재해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무엇보다 신화적 서사가 사라지자 인위적인 방법으로 새

로운 맥락을 만들어야 하는 기획물 또는 파생실재가 되어버린 포스트모던 시대의 산물인 

‘스토리텔링’의 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한계와 맞닿아 있을 수도 있을 것이며, 우리

의 현실이 여전히 이데올로기를 위한 예술을 지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여기

에 제시된 문제들은 앞으로 새로운 담론과 다각적인 연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김세진의 영상은 내러티브보다는 이미지로, 스토리보다는 영상의 구조를 통

해 도시, 도시인, 도시노동자를 보여준다. 작가는 영화적 연출기법, 카메라의 움직임, 플랑

(장면)들을 구성하는 방식을 통해 이른바 영화적 미장센을 시각예술의 조형성, 공간성으

로 이동시킨다. 그의 작업은 시적 장면을 구성하는 수단이나 내면의 서사도 아니고 그렇다

고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에 침입한 이질적인 다른 차원의 의견들, 몸짓들도 아니다. 그렇

다면 김세진이 영상이란 매체를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며 영상 매체와 도시, 

도시의 겉모습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어떤 관계를 맺는 지 함께 생각해 보자.

이중적 훔쳐보기

원근법의 해부학적 시선은 외부로부터 내부를 관통한다. 르네상스의 원근법은 마치 TV연

속극이 보여주는 실내 공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고전적 원근법의 시선은 내부와 외부

가 분리된 상태로 나타난다. 안과 밖의 분리는 서구의 고전회화가 삶이라는 현실보다 성찰

적 내면에 보다 집중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김세진의 초기작은 특별한 스펙터클이

나 서사가 있는 이야기보다 일상의 한 부분을 기록한다. <그들의 쉐라톤, 2006>은 대만의 

쉐라톤 호텔의 객실 반대편에서 늦은 밤 홀로 객실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응시한다. 그

들은 자신들의 일상에서 분리된 채 마치 새장에 갇힌 것마냥 멍하니 실내 공간에서 머뭇거

리고 있다. 김세진은 그들을 대상화하기보다 세계화, 노마디즘으로 대표되는 동시대의 리

얼리티를 포착한다. 과연 세계화라는 제한 속도가 없는 유토피아를 향한 욕망은 누구의 소

유일까? 어둠 속에서 촬영된 거친 영상의 질감은 등장 인물들을 곧 허물어질 모래 인형처

럼 기록하고 있다. 

영상은 대만의 후텁지근한 밤공기와 도시 소음의 질감과 닮아 있다. 이 둘의 관계는 무

게를 없애려는 속도와 비가시적인 대기가 끈질기게 숨쉬기를 방해하는 무게 사이처럼 말

이다. <연선, 채에 관하여, 2004-2005>도 훔쳐보기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 영화 촬영 현장

에서 일어날 수 있는 스태프들 간의 갈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제작해 리얼리티를 허구적으

로 구성한 유사 다큐멘터리 영상은 영화제작의 현실을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고발하게 하

는 방식을 사용한다. 두 개로 분할된 화면으로 구성된 이 작업은 왼편에서는 문제의 중심

안 미스터리 한 여인 ‘연선, 채’를 계속 추적하고, 오른편에서는 동료들이 그녀가 저질은 

스캔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미니멀한 구조로 된 이 작업의 형식적 특성은 영화

제작 기록영상이라는 매우 객관적이고 행정적인 영상물과 그 속에서 작업을 한 스태프들

의 내적 고백 혹은 사건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피력하는 구조에 있다. <연선, 채에 관하여>

는 관음적 응시가 아닌 특정 대상에 대한 기술(description)을 통해 사건을 재현하는 대신 

재구성한다. 이 프로젝트을 통해 김세진은 ‘재현 불가능성’ 혹은 ‘재현의 부조리’를 고백

하는 듯하다. 인터뷰를 통해 재구성된 사건은 진실을 밝혀주기보다 사회적 질서와 관습에 

의지해 살아가는 개인의 허약함만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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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적 재현의 사회심리학

예술에 있어 리얼리티는 작가에게 여전히 유효한 과제이다. 리얼리티는 표현, 기술, 언

어, 이데올로기, 철학과 문화 등 복합적인 차원을 통해 시대를 관통하며 변주되고 재해석

되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빅토리아 파크, 2006>와 같은 작업은 역시 이중분할화면을 이

용해 리얼리티를 재구성한다. 얼핏 십대 소녀 집단의 이야기가 연상되는 인물들은 사실 홍

콩의 상주 가정부(Amah)로 일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에서 이주한 여성들이다. 홍콩의 살인

적인 집값 때문에 가정부에게는 별도의 주거 공간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한다. 주중에는 부

엌 바닥을 침대 삼아 잠을 자는데, 일이 없는 주말에는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바깥에 머

물러야만 한다. 그들은 안이 아닌 밖에 갇힌 사람들이었다. 왼쪽 화면만으로 그들은 소란

스러워 보이고 흥분된 듯 보이지만, 반대편에 전화기를 들고 홀로 서 있는 인물이 대립한

다. 받지 않는 전화기에서 울리는 공허한 송신음은 기계적 시간에서 점진적으로 심리적 불

안의 신호가 되고 그룹에서 떨어진 인물의 반대편 화면은 도시의 건물풍경으로 이동한다. 

김세진의 시선은 고층빌딩들 숲 안 갇힌 사람들의 현실을 묘사하기보다 영상을 구성하는 

요소들, 즉 빛, 소리, 시간, 공간, 화면의 구조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야간 근로자, 2009>는 전복적인 시간에 대한 작업이다. 전작 역시 조형적 영상과 도시 

근로자 혹은 문화 제작시스템에 관한 시선이 내포되었으나 <야간 근로자>는 보다 직접적

으로 도시인과 노동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시간의 방향대로 구조화된 두 남녀 도시 근로

자의 하루는 오전에서 오후의 흐름이 아닌 해가 질 무렵부터 해가 틀 무렵까지의 시간의 

방향으로 이동한다. 작가는 시간의 흐름 자체가 전복되었다기보다 노동의 역할에 의해 보

편적인 시간의 궤적에서 벗어난 인물을 주목한다. 그들의 하루를 추적하는 카메라는 자연

스레 직장의 내부를 배경으로 드러낸다. 흥미로운 점은 인물과 배경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

지 않고 오히려 배경이 주는 경직성, 엄격함은 노동의 현장이 노동자의 주체성을 잠식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일하는 것’과 ‘사람들을 일하게 하는 것’은 개인적

인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동시에 사회적 병폐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되는 권고이자 요

구라는 쌍둥이”(“새로운 빈곤”, 35쪽)라며 생산주의 시스템 속에서의 개인을 해석한다. 건

물 내부를 이동하는 후반부 장면에서 인물들은 컨베이어 벨트로 옮겨지는 부품처럼 등장

한다. 무생물인 건물은 거대한 권력의 내부가 되고 인간은 기계의 일부, 혹은 권력을 유지

시켜주는 도구가 된다. 

영화적 리얼리티에서 씨네 포엠으로

최근 들어 스티브 맥퀸의 <노예12년>, 박찬경의 <만신> 등을 통해 동시대 미술계는 영상 

작업이 영화적 매체로의 확장을 미디어 아트의 신대륙이라도 발견한 듯 호들갑이다. 미디

어 아트가 영화가 되는 것은 마치 당연한 귀결처럼 여겨진다. 마치 영화가 모든 예술의 종

착지라도 된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미디어 아트가 영화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매체와 기술, 환영과 리얼리티, 예술작업과 관객과의 관계를 부여잡

고 있다. 더불어 그것이 극장에서 상연되는 것과 달리 관객의 움직임과 영상의 물리적 상

영시간과 관객의 주관적 시간 사이의 갈등, 낯섦, 의지 등에 따라 엇갈리거나 교차하는 가

능성을 탐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세진의 <잠자는 태양, 2012>은 전작들에 비해 보다 영화적 리얼리티를 강조하는 것처

럼 보인다. 이 작업은 외계인의 낯선 시선으로 보는 ‘시간이 정지된’ 런던의 모습이다. 이

미 클리쉐가 되어버린 고색창연의 유럽의 근대도시를 이방인의 눈을 통해 전형이 된 도시

를 처녀지(virgin place)로 갱신한 신지정학적 태도(a neo topological approach)가 반영되

었다. 김세진은 이 작업에서 분할화면에서 벗어나 영상의 원형을 재방문한다. 사실 영상에 

소리의 차원이 기입되기 전, 영상은 온전히 이미지의 움직임에 의해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

했다. 영상에 소리가 만나자 리얼리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해지지만 움직이는 이

미지의 힘은 약화될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김세진의 작업이 모더니즘 미학으로 회귀하

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작가는 불가항력적으로 모든 매체, 활동, 의지를 삼켜버리

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본주의 속에서 미디어 예술가로서 자신만의 저항을 하고 있는 듯

하다. 이는 영화로 탈바꿈한 미디어 아트의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매튜 바니(Matthew Barney)의 <크리메스터 사이클, 1994-2002>(The 

Cremaster Cycle)로 대표되는 거대 프로덕션 유사 영화의 시대가 열린 이후 더글라스 고

든과 필립 파레노(Douglas Gordon and Phillipe Parreno)의 <21세기의 초상, 지단>(2005)

까지의 영화적 실험은 기존의 실험 영화(experimental film)의 궤적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매튜 바니는 미디어 아트를 영화적 크기로 비대하게 만들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문

명, 폭력, 기계, 젠더에 관한 질문을 장식, 의상, 세트, 조각, 미술제도 등과 연결 지었다. 고

든과 파레노의 영화는 축구 경기를 실시간으로 촬영하되 경기를 하고 있는 지단만을 촬영

하면서 영화의 상영시간과 경기 시간을 겹쳐 버린다. 또한 디지털 촬영 기법을 통해 지단

을 동시에 다양한 위치에서 촬영하여 트릭이나 스토리의 전개와 무관하게 입체적인 시간

성을 실험한다. 



8  김세진의 유체도시 9

오늘날 모든 분야가 다 그러하지만, 미술의 문제도 과잉 생산, 내용보다는 프로덕션의 

크기, 홍보 전략, 작가의 유명세와 전시 기관의 권위가 지나치게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한

계가 없이 진격하는 욕망은 세상의 모든 덕목들과 이데올로기들 그리고 사건들(역사, 정

치, 전쟁, 갈등)을 물화하고 상품화한다. 다중지성의 시대가 되었으나 사실 다중이라는 또 

다른 ‘환영의 집단’은 욕망의 파고에 휩쓸려 그저 좋거나 싫다는 의사만을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 모든 사람이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고 모든 미술이 이데올로기로 투쟁을 선언한

다면 사실상 투쟁은 없는 셈이다. 슬라보예 지젝이 주장하듯 이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생

각해 볼 필요가 있다.

Inside, Outside and In-between Cities  
 HYUN JUNG (art critic)

Today, what does a city mean? What quality of life do the many people 

living and working in a city enjoy? In the last 10 years, the humanities 

in Korea have been engaging with the subject of cities, encompassing 

issues ranging from apartment dwelling to the urban environment. 

This concentration on the city has led us to thinking and acting as if the 

life of the city is somehow a measure of the value of our own lives.

A similar trend has occurred in the visual arts. Considering a 

city (particularly Seoul) as a subject in cultural anthropology, 

contemporary art has publicly attempted diverse critical views of 

superficial restoration and urban renewal since 2000. Public art 

became a new genre and its level of concern, as a vanguard of culture, 

has extended beyond cities to small villages. Nonetheless, there is a 

continuing debate on whether this tendency in public art can be useful 

either as a cultural value or as a sensible dialogue between the public 

and art. Cities are also an important theme in painting, photography, 

and the moving image.     

Progressive public art projects seek to infiltrate industrialised areas in 

a city and to revive a culturally valuable identity after removing some 

HYUN JUNG is an art critic and independent curator based in Seoul. His works focuses on research of process 
creative particularly between visual art practice and its theoretical side. a creative theory about the visual art. His 
essay about the contemporary art scene concerned with the urban culture in Seoul was published in "Art Cities 
of the Future-21st Century Avant-Gardes" (Phaidon, 2013, collective). He organized "YisangDuchamp" (2013, co-
curating), "Bonjour, M. Courbet"(2010), "Public Art Project E+Motion"(2009,co-curating), "Rogue: Image of the 
Other"(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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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etermined identity. By visualising, materialising, and analysing statistically 

the area in and around the capital, the projects criticise the gap between reality 

and an imagined balanced development in the provincial cities. Many modernised 

sites have been emasculated by the government for ‘safety’ and ‘city beautification’ 

reasons. Painting portrays this like a lost memory, whether gloomily or 

sympathetically. Photography coldly captures reconstructed and standardised 

apartment blocks and modern memorials celebrating radical industrialisation as 

a cornerstone of nationalism. Contemporary photography suggests the existence 

of a so-called sociological subject, employing a documentary quality to place 

the reality of the actual subject in an aesthetic frame. Such an attitude implies a 

strategy to categorise ideological conflicts in cities as an aesthetic of photographic 

truth.        

Many Korean moving images on cities seem close to being surrogate replenishers 

for a theme which reconstructs fake documentary or performance art. We can 

interpret this as a presupposition that a city is a place for undetermined events. 

However, many works do not depict cities as places for risk and opportunity, 

prohibition and transgression. Instead, they appear to be satisfied with converting 

cities into an abstract language which is not at the centre of the events, by invisible 

powers (system and regulation) or with documenting ideological conflict as 

activism, reminding us of International Situationists. It looks as if a scandalised 

conclusion is unavoidable. Certainly such a phenomenon is not a limit of Korean 

visual arts itself. I believe there are a variety of complex latent causes. It could 

be linked to some fundamental limit of story-telling methods, a production of the 

postmodern era which became a derived reality or a planned project necessarily 

creating a new artificial context. Also, it could be because there are few options in 

real life apart from aiming art at ideology. Issues raised would be developed as a 

new discourse and a multifaceted research project.         

In contrast, Kim’s moving images describe cities, city dwellers, and city workers 

with images rather than narrative, with structure rather than story. The artist 

shifts cinematic mise-en-scene into a sculptural aesthetic and spatiality of visual 

arts using cinematic directing techniques, camera movement, and the composition 

of scenes. Her works are neither an instrument for assembling poetic shots nor 

an inner narrative. Besides, they are neither an opinion nor a gesture of the other 

dimension which has trespassed onto a scene where an event is happening. So, we 

need to explore what the artist intends to convey in her moving images and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ving image and cities and between the look of 

cities and the reality.         

Dual Voyeurism
The anatomic perspective passes through the inside from the outside. Renaissance 

perspective is not very different to a TV drama set which reveals its interior. In other 

words, the classical perspective separates inside and outside. Such a distinction 

implies that western classical paintings focused more on inner reflection than the 

reality of life. Kim’s early works do not portray a dramatic spectacle or narrative 

but aspects of daily life. ‘Their Sheraton’ (2006) shows individuals staying alone in 

a hotel room for a night as seen from a building opposite. They are hanging around 

vacantly as if they are separated from their everyday life and locked in cages. Kim 

does not objectify them but, instead, reveals a contemporary reality exemplified 

with globalism and nomadism. Who desires utopia, a so-called globalisation 

with unlimited growth? The rough texture of shots taken in the dark illustrates 

characters like sand sculptures about to be washed away. The scenes resemble 

the texture of the stuffy air and noise at night in Taiwan. Their relationship is 

similar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ed of something that tries to get rid of 

its weight and the weight of the invisible air constantly making it hard to breathe. 

‘About YS Chae’ (2004-2005) appropriates a voyeuristic approach. Employing a 

format of interviews with different participants, the quasi-documentary discloses 

the reality of film production and conflicts amongst the staff. In this multichannel 

video work, one video follows a mysterious woman Chae who is at the centre of 



12  김세진의 유체도시 13

a controversy, the rest show individual interviews with each of her colleagues 

about what they think of the scandal. This minimally structured video is formally 

characterised as an objective and administrative documentary and as a frank 

confession or a personal opinion by the staff members about the film production 

process. ‘About YS Chae’ does not represent but reconstructs by describing a 

particular subject rather than being purely voyeuristic. Kim seems to admit the 

impossibility or the absurdity of representation through the project. The scandal, 

reconstructed from interviews, fails to illuminate the truth but discloses the 

weakness of individuals living according to the conventions and customs of society.      

Social Psychology of Cinematic Representation
For artists, reality is still a valid theme to be tackled. It is because reality is a 

question which is varied and has been reinterpreted throughout time using 

complex approaches such as expression, technique, language, ideology, 

philosophy and culture. ‘Victoria Park’ (2006) rebuilds reality on dual screens. 

The people appearing on the screens may remind us of typical teenage girls, 

but they are Amah from south-east Asian countries, housemaids in Hong Kong. 

Apparently, house rents are so expensive in Hong Kong that no residential space 

is provided for the housemaids. They sleep on the kitchen floor during weekdays 

and have to stay out from early morning to late at night on the weekends. They 

are imprisoned not inside but outside. One video shows a group of girls looking 

noisy and excited, whereas in the other a girl is standing alone holding a mobile. 

Ringtones from unanswered phones echo emptily and become signals of 

psychological anxiety in machine time. In the mean time, the other video which was 

following a girl separated from a crowd moves to urban skyscrapers. The artist’s 

gaze can be found in the elements of the picture like light, sound, time, space, and 

framing rather than portraying the reality of the people imprisoned in a forest of 

skyscrapers.           

‘Night Worker’ (2009) is about subversive time. Kim’s previous work explored 

formal aspects of the picture and her view of urban workers or the cultural 

production systems but ‘Night Worker’ deals more directly with the city dwellers 

and labour. The subjects are workers, one a female, the other male. Their day does 

not flow from morning to evening but moves from sunset to sunrise. The artist did 

not change the flow of time but pays attention to shift workers living outside of the 

ordinary time scale. The video follows their working day and so naturally shows the 

interiors of their workplaces. It is interesting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people and their backdrops. There is only the rigid and authoritarian feeling 

of workplaces, encroaching on the worker’s identity. Zigmunt Bauman says, 

‘to work’ and ‘to make people work’ eliminates individuals’ troubles as well as 

influencing social ills as twins called advice and needs, interpreting individuals in 

a productivist system. (Work, Consumerism and the New Poor, 35p.) In the second 

half of the video, workers appear to be part of a machine moving on a conveyer 

belt. Buildings, inanimate objects, are the interiors of an overwhelming authority 

and humans become part of some mechanism for maintaining power.           

  

Cinematic Reality to Cine-poem 
Since the critical and popular acclaim for Steve Mcqueen’s ‘12 Years A Slave’ 

and Chan Kyung Park’s ‘Manshin’, the contemporary art world fussed over the 

expansion of moving image to film as a medium as if they had discovered a new 

world. It seems to be understood that media art becomes film as a natural result. 

Film seems to be considered as the final destination for all art forms. Media art 

is similar to film but at the same time has a relationship to medium, technique, 

illusion, reality, art practice and audience. Unlikely to be playing in a cinema, media 

art explores various possibilities depending on unfamiliarity, enthusiasm, conflict 

with the audiences’ movement, with physical running time, and with each audience 

member’s subjective time. 

Kim’s ‘Sleeping Sun’ (2010) seems to highlight cinematic reality when compared 

with her previous works. It presents London where time stands still from an 

outsider’s perspective. It applies a neo-topological approach which renews the 

archetype of a modern European city, an overused cliché, as a virgin place. I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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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the artist does not divide a screen and revisits the origins of the moving 

image. In fact, before sound was recorded, images stimulated the viewers’ 

imagination using its movement alone. Once sound was added to image, reality was 

considerably enriched, and yet the power of the moving image became naturally 

weaker. Nonetheless, Kim’s works are unlikely to return to modernist aesthetics 

as she seems to revolt against capitalism in her own way, in the neoliberal era 

which swallows all media, activities, and enthusiasm. This relates to the reality of 

media art transforming into film. For example, since the era of massive quasi-film 

production began, from ‘The Cremaster Cycle’ (1994-2002) by Matthew Barney to 

‘Zidane: A 21st century Portrait’ (2005) by Douglas Gordon and Philipe Parreno, 

cinematic experiments appears to follow the trajectory of experimental films in 

the past. Matthew Barney expanded media art to film scale and links questions 

about civilisation, violence, machine, and gender to decorative art, fashion, set 

design, sculpture, and art systems in the context of work. Gordon and Parreno’s 

work filmed a football match in real time, focusing on Zidane. The time in the film 

overlaps with the time in the football match. Without any deception or any story 

development, the work tests the three-dimensional nature of time by using digital 

filming techniques to show the footballer in different positions simultaneously. 

      

Today, in art as in all other areas, there are problems of overproduction and 

excessive emphasis on the scale of production, the marketing strategy, popularity, 

and status of the exhibition venue rather than on the substance. Ever-increasing 

desire materialises and commodifies all ethics, ideologies, events (history, politics, 

wars, conflicts and so on) in the world. The age of multitude knowledge is here. 

Is this informed mass, in fact, another illusory group swept along on the tide of 

desire, expressing simply yes or no? If everyone argues about political correctness 

and all arts work towards ideologies, then there is no real struggle. As Slavoj Zizek 

argues, we now need to stop for a little while and think. 

타자화된 기억+주체화된 이미지, 

사실과 허구 사이의 디지털 이미지로의 

김세진 2시기 작품이야기 

 김장연호(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총감독 | 미디어극장 아이공 디렉터) 

한국 디지털 비디오아트 1세대라 할 수 있는 김세진은 디지털로 상상할 수 

있는 영상언어를 드물게도 오랜 시간동안 꾸준히 풀어나간 작가다. 또한 그

녀는 미술과 영화의 경계를 넘나들며 영상미술이 갖고 있는 미학적 언어와 

영화의 언어들을 성실히 작업에 반영하는 작가이기도 하다. 그녀의 작업에

서 아날로그 비디오카메라에서부터 디지털 카메라, 폰카메라, HD 카메라 등

의 기술적 변화로 인한 한국 영상매체의 미학적 가능성의 흔적을 섬세하게 

엿 볼 수 있을 정도다. 김세진의 작업은 1990년대 중후반에서 2000년대 초, 

2000년대 중반부터 2013까지 시기적으로 나누어 그 작품의 성과를 감음해

볼 수 있다. <10 to 10>, <돌이킬 수 없는>, <꿈속에서>, <기념사진> 등을 작업

한 1시기에는 국내 환경을 중심으로 디지털 이미지의 미술적 특성을 영화의 

언어로 탐험하는 작업이 주를 이룬다. 한국 디지털 비디오 언어에 대한 간헐

적인 작가들의 미학적 실험들이 있었지만, 오랜 시간동안 꾸준히 작업을 했

던 그녀는 자신만의 화법을 제시하며 불모지에 불안정했던 한국의 디지털비

디오아트의 중요한 작가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작업은 대체적으로 

현대 사회의 인간성에 대한 고찰과 작가 스스로의 자기반영성에 관한 질문을 

김장연호는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미디어예술학과 석사와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화연구학과 박사를 수료했다. 2005

년 ‘올해의 예술상’을 받은《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2000~2013)을 기획하고 있으며, 홍대앞 미디어극장 아이공 디렉

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출강, 《2012서울국제뉴미디어아트비엔날레》평가위원을 지냈다. 이

외 주요기획으로《페미니즘 비디오 액티비스트 비엔날레》(2003,2005,2007,2010), 《대안영화 오노요코 기획전》(2010), 《마야

데렌 기획전》(2010), 《샹탈 아커만 기획전》(2007),《빌 비올라 기획전》(2007) 등이 있으며, 대표 출판물로는 『디지털 영상예

술 코드읽기』(2003),『카메라를 든 여전사』(2005),『한국 뉴미디어아트의 십년』(2010) 등을 기획하고 책임 편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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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진 작업들로 다양한 기획전 및 개인 전, 그룹전을 진행 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2013년 오늘까지 김세진은 국내에서 해외로 무대를 확장하여 다양

한 국제 공간으로 활동을 넓힌다. 필자는 이 글의 기반이 될 이 시기를 2시기라 칭하고자 

한다. 해외 레시던스 및 영국 유학을 기반으로한 2시기의 작업은 1시기보다 삶에 대한 진

지한 성찰성을 기반으로 이방인, 삶과 노동에 대한 근원적인 탐구를 냉철하게 짚어낸다. 

그 첫 테잎을 끊은 작품이 <연선 채About YS, Chae>(2005-2006), <그들의 세라톤Their  

Sheraton>(2006)이다. 중편으로 제작된 <연선 채About YS, Chae>는 다큐멘터리 인터뷰 

형식과 영상미술의 시각적 미학성의 두 영상언어 특성이 혼합된 작품으로 채 연선이라는 

이질적 요소를 지닌 여성이 영화 현장이라는 집단공간에서 어떻게 각 개체에게 기억되고 

타자화되어 가는지를 기록한 작품이다. 작가는 이 작업을 통해 ‘지나간 '사실'에 대한 기억

을 진술하는 상황을 '허구'처럼 보이게 만들고 싶었다’1)고 말한다. 시공간의 공통된 경험 

안에서 진행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각 개체들이 갖고 있는 타자화된 기억과 한 개인의 부

조리한 상황들에 대한 물음은 1시기에서 보여줬던 내면의 주관성에서 벗어나 대상과 작가

라는 각 주체와 거리두기를 시도한다. 이 특성이 스스로 작품 안으로 들어가 퍼포밍을 하

기도 했던 1시기와의 가장 큰 변별점이다. 

그 후 제작된 <그들의 세라톤>은 주체와의 거리두기를 끌어들여 관음증적인 카메라의 

시선으로 세라톤 호텔과 투숙한 객인들을 응시한다. 이 작업은 대만의 아트빌리지 레지던

시로 있으면서 진행한 프로젝트로 숙소 창밖에 제시된 세라톤 호텔을 철저하게 관조적이

고 관음 증 시선으로 담는다. 원 테이크로 약 3분정도 제작되었지만, 화면 안에 제시된 열 

여섯 개의 또 다른 프레임으로 관객은 16개의 창에 투영된 인물(투숙한 객인)을 통해 사건

을 기다리는 관음증적 시선에 놓인다. 세라톤 호텔에 묵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경계는 자본으로 연결되고 16개의 창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지 못한 자의 시선이 되어 

또 다른 응시의 의미작용을 낳는 것이다. 이렇게 세라톤 호텔이 갖고 있는 자본의 이미지

는 투숙한 객인들에게 덧씌워져 3분의 원 테이크로 그 상징성이 재전유된다. 

1) 영국문화원이 전하는 영국이야기, http://blog.britishcouncil.or.kr/1183, 2012,06,08

2006년에 제작된 <나잇 와치Night Watch>에서도 주체와의 거리두기는 계속된다. 쓰리 

채널 비디오 아트인 이 작품은 관조적이지만 묵직한 힘이 있는 카메라의 시선과 더불어 등 

장인물이 제시하는 또 다른 상징성인 하모니카를 통해 강렬한 울림을 전달한다. 텅빈 공간 

의 음식점에서 혼자 식사하는 사람들, 콘크리트 회색 지하철역 통로에서 하모니카를 연주

하는 걸인, 화려한 도시의 밤 등 각각의 영상들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동시대 현대사회의 

보편적 이미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세 개의 서로 다른 이미지가 충돌했을 때 우리는 이 

이미지가 전달하는 묵직한 작가의 목소리를 엿듣게 된다. 차갑고 관조적으로 보일 수 있으

나 작가의 비판적 관심의 냉철한 삭힘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비정규직, 또는 근로자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외롭

고 쓸쓸해 보인다. 도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가지만 익명의 사람들은 서로 소통하거

나 감정을 교류하는 일을 반기지 않는다. <빅토리아 파크Victoria Park>(2008)는 이런 현대

인의 단면을 빅토리아 파크와 전자매체인 핸드폰을 소재로 보여준다. 도시 현대인의 간접

적 미디어 소통 도구인 핸드폰을 든 한 여성과 빅토리아 파크에 소풍 온 사람들을 이분할 

화면 콜라주로 보여주는 기법은 단절된 같은 시공간의 사람과 사이, 진화된 소통 도구로 

인해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는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화한다. 그렇게 진화된 도시일수록 인

간은 더욱 소외되고 소통의 공간에서조차 단절을 경험한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날의 자본주의화된 인간에게 소통과 교류는 자본으로 환산되

지 않는 소모뿐이 아닌가. <야간근로자Night Worker>(2009)는 서사영화의 스토리구조를 

가져와 야간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하루 동안의 일상을 담아낸다. 화려한 도시 이면의 야

간의 텅 빈 공간의 노동자는 진실을 은폐하고 허위의식만 가능한 자본주의 현대사회의 이

중성을 폭로한다. 이렇게 투채널로 작업된 <야간근로자>는 소외된 인간의 외로운 사투를 

담담히 써내려간다. 동화 트리나 폴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에서처럼 그/녀들 역시 위로 

위로 올라간다. <야간근로자>의 계단은 현대인의 숨겨진 자본화된 계급적 욕망을 드러내

며, ‘무엇을 위해 노동을 하는가?’에 대한 노동자로의 정체성에 더욱더 접근해 나간다. 

김세진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직접 영국 유학을 하며 이방인, 이주노동자, 유학생으로의

경험을 통해 더욱 풍요롭게 된다. <Trans-Luminen-Scence>(2011)은 세 개로 제시된 야

간의 풍경을 담은 화면으로 1920년대 유럽에서 유행했던 도시의 심포니풍 작품이다. 정처 



18  김세진의 유체도시 19

없이 어디론가 가고 있는 느낌은 <야간근로자>에서 보여준 계단씬을 떠올리게 한다. 왼쪽 

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멈춰있기도 하는 세 개의 화면은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와사

람들을 관찰한 기록이기도 하다. 이렇게 2시기 작품에서 관통하는 도시, 그 안에 사는 소

외된 인간, 삶과 노동의 무미건조함은 자본주의 사회에 속해있는 노동하는 인간에 대한 관

조와 관찰이 담겨있다. 영국에서 초밥 만드는 기간제 야간노동자로 일을 했던 작가의 경험

담이 담겨있는 <하나세트Hana-Set>(2011)는 이전 작품과는 다르게 애니메이션기법으로 

한 작업이다. 작가는 흥겹게 이 작업을 했다고 한다. 기계처럼 반복하는 노동하는 손의 익

스트림 쇼트는 끊임없이 반복적인 노동을 하는 손의 가치(노동의 가치)에 대한 오마주처

럼 느껴 지기까지 한다.  김세진의 제 2시기일 수도 제 3시기일 가능성도 있는 <잠자는 태

양1Sleeping Sun I>(2012), <잠자는 태양2 Sleeping Sun II>(2012)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

로운 SF영화 장르다. 시각적인 미학성에 서사양식을 차용한 작업이다. 작품 곳곳에 그녀

의 문제의식이 엿보인다. <잠자는 태양 1>은 한쪽은 금발, 한쪽은 검은 긴 머리를 한 동양

인 여성이 검은 옷을 입은 채 나온다. 과거의 어느 혹성에서 온 그녀는 주위를 혼란스럽다

는 듯 둘러보다 정면을 응시한다. 그녀의 오묘한 눈동자에 비춰진 화면. 이상한 나라의 앨

리스 같기도 한 그녀가 응시한 장면은 놀이기구가 있는 어떤 도시다. 이어서 나오는 180도 

앵글에서 그녀는 그녀보다 한참 작은 집들 사이에 커다란 거인처럼 서있다. 관제탑에서 나

오는 사운드는 그녀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듯하다. 

그녀는 작가의 페르소나처럼 보이고, 그녀의 발목에 닿는 집들은 그녀가 이미 경험한 

도시의 풍경을 상징화한 듯하다. 그녀에게 이 새로운 낯선 도시는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의 

공간처럼 두려움과 호기심어린 도시이기도 하다. 서구과 동양의 혼성을 지닌 화면 속 그녀

의 눈동자는 기대에 차있다. 콘트라스트가 강한 컬러 화면의 <잠자는 태양 1>과는 다르게 

흑백 화면인 <잠자는 태양 2>에서는 작가의 전작에 드러난 도시를 관조하듯 관찰하는 장

면이 앨리스같은 그녀에게 투영된다. 삭막하고 사람 한명 없는 런던의 도시는 사람이 살

지 않는 공간 같다. 그녀는 우주의 어느 혹성과 연결된 관제탑에서 천천히 화면 앞으로 나

와 낯선 런던의 도시를 거닌다. 사람이 세운 도시에 사람이 없는 삭막한 공간들을 천천히 

거닐며 관찰하는 그녀는 다시 관제탑을 향해 되돌아간다. 흑백으로 인해 도시의 공간은 더 

차갑고 건조하게 느껴지고, 과거 추억의 사진을 보는 것과 같은 인상을 받는다. 보통 영화

에서 흑백은 현재와 구분하기 위해 과거의 회상 씬에 쓰인다. 작가는 ‘실제로 우리가 마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저마다의 현재’이며, 동시대에 살고 있지만, 시대적, 사회

적, 기술적 변화에 따라 서로 다른 시간차를 경험한다.2)고 말하고 있다. 

김세진의 2시기 작업은 사람들이 사실이라 믿는 기억의 폭력성을 풀어내면서 타자화된 

주체에 관한 이야기이다. 카메라가 갖고 있는 관음증적 메커니즘을 드러내며 진실이라 믿

어 의심치 않는 기억조차도 사실이 아닌 허구일 수 있음을 드러낸다. 화면에 드러난 ‘대상’

은 그러나 타자화된 기억을 넘어 주체화된 이미지로 제시된다. 이미 디지털 이미지는 물질

과 비물질의 경계를 극명하고 고차원적인 시각세계로 이끌고 있다. 디지털 이미지 담론에

서 사실과 허구는 이미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김세진은 디지털 이미지가 갖고 있는 허구

의 경계를 인간의 기억으로 확장하고, 사람들에게 타자화된 기억들을 주체화된 이미지로 

끌어들인다. 그렇게 그녀의 작품과 디지털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러한 허구로

의 탐색이<잠자는 태양> 시리즈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이미 시뮬라시옹의 세계에 빠져있

는 현대인에게 <잠자는 태양>은 현실과 가상의 또 다른 세계의 길을 탐험하려는 김세진의 

새로운 서막같은 작업이다. 한국 디지털 비디오아트, 한국 대안영화의 계보에서 중요한 작

가이기도한 그녀의 행보를 조심히 낙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잠자는 태양> 시

리즈 작업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2) 앞의 인터넷 페이지

글에 쓰인 작품 리스트

http://sejinkimstudio.wix.com

연선 채 About YS, Chae, Variable Channel Video, 41:46, 2005-2006

그들의 세라톤 Their Sheraton, Single Channel Video, 03:08, 2006

나잇 와치 Night Watch, 3 Channel Video, 03:20, 2006

빅토리아 파크 Victoria Park, Variable Channel Video, 03:5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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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세트 Hana-Set, Hand Drawn Looped Animation, 01:0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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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ized Memory + Subjectivized Image,
KIM Se-jin’s Second Period Art Works, 

Digital Images between Fact and Fiction
 KIM JANG Yeno (Director of Media Theater i-GONG)

 

 Categorized as the 1st generation of Korean digital video art, KIM Se-

jin has been one of rare artists who have pursued visual language 

realized by digital imagination for a long time. Crossing borderlines 

between fine arts and film, she has earnestly reflected the aesthetic 

language and film language of visual arts in her works. Through her 

works, we can even find traces of Korean visual media’s aesthetic 

possibility developed according to technical changes from analogue 

video camera, through digital camera, phone camera to HD camera. 

KIM’s works can be categorized into two chronological periods, from 

the mid-1990s to the early 2000s and from the mid-2000s to 2013. In 

her first period, she created <10 to 10>(2001), <Irretrievable>, <In the 

Dream>(1999), and <Souvenir Photo>(2002), these works are showing 

her expedition to digital image’s artistic nature with film language 

focusing on Korean environment. There have been artists’ aesthetic 

experiments on Korean digital video language on and off, but while 

her constant work suggested her own technique through the time, 

KIM JANG Yeno received her master’s degree from Kyung Hee University in media arts and finished the 
coursework in contemporary cultural studies at Chung-Ang University. She has been planning <Seoul 
International NewMedia Festival>(2000~2013) which won the ‘Arts of the Year’ in 2005. She was the director of 
Media Theater i-Gong and the review committee member of<Media City Seoul 2012>. Also she had taught at 
the School of Film, TV & Multimedia i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from 2005 to 2012. She has planned 
<Feminism Video Activist Biennale>(2003, 2005, 2007, 2010), <Yoko Ono Tag: Alternative Film, Fluxus, John 
Lennon>(2010), <Maya Deren>(2010), <Chantal Akerman>(2007) and <Bill Viola>(2007) and, for publication, she 
planned and edited <Code Reading of Digital Visual>(2003), <A Bandit with Her Camera>(2005) and <The History of 
Korean New Media Art>(2010).

she became known as a significant artists for the world of Korean digital video 

arts. Her works in this period mostly contemplate human nature in contemporary 

society and question about self-reflectivity in various selected solo exhibitions and 

group exhibitions. 

 From the mid-2000s to today in 2013, KIM Se-jin has extended her stage to 

multiple international spaces. The writer would like to name the period reviewed 

in this article as the second period. Based on overseas residency programs 

and studying in England, her works in the second period realistically point out 

fundamental exploration on strangers, life and labor based on reflectivity on life, 

more serious than the first period. This period was opened by the works <About 

YS, Chae>(2005-2006) and <Their Sheraton>(2006). The mid-length film <About 

YS, Chae> is a mixed form of documentary interview and visual aesthetics of 

visual arts. It recorded how has Yeonsun, a woman having a strange factor, been 

remembered and otherized by each different being in a collective space such as 

filming site. The artist comments that she wanted to make the statement about 

one’s memory of past ‘fact’ look like ‘fiction’ through this work.  She throws 

questions about one’s memory of being otherized produced by common experience 

within same space and time and about one individual’s irrational situations. In 

these works, the artist tries to keep distance from each subject, the target and the 

artist, escaped from her previous inner subjectivity presented in her first period’s 

works. This is the biggest difference from her works in the first period in which the 

artist got into the works by herself to perform inside.

 Keeping the distance, <Their Sheraton>, produced later, gazes at the hotel and 

guests with a voyeuristic eyes of a camera. This work was created during her 

participation in residency program in Taipei Artist Village and filmed the hotel 

through the window from her lodging contemplatively and voyeuristically. This 

3-minute work was filmed in one take and the screen is divided into sixteen frames. 

Through these frames, the audience are placed in position waiting for events 

to take place by guests projected on 16 framed windows. The border between 

guests in Sheraton Hotel and the others is connected with the capital and the 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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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ing 16 windows become the eyes of the others which leads to signification 

of another gaze. The image of capital owned by Sheraton Hotel is overlaid with the 

guests as it re-appropriates its symbolism in this 3-minute one take film.

  Produced in 2006, <Night Watch> still keeps distance from the subject. This 

3-channel video art is meditative but its weighty eyes of the camera deliver strong 

echo through a harmonica, which is another symbolism that main character 

presents. People eating alone in an empty restaurant, a beggar playing the 

harmonica in the corridor of the grey metro station made of concrete and luxuriant 

night of the city. These are universal images observed in contemporary society. 

But when these three different images clash with each other we can hear the 

artist’s significant voice these images represent. The work seems to be cold and 

contemplative but at the same time we can experience the artist’s cool-headed 

repression of what she was critically interested in. 

  Temporary employees and workers we can experience in the society of capitalism 

look somehow lonely and gloomy. In the city, many people come and go, but these 

anonymous people never welcome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nor exchange 

their emotion. The video <Victoria Park>(2008) shows this side of modern people 

in the Victoria Park and the electronic media, cell phone, through the landscape 

of residential housekeepers’ day off living in Hongkong. In this video, the artist 

presents dichotomized screen in collage, one for a migrant woman worker 

from Southeastern country holding a cell phone, which is an indirect media 

communication tool of people living in contemporary city and another for people 

came to the Victoria Park for a picnic. This technique symbolizes modern people 

feeling even more lonely due to evolved communication tool as well as the gap 

between people within severed space and time. In Hongkong where double income 

is necessary, migrant women workers take care of their housekeeping and child 

care. However, for 48 hours in the weekends, they have no place to reside, so they 

wander around public places like the Victoria Park. Severed lives of people due to 

labor, life, and capitals are projected on <Victoria Park>. The more cities evolve, 

the more people experience separations even in the space of communication and 

the more isolated they become. Why did this happen? 

  To today’s capitalized human beings, communication and exchange are only 

waste unconverted to the capital. <Night Worker>(2006) takes the storytelling 

structure of narrative film covering one night of night workers. Behind the gay city, 

workers in the empty space in the night time reveal duality of the modern society 

of capitalism only possible for false consciousness and concealment of the truth. 

This 2-channel video <Night Worker> plainly screens lonely struggle of an isolated 

person. Just like the fairy tale 『Hope for the Flowers』 written by Trina Paulus, they 

have gone upward all the way. Stairs in the <Night Worker> reveal hidden desire 

for capitalized class of the modern people while the film approaches the identity of 

workers asking ‘What does labor for?’.

  KIM Se-jin’s critical mind became richer through her experiences in her days 

in England as a stranger, migrant worker and foreign student. <Trans-Lumine-

Scenece>(2011) shows three different landscapes of the night filmed in symphony-

like work which was trend in European cities in 1920s. The feeling of aimless 

wandering reminds of the stair scene presented in <Night Worker>. Going 

left, right or holding still, these three screens recorded the city busily moving 

and people. Like this, her works in the second period commonly contain the 

city, isolated people living in the city, and dullness of life and work through her 

meditation and observation on working human beloning to the capitalism society. 

<Hana-Set>(2011) is based on the artist’s experience worked at the restaurant as 

a temporary weekend worker making sushi in England. This work is an animation 

film unlike other works. The artist says this work was joyfully created. Extreme 

short images on working hands moving like a machine seems to be Hommage to 

value of hands(value of work) endlessly doing repetitive work. 

The works of the second period, maybe of the third, <Sleeping Sun I>(2012) and 

<Sleeping Sun II>(2012) are SF films newly challenged by the artist. She put 

narrative form into visual aesthetics. Her critical minds are shown every part of 

the works. In <Sleeping Sun I>, an Asian woman with half blond and half black hair 

appears in black outfit. Came from unknown planet, she looks around as if sh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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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used and then stares at front. The screen is reflected on her mysterious pupils 

of the eye. Like Alice in Wonderland, what she stares at is a city with the rides. In 

subsequent scenes at 180 degrees angle, she stands between tiny houses like a 

huge giant. The sound out of a control tower seems to be telling something to her 

endlessly. She looks like a persona of the artist and the houses around her ankle 

seem to symbolize the landscape of the cities she’s gone through. To her, this 

strange city is curious and fearful place just like the Wonderland to Alice. Having 

both the Orient and the West, her pupils are filled with expectations. 

  Unlike the colorful <Sleeping Sun I> with strong contrast, <Sleeping Sun II> shows 

the Alice-like woman’s contemplative observation of the city in black and white 

screen. This deserted empty London is like an unoccupied city. She slowly came 

out of the control tower connected to a planet of the universe to walk around this 

strange London. She slowly walks around and observes this city built by human 

beings, but unpopulated for now, and goes back to the control tower. Due to the 

black and white, city space looks even more cold and dry and it gives an impression 

like seeing photos of the past memories. In general, the black and white in films 

are used for scenes of recollection to separate it from the present. About this, 

the artist says ‘what we actually face is each different reality we are in and we 

experience each different time lag according to historical, social, and technological 

changes.   

  KIM Se-jin’s works in the second period talk about violent nature of the memory 

and otherized subject. They show camera’s voyeuristic mechanism while they 

reveal the truth that undoubted memories can be fiction, not fact. The ‘target’ 

presented in the screen is suggested as subjectivized images beyond the otherized 

memories. Digital images drag the border located between materials and non-

materials to higher world of visuality. In digital discourse, fact and fiction are 

not a controversial issue anymore. KIM Se-jin extends the border of the fiction 

which digital image has to human memories and pull the otherized memories to 

subjectivized images. Just like that, her works are naturally connected to digital 

images. Her exploration to fiction may have led her to the series of <Sleeping Sun>. 

<Sleeping Sun> is like the prelude to her another expedition to another world 

between reality and simulation to modern people who already fell into the world 

of simulation. This can be a reason to see her works as optimistic since she is a 

significant artist in the genealogy of Korean alternative film and Korean digital 

video art. I hope her series of <Sleeping Sun> will last in the future,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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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eeping Sun I, Single Channel HD Video, 00:3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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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도시 I 도시의 공간
Fluid City I Urban city

잠자는 태양 Sleeping Sun I&II 
가변채널 HD 비디오 06:03 2012 | Variable Channel HD Video 06:03 2012

나잇 와치 Night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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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umine-S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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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도시 II 도시의 공간
Fluid City II Urban labor

야간 근로자 Night Worker
2채널 HD 비디오 06:53 2009 | 2 Channel Video 06:53 2009 

빅토리아 파크 Victoria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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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세트  Hana-Set 
싱글 채널 애니메이션 HD 비디오 01:01 반복재생 2011 
Single Channel Hand Drawn Animation HD Video 01:01 Loope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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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도시 III 도시의 언어
Fluid City III Urban language

그들의 쉐라톤 Their Sheraton 
싱글 채널 비디오 03:08 2006 | Single Channel Video 03:08 2006 

기념사진 Take a Picture 
싱글 채널 비디오 15:00 2002 | Single Channel Video 15:00 2002 

연선 채에 관하여 About YS, Chae 
가변 채널 비디오 41:46 2005~2006 | Variable Channel Video 41:46 2005~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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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시 핸드 Sushi Hand 
턴테이블위에 애니메이션 드로잉 가변크기 2011 
Animated Drawing on the Turntable player Flexible Size 2011

24hrs 도시 24hrs City  
디지털 잉크젯 프린트 70x70cm 2009 | Digital Inkjet Print 70x70cm 2009 

사진, 설치 작품 
Installation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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