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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es of the World’ is an international project of Atopia that was initiated in 2012 with the aim of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of place and perception and the geopolitics of artistic productions. 
Through a series of curated video programmes gathered from across the world, this project hopes to 
creat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articularities of artistic productions in different cities. 

‘Cities of the World’ highlights different artistic approaches found in various major cities as an attempt 
to explore the geography of art production. Ultimately, we hope to contemplate the question of how 
we think differently in different places. In other words, we hope to create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subjectivity of such cities and places.

What is the relationship of place and perception? 
A man living on the top of a mountain would have a different view of the world compared to one who 
lives in a valley. A woman living in the vicinity of the North Pole experiences the world unlike anyone 
in the deserts of the Middle East. These are not complicated notions. They are the basic facts of life that 
anyone can easily relate to and understand. The Russian theorist of formalism Viktor Shklovsky who 
is known for his ideas of de-familiarization has said: “those who live by the sea do not hear sound of 
the waves”. His reference was to a set of transparencies in our lives that we are not able to distinguish. 
We are so familiar with some aspects of life around us that we simply don’t see them anymore. Such 
transparencies are the main components of our normality. 

The artists of a particular city for example, Seoul in this case, are in fact “blind” to some aspects of their 
own daily lives because they have grown up with them and become used to them as they are. The 
familiar, the transparent, the unspoken rule is the basis of every society’s structure and routine. It is 
often when we are in contact with “others” that we notice the boundaries of our own normality.
A distant viewer who lives in a place Oslo might be able to experience the video works produced 
in Seoul with unfamiliar and fresh eyes. In contrast to those who inhabit Seoul and “do not hear the 
sound of waves”, is there a chance that the viewers in Oslo could hear an echo of those waves? The art 
works in this programme are also “audio-visual artefacts” as they reflect the psyche of their place of 
production.

Atopia has set up simple criteria for the artists and works that are chosen for the ‘Cities of the World’. 
We only choose artists who live in that specific city and works that are produced there. In addition, 
we work only with curators who are based in that city. In doing so we hope to be more truthful to the 
representation of artists of the city. Previously in this project we have worked with artists from Tehran 

Place and Perception

On ‘Cities of the World’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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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ao Paulo in 2013 and Baku and Hiroshima in 2014 and finally Mexico-City and Seoul in 2016-17.

Highlighting such differences today has become more crucial than ever before. Globalization is 
transforming the cultural and artistic landscapes of the world in the same way that it has changed the 
markets. Dominant cultural forces invade the cultural scenes of the world leaving behind a landscape 
of intimidated localities. Contemporary artists and art productions are no exceptions. The trend of 
homogenization - some call it internationalization – in contemporary art in the past two decades is 
a good example. Some celebrate this transformation as larger groups of artists from marginal places 
emerge into the global art market, while others wonder whether the price paid is a loss of particularity.

A place has an important role in shaping our image of the world. Imagine how different Christianity 
would have been if Jesus were born in the small town of Tromsø in the Northern part of Norway 
instead of being born in the heat of a desert in the Middle East. If Christianity and other Abrahamic 
religions were born somewhere outside of the Middle East the image of heaven that they have given us 
would have been different. If they were born in Tromsø we would have had a heaven with references 
to long days of summer, elongated shadows and dark days of winter. Besides being the most influential 
religions of the world, Abrahamic religions are also geographical statements. They have a specific 
relationship to issues such as water, heat, duration of day and night, the position of the sun in the sky 
and the Nordic seasons. 

What is the role of geography in our perception of the world? We even react differently to such a 
question in different places. How does this question sound in Tehran, Sao Paulo, Mexico-City, Seoul and 
other cities? Every place produces its own meanings and propositions.

Remembering or Floating is a curated programme of artists’ moving image works from Seoul. Atopia has 
invited the Seoul based independent curator Seihee Shon to collaborate on this edition of the ‘Cities of 
the World’ project. The programme brings together works by eight contemporary artists who live and 
work in Seoul. These works examine the ephemeral nature of everyday life, reflecting the dilemmas of 
a rapidly changing society. They are insightful gifts from a faraway art scene that we in Norway know 
very little about.

Farhad Kalantary
Director, Atopia 

Oslo,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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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which has been the capital of a country for over 600 years, is often described as a city where the 
past and the present, the traditional and the contemporary, exist simultaneously. In Seoul, it is common 
to come across a street where on one side groups of shabby apartment houses, squeezed into narrow 
alleys, face on the other a large brand-new complex of residential skyscrapers. There is a saying that ten 
years is enough to completely transform a country’s landscape. Even so, in Seoul one is surprised when 
a favourite café remains in the same place for more than two or three years. Perhaps no other city is 
pursuing the idea that faster is better more intensively than Seoul.

Introducing artists based in Seoul and working with the moving image, Remembering or Floating 
examines how this accelerated change in Seoul is reflected in their works. As a contemporary artist 
Uriel Orlow observes, acceleration provokes “an intensifying desire to capture things before they are 
lost for good, a general nostalgia for the past, and a self-conscious interest in, or indeed obsession 
with, memory both individual and collective”.  This programme, too, includes moving image works 
capturing obsolescent and decayed spaces, lost, forgotten or hidden memories. Also, I attempt to look 
at the works experimenting with narratives and metaphors, concerning the concepts and landscapes, 
produced by contemporary society, as well as with media’s time-space, in relation to acceleration, a 
social phenomenon which the metropolis Seoul exemplifies.

Dream II (2003), by Sekwon Ahn, was shot in a single take while driving on the Cheonggye flyover 
prior to its demolition. Opened in the late 1960s as the first city highway, the Cheonggye flyover 
had transported the dreams and desires of thousands of people in the rapidly growing city of Seoul, 
connecting the centre and its northeast. Then, on a rainy summer day in 2003, Ahn went out with his 
6mm digital camera to capture the shifting scenery of Seoul from that bridge, just before it disappeared 
into history. 

Ahn has been photographing and filming the constant and on-going urban redevelopment areas in 
Seoul since 2000. His intention is to encapsulate the dreams and everyday life remembered by such 
places. He waits for the time of day when all the waste and debris, jumbled together after demolition, 
is veiled in darkness. Wearing all the lights of evening or dawn, those sites of hard-working life appear 

1. Uriel Orlow, ‘Latent Archive, Roving Lens’ (2006) in Memory, ed. Ian Farr (London: Whitechapel Gallery, 2012), 204.

Curatorial Text

Remembering or Fl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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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zzling and beautiful in his work. In the same manner, he chose a rainy day to film Dream II in order 
to achieve a surrealistic atmosphere. The vague cityscape, blurred by the heavy rain outside the car 
window, reflects the constant transformation of Seoul.2  With the atmospheric soundtrack, the gone-
away landscape filmed in slow motion is like a fading dream. It is a memory, an illusion and an abstract 
portrait of a place.          
  
It was one day in 2014 that Mihye Cha happened to enter the Bada cinema, while walking through 
central Seoul. She felt drawn inside the building by the Korean word ‘bada’ on its sign, which means ‘sea’. 
Following this encounter, she became absorbed by this cinema for almost two years. The outcome is 
People Who Disappeared, The World That Didn’t or Vice Versa (2017), which links the Bada cinema with the 
tragic sinking of Sewol ferry in 2014, when 304 lives were lost. 

After operating as a repertory cinema for about 40 years, the Bada cinema officially closed in 2012. 
However, its signboard was still up and the cinema remained the same as before, standing on a busy 
street, although it no longer showed movies. People Who Disappeared, The World That Didn’t or Vice Versa 

2.   Seihee Shon, ‘Interview with Sekwon Ahn’ in A View from the Other Side (Seou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oonshin Museum, 
2014), 26.

Installation View at Atelier Nord ANX gallery (Oslo,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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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a study of this empty space, a memory of the ways in which people related to a space while still 
functional. “I think there is a so-called heyday in spaces, too”, says the artist.3 She invited performers to 
wander around the cinema like the ghosts of the vanished audience. Leaning over the walls, sitting on 
the seats or on the stage, they attempt a physical and bodily communication with the building, trying to 
make contact with the memories embedded in the architecture.

Eight Men Lived in the Room – News started from a black and white television news recording found i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Hyewon Kwon paid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45-second news clip 
was the only documentary material in the National Archives concerning a Seoul city dormitory that 
operated for almost 40 years from 1962 to 1999. Kwon recovers the past that the National Archives do 
not remember, by tracing fragments of memory through alternative sources of information such as 
newspapers, magazines and novels of the time. Weaving these pieces together she reconstructs a past 
where the dormitory’s promises and hopes for a better life became overwhelmed by poverty and crime, 
finally ending with its demolition. Eight Men Lived in the Room – News repeats the 45-second news clip 
eight times. The looped repetition underlines the absence of documents and suggests that the archive 
preserves and at the same time buries certain things.4 Also, as the art historian Briony Fer points out, 
repetition provokes the audience to view the work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by “transforming the 
most everyday and routine habits of looking”.5   

Eight Men Lived in the Room – Film Set is based on a text that was published in a magazine in 1975 after 
winning the runner-up prize in a writing competition. Entitled ‘Ruined Citizens’, it relates the author’s 

3.   Minhwa Yoon, Things Remained Even after The Loss or Mourning for The Heart (2015), Accessed 29 December 2016, https://neolook.
com/archives/20151010i. 

4.   Charles Merewether, ‘Archives of the Fallen’ (1997) in The Archive, ed. Charles Merewether (London: Whitechapel Gallery, 2006), 160.
5. Briony Fer, ‘The Infinite Line’ (2004) in Memory, ed. Ian Farr (London: Whitechapel Gallery, 2012), 73.



9

experience in a city dormitory for workers. He author describes how, one night when he had been 
drinking, he sang a mournful popular song with his fellows. Kwon built a dormitory room as a film set 
and added a soundtrack, lighting, and camera movement in order to represent a past time cinematically. 
The past of an individual that a country does not conserve is restored by an artist’s hands.   

Yongseok Oh is known for his collages of photography and video. Cross (2002) is particularly 
interesting because it is an early collage work from the time when the artist started to experiment 
with assembling still and moving images. Stemming from his personal archive, Cross is divided 
into five sections, subtitled with years and places, in a similar manner to how we mark the 
dates and places on the back of photographs. The first two photos, Cheonjeyeon 1963 and 
Seorim 1963, were taken from an old photo album belonging to the artist’s mother, the third, 
Gangjeongcheon 1980, was from the artist’s personal archive and Gwanghwamun 1950 and 
Deoksugung 1957, depicting historical sites in central Seoul, were found on the internet.  

Oh extends the original images by adding to them still and moving images taken in the same place, but 
in different times – after 20 or even 50 years have passed. For example, almost 40 years after the black 
and white photo of his mother was taken in Cheonjeyeon in 1963, Oh and his mother went back to the 
same place and shot a video in a similar pose. Oh placed this video on the same plane with the old black 
and white photo.6 Images of skies, grass and rivers taken at different times are also added, and finally 
the scene is completed. In this extended and combined landscape, the mother in 1963 and the mother 
and son in 2002 coexist. In another section, we see both the Gwanghwamun of 1950, with marks of the 
Korean war, and the Gwanghwamun of 2002, still distorted by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before 
its restoration in 2010.7 Cross is thus a multidimensional archive of specific places seen through different 
perceptions and times.      

At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Where We Met Genius (2015) by Ji Hye Yeom, we see a mask and a long 
passageway. What lies beyond the mask? A narrative created by the artist. Genius Loci, the guardian 
spirit of places, who lives in the Himalayas, is the narrator of the film. Curious to know where all the 
humans who arrive to climb the Himalayas come from, Genius follows one of them to a city. Genius 
describes cities as spaces yet to become places. The Himalayas are a place, which is not replaceable 
by other things and never changes, whereas a city is a space that is ever-changing and replaceable 

6. The artist shot the video clips again in the Cheonjeyeon section in 2008, to improve its picture quality.
7.      The central gate, Gwanghwamun, to the main palace was relocated due to the construction of the Japanese General Government 

  building. Japan did this in such a way that Korean tradition was desecrated. The restoration started in 2006 and was completed 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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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gain and loss. The distinction between ‘place’ and ‘space’ drawn by Yeom, recalls Marc 
Augé’s term ‘non-place’ for a location produced by the contemporary world that, unlike a place, “cannot 
be defined as relational, or historical, or concerned with identity”.8 Spaces of transience such as trains, 
airports, leisure parks and large retail outlets are non-places.9 

Yeom has seen near the Himalayas. She was unable to climb the mountains due to altitude sickness. 
Looking out at the vast peaks, like many other people she felt how small human beings are in the face 
of the enormity of nature. Perhaps, she would have thought that even humans, who change everything, 
cannot transform them and the Himalayas will remain the same forever, wouldn’t she? Yeom represents 
the Himalayas through the use of the only actual image shot, which depicts a scene of snow and a 
bonfire, while the contrasting city space is built with computer-generated images.

Sejin Kim’s two-channel video Melancholiker (2016) is a metaphorical portrait of the contemporary 
world. In the video, two teenagers on skateboards represent a state of uncertainty and flexibility. Kim 
remembers her own adolescence, filled with worries and anxieties about the unpredictable future and 
the present in constant change. In this period of transition, the feeling of floating without belonging 
anywhere resembles what people are today experiencing in the fast-changing city. Skateboards 
“oscillating between gravity and zero gravity” are a device to signify this insecure situation.10         

In Melancholiker, speed and rhythm are key elements. Camera movements following two teens increase 
the sense of speed, and Kim uses slow motion to emphasize movement in the work. The sense of speed 
and movement that is made double across two synchronised screens seem to allude to acceleration and 
mobility in contemporary society. The main characters on their skateboards pass through the centre 
of Seoul to the Han-river park, and then in an art museum basement car park. These non-places of 
transience, again recalls Augé who argues that advanced means of transport promotes population shift 
and consequently increases non-places.11    

Hold Me was the first collaboration between two artists, the experimental filmmaker Sook Hyun Kim, 
and Hye Jeong Cho, who focuses on feminist film and video. Exploring the materiality of film and time-
space in film, Hold Me begins by documenting a dancer’s performance. The artists completed this black 
and white film by crosscutting between the original documentary and images manipulated through a 

8.  Marc Augé, Non-Places: An Introduction to Supermodernity, trans. John Howe (London and New York: Verso, 2008) 77-78.
9. Ibid., 34.
10. In conversation with Sejin Kim (2016).
11. Marc Augé, Non-Places: An Introduction to Supermodernity, trans. John Howe (London and New York: Verso, 2008),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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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printing process. Just as ‘an artist paints’, the hand-printing process enables them to make various 
interventions, and results in the development of Hold Me’s unique aesthetics.12

Kim and Cho say that there are three time-spaces in this film: the time-space of the dancer’s actual 
performance, the time-space of the documentary film of the performance, and the time-space of the 
manipulated documentary film. Thus, Hold Me contains a documentary landscape, which is the memory 
of a performance, and an imagery landscape of the memory, which is transformed by the artists’ hands. 
Music by Max Richter streams alongside the performance, but often makes sudden stops. This on-off 
repetition makes distinct the divisions in time-space within the film. The theme is not directly related to 
acceleration in cities. However, it experiments with the issues of time and space, which other works in 
this programme importantly address, from a media-centred angle, offering opportunities for alternative 
thoughts.  

I would like finish with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short novel by Kyung-Lin Jeon, a contemporary 
Korean writer:   

“The address on the obituary of the old woman was not Ogin-dong because that place had been 
knocked down. The old apartment at the foot of Inwang mountain collapsed silently due to up-to-date 
construction methods after everyone had moved out. Which coordinate could represent the room’s 
window that I had covered again and again with fabric to avoid the sunlight?”13 

Seihee Shon
Independent Curator

12. In conversation with Sook Hyun Kim (2017).
13. Kyung-Lin Jeon, ‘Ledge of Lilies’, in Angels Stay Here (Paju: Munhakdongne, 2014).

Atelier Nord ANX gallery, Oslo Artist Talk (Oslo,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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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 II

———

2003, single channel DV 6mm, sound, 14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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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onder how you started working with moving images.

I have been working with two-dimensional art for more than 

thirty years. It was about 26 years ago when I experienced 

delicate sounds stimulating my senses at dawn during a trip 

to Jeju Island, after which I started to work with a Hi 8mm 

camcorder. Then I moved on to working with 16mm film. I 

came across photography while searching for subjects for 

my art practice in high school. In 2003, with my large format 

camera, I had a chance to document an urban transformation 

process in Seoul which took place as part of an urban 

redevelopment project by Seoul city and central government.

How attractive or useful for you is the moving image as a 

medium?

Through video and photography, I express momentary tensions. 

They capture the transient sensitivity and my breathing at a 

particular moment. The strength of photography and video is 

that they deliver authenticity when representing history, time, 

sense of place and reality. I started to take photographs as a 

hobby, but now photography has become the best apparatus 

for me as an individual to witness the present.

Do you have an artist or artwork that has influenced your art?

Firstly, I would like to mention the impressionist Monet’s series 

paintings. I encountered them in high school when I started 

painting. This series of paintings, which tenaciously delved into 

a subject to express changes of time and light, transformed 

my views of the world and gave me new perspectives of 

reality. They influenced my photography series ‘Seoul New 

Town’ between 2005 and 2008. Secondly, Wim Wenders, the 

filmmaker, is very important. His poetic expression of the 

solitude of the city and road movie style with the constant 

moving camera have largely influenced me. In particular, “Alice 

in the Cities”, where a young girl Alice and a writer made a 

journey to Alice’s grandmother’s home comes to my mind. 

Walter Ruttmann’s film “Berlin-Symphony of a Metropolis” and 

Edward Hopper’s paintings depicting city people from the back 

and silent places also influenced me.

If you had chosen to work with another medium, instead of 

the moving image, what would that have been? Why?

I would have worked with painting, drawing or installation. 

Photography is different from painting. While photography 

and moving images capture visible phenomena, painting and 

drawing can illustrate the invisible world. These days, I am 

thinking of attempting to combine photography, painting and 

drawing all together. Video is a language of the immaterial that 

appears in time then vanishes. On the other hand, in painting 

and drawing where the mechanical principle of photography 

and video is not applied, various materials are recorded 

throughout time, engraved on a physical surface, then, remain 

as a still phenomenon, providing the viewer with alternative 

perceptions and thoughts.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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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Who Disappeared, The World That Didn’t or Vice Versa

———

2017, single channel HD, sound, 18min 40sec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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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onder how you started working with moving images.

I happened to get a 6mm camcorder for the first time in the 

early 2000s when this type of machine came into wide use. 

Filming things freely around me, I developed my interest in 

moving images. I felt comfort and tension at the same time 

within the inevitable distance and frame – perhaps a sort of 

filter - between me and the subject I was shooting due to the  

nature of the medium. I was fascinated by this sensual aspect 

of the moving image and have continued to work with it.

How attractive or useful for you is the moving image as a 

medium?

Each scene is a fragment of different time and space having 

unique temporality and spatiality at the moment of shooting. 

The narrative created by connecting, cutting, patching and 

inverting these fragments is attractive. Certain aspects of 

the temporality and spatiality I sense are hard to describe in 

a linear structure of past-present-future. The moving image, 

however, enables me to shake the fabric or strata of time. I 

am also excited by the cracks from collisions or encounters 

between different elements such as image, sound and text.

Do you have an artist or artwork that has influenced your art?

Many artists or works have influenced me, but right now 

Chantal Akerman comes to my mind. From her film Jeanne 

Dielman, 23 Quai du Commerce, 1080 Bruxelles I could see 

potentialities of the images expressed with minimal camera 

movement and in refined compositions. I was also intrigued 

by the way she reveals the flow of time, pays attention to an 

individual’s daily life or their viewpoints and leads the viewer 

relentlessly as a witness. 

If you had chosen to work with another medium, instead of 

the moving image, what would that have been? Why?

That would have been performance which involves sound and 

body movement. Now, I study frames in the moving image 

and beyond the frames, those recorded and not recorded, the 

representational and improvised, and so on. I am interested in 

those freed from frames and not being recorded, those that 

are intangible and happening unexpectedly like a vibration or 

an afterimage, and those that are transient.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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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ancholiker

———

2016, two channel HD, sound, 3min 7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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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I wonder how you started working with moving images.

In university, I came across photography as a medium of art along with 8mm 

video and it gave me an opportunity to start working with the moving image. It 

was a sensation for me to use multisensory elements in moving images, which 

would have been impossible to express within a single frame.

How attractive or useful for you is the moving image as a medium?

The immateriality of the moving image gives us unlimited possibilities for 

expression, though creating moving image work involves a great deal of 

intensive labour in the preparation stage and to organize the background 

material elements.

Do you have an artist or artwork that has influenced your art?

I have mainly been influenced by pop music videos, films and novels. In particular, 

I learned from the early works of such directors as Tsai Ming Liang and Michael 

Haneke; the way they construct a narrative and the attitude of keeping a 

distance between the media and the artist.

If you had chosen to work with another medium, instead of the moving image, 

what would that have been? Why?

Within art, I would have chosen sound. Well, I have already used sound for 

my work, so it may not be an accurate answer for this “what if…?” question. 

If I consider areas other than art, I would have chosen to study psychology or 

psychoanalysis. These are always interesting to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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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onder how you started working with moving images.

Kim I had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a 16mm film   

workshop by the hand-made film lab, Space Cell, which was 

the starting point for me to work with moving images.

Cho I studied painting when it was heavily being influenced by 

new media and multimedia such as photography and print. I 

was inspired to work on photography, which seems to have led 

me to work with video and experimental films. The situation 

at the time and personal interests helped me to work with 

moving images.

How attractive or useful for you is the moving image as a 

medium?

Kim If I only consider Hold Me, the moving image is attractive 

in that artists can record time flowing but then play with the 

recording, changing whatever they like, creating a whole new 

space. In particular I was fascinated by the fact that films can 

deal with time and space physically.

Cho Technologies for moving images are becoming more 

advanced and diverse every day. One of the advantages of 

moving images would be that you can experiment endlessly 

and relate to the times.

 

Do you have an artist or artwork that has influenced your art?

Kim I watched Nine Variations on a Dance Theme by Hilary 

Harris while I was working on Hold Me. It did not have a direct 

impact on my work but served as a good reference. It was 

interesting to see how it keeps the focus solely on dance.

Cho When I look back, I remember I liked Laurie Anderson. 

Though O Superman is the most well-known, personally, I was 

impressed by her music video Beautiful Red Dress. I have been 

greatly influenced by female artists dealing with feminism in 

their works.

If you had chosen to work with another medium, instead of 

the moving image, what would that have been? Why?

Kim I studied philosophy and sociology. I did not study Fine 

Art in a degree course. For me, moving images were more 

approachable than traditional media like painting or sculpture.

Cho I would have been working with print. Perhaps my prints 

would be close to photographs. Early photographic techniques 

were similar to print in many ways. You get a photograph if you 

photosensitize a glass plate and expose negative film to light. I 

was interested in photographs which went through this sort of 

manual process.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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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 Me

———

2013, 16mm transferred to HD, black & white, sound, 8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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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ght Men Lived in the Room – News

———

2010, single channel HD, stereo, 5min 57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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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onder how you started working with moving images.

An intimate encounter with people’s stories in a dark cinema impressed me 

and this motivated me to start my own moving image practice. I still remember 

the magical moment that light chemically inscribed onto an analogue film was 

revived by a film projector.  

How attractive or useful for you is the moving image as a medium?

It allows the viewer to experience sentiment not translatable into words or texts 

as well as the continuity of time.

Do you have an artist or artwork that has influenced your art?

I very much like Tacita Dean’s film work. I experienced that important moment 

when camera, space and light meet one another. I also like Matthew Buckingham. 

His work makes us reflect upon the past and time. 

 

If you had chosen to work with another medium, instead of the moving image, 

what would that have been? Why?

That would have been literature. I think writing is a medium that can challenge 

any boundary or limit.  

interview

Eight Men Lived in the Room - Film Set

———

2011, single channel HD, stereo, 2min 51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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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ght Men Lived in the Room - Film Set

———

2011, single channel HD, stereo, 2min 51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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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

———

2002, single channel, sound, 5min 5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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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onder how you started working with moving images.

I loved watching films. Single channel video began to be 

booming as an artistic medium in the early 2000s in South 

Korea. Until then, I had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The 

inspiration I got from this medium was similar to that of 

films, but it stimulated my curiosity much more than film. I 

immediately decided to work with this medium.

How attractive or useful for you is the moving image as a 

medium?

The moving image can show changing images selectively as 

time flows. That is the biggest difference from other media. 

Of course, you get to see ever changing images of a sculpture 

as your relative physical position changes while viewing 

the sculpture from the front, side and back. Appreciating a 

painting may not be as dynamic as a sculpture, but also you 

need time to move your eyes to scrutinize every inch of it while 

your body might be fixed. It allows you to see changing images 

from a painting, too. However, in the case of moving images, 

the viewer has no other choice but to watch images being 

played at the moment unless they have a remote control in 

their hand. The viewer may happen to watch numerous scenes 

changing in a second or a scene as still as a painting. An artist 

can have more control over the viewers’ experience in the 

moving image than in painting or sculpture.

Do you have an artist or artwork that has influenced your art?

The artists who I was impressed by in my early twenties 

still affect me. They include directors such as David Lynch, 

Alejandro Jodorowsky and Tsai Ming Liang; music bands like 

New Trolls, Los Canarios and Renaissance; and writers like 

Maruyama Kenji, Murakami Ryu, Osamu Dazai and Desmond 

Morris. I have to admit that The Power of Gangwon Province, 

a film by Hong Sang-soo, and French nouveau roman novels 

have directly influenced me, regardless of my taste.

If you had chosen to work with another medium, instead of 

the moving image, what would that have been? Why?

If I had enough talent, I would like to be a dancer. I am 

particularly interested in a Korean traditional dance 

Byeongshin-chum (idiot dance). I could understand the 

true meaning of the word ‘humour’ through this traditional 

dance. I think this dance is one of the most complex and 

subtle art forms in the world. I might have become a singer. 

If I could make all the sounds of any pitch that I wanted to 

make through my vocal cords, I would be completely drawn 

by it and do nothing else. Writing a song is very creative 

but, unfortunately, I do not have a talent for playing musical 

instruments.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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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We Met Genius

———

2015, single channel HD, sound, 14min 44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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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onder how you started working with moving images.

When I was in the second year at university, I took a class on 

the moving image and really enjoyed it. I found it great that 

the moving image can contain not only a single image but 

many. I liked the critic sessions in that programme. The way to 

evaluate moving image practices was different from painting 

or photography and we were able to have a more extensive 

in-depth talk. In fact, when I look back, whether the criticism 

session was good or not depends on who attended it. There 

were sessions I did not enjoy as much.

How attractive or useful for you is the moving image as a 

medium?

The moving image is a useful medium in that you can 

incorporate numerous images and stories within a window of 

time which is continuously gliding without a pause. This unique 

feature of the moving image is difficult to resist for those who 

like the medium. However, others may find it hard to create or 

appreciate them. 

Do you have an artist or artwork that has influenced your art?

Many people influenced my work. So far, I have met a lot of 

people with wonderful ideas and tried to learn from them. 

I also think I have been influenced by respectable authors’ 

books and films, whether or not I was aware of it. To name a 

few of those well-known artists who have had influences on 

me, starting from the one who comes to my mind first, they 

include Joan Jonas, Anri Sala, Chris Marker, Agnes Varda, 

Ed Atkins, Jon Rafman, Werner Herzog, Francis Alÿs, Renzo 

Martens and Samuel Beckett. 

If you had chosen to work with another medium, instead of 

the moving image, what would that have been? Why?

Painting. I have liked painting ever since I was a child and good 

paintings make me feel good. Sometimes I feel like painting 

again though I hardly ever do. One day someone said to me ‘you 

would be good at taking photos since you work with moving 

images’, but I think my moving image works can trace their 

roots back to drawing or painting rather than photography. 

While I like tactile and sensual work that makes you feel as 

if you were touching them, there seem to be limitations in 

expressing this kind of feeling with moving images. I would like 

to paint someday if I have enough time and room for it in my 

mind.

interview

Where We Met Genius Installation view at the Hite Collection (Seou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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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kwon Ahn Born in 1968. Lives and works in Seoul.  

 EDUCATION 

2008   Graduate Course, School of Visual Art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eoul 

2003   Undergraduate Course, School of Visual Art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eoul 

 SOLO EXHIBITIONS (Selected)

2011  Seoul, A Landscape of Silence II, Sungkok Art Museum, Seoul

2008 S eoul, A Landscape of Silence, Cheonggyecheon Gallery, Seoul 

2008 The Gleams and Glimmers of Seoul, 175 Gallery, Seoul 

 GROUP EXHIBITIONS (Selected) 

2017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DDP, Seoul

2016 Metropolis of Desire, Busan Museum of Art, Busan

  Turbulent Transition #1, Théâtre de Strasbourg le Maillon, Strasbourg, 
France

2015  Experiment of Architopia,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Korea 

2014  14th International Architecture Exhibition – Venice Biennale, Korean 
Pavilion, Venice 

  Variations of the Moon, Nam June Paik Art Center, Yongin, Korea 

 A View from the Other Side, Moonshin Museum, Seoul

2013  The Future is Now,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Korea 

  Move on Asia Video Art, ZKM Media Museum, Karlsruhe, Germany 

2012 Seoul Photo Festival, Seoul Museum of Art, Seoul

2011  Korean Rhapsody: A Montage of History and Memory, Leeum Samsung 
Museum of Art, Seoul

2010  Chaotic Harmony: Contemporary Korean Photography, Santa Barbara   
Museum of Art, CA, USA 

 AWARDS (Selected) 

2009 Artists of Tomorrow 2010, Sungkok Art Museum, Seoul 

2007 New Artist Trend,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eoul

＼ 

Mihye Cha Lives and works in Seoul.

 EDUCATION

2011  Post-Diplôme, 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s de Paris, 
France

2010  DNSAP with honors, Ecole Nationale Supérieur des Beaux-Arts de 
Paris, France

 SOLO EXHIBITIONS/ PERFORMANCES (Selected)

2017 Oblique, Art Space Hyeong, Seoul

2016   Side, Blade, Hidden Thing,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Residency Gallery, Seoul

2015 Full, Empty, Floating, CAKE Gallery, Seoul

2013 Echo, Inescapable, Corner Art Space, Seoul

 GROUP EXHIBITIONS / SCREENINGS (Selected)

2016  Document 70 – Six Thesis Against Snobs,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Residency Gallery, Seoul

 Nothing, The Body, Art Space Hanghwatang, Seoul

 Interdisciplinary Art Festival Tokyo, Japan

 The Moon, Round Like a Little Plate, Daegu Art Factory, Daegu, Korea

 Osmosis Audio-visual Media Festival, Taipei

 Vanishing. Point, Space O’NewWall E’juheon, Seoul

2015  Asian Film and Video Art Forum,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Festival 284, Culture Station Seoul 284, Seoul

 Random Access, Nam June Paik Art Center, Yongin, Korea

2014  Outside of the Gray Zone, Art Space Pool, Seoul

2013 Analog Welcome, Digital Archive, SeMA Nanji Residency Gallery, Seoul

 AWARDS

2015 SeMA Emerging Artists, Seoul Museum of Art, Seoul

2012  Experimental Film and Video Festival in Seoul, Avid Award Korean 
Competition, Seoul 

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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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jin Kim Lives and works in Seoul.

 EDUCATION

2012 MFA Fine Art Media, Slade School of Fine Art, UCL, London

2005 MA Film/TV, School of Media, Sogang University, Seoul

1994 BFA Oriental Painting, College of Fine Arts, Hongik University, Seoul

 SOLO EXHIBITIONS (Selected)

2015 The Chronology of Chance, Media Theater I-Gong, Seoul

2015 Prizma Residency#1, Prizma Space, Istanbul

2014 Proximity of Longing, Culture Station Seoul 284 RTO, Seoul

2014   Fluid City, Media Theater I-Gong, Seoul (Organised & Curated by 
I-Gong)

 GROUP EXHIBITIONS (Selected)

2017 Video Portrait, Total Museum of Art, Seoul

2016  Museum Festival: MADANG,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The Paranoid Zon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2015  Galaxias Maculates, Museo de Arte Contemporaneo de Valdivia, 
Valdivia, Chile

  Willoughby Visual Arts Biennial, Incinerator Art Space, Willoughby, 
Australia

 The Future is Now, La Friche Belle de Mai, Marseille, France

  Shall We Dance? 15th Seoul International New Media Festival, Space O, 
Seoul

2014 Arko Archive Project 2 – Moving Lines, Arko Art Center, Seoul

2013 The Hidden Cost of Prosperity, Korean Cultural Centre, London

2012  The Shade of Prosperity, Rivington Place of Institution of Visual Arts, 
London

2011 Welcome to Media Space, Gallery Jungmiso, Seoul

 AWARDS (Selected)

2017   SongEun Art Award, Grand Prize, SongEun Art and Cultural Foundation, 
Seoul

2012   Henry Tonks Prize, University College London

2011  Bloomberg New contemporaries, Bloomberg & Art Council England

＼ 

Sook Hyun Kim Lives and works in Seoul.

 EDUCATION

2017  Ph. D Visual Communication,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 & 
Arts, Yonsei University, Seoul 

2011 MFA Film, Syracuse University, USA              

2006  MA Visual Communication,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 & Arts, 
Yonsei University

2004 BA Philosophy and Sociology, Yonsei University

 EXHIBITION AND SCREENINGS (Selected)

2017 Independent Documentary Film & Video Festival, Seoul

 Mise-en-scene Short Film Festival, Seoul, Korea

2016  MMCA×KNCDC Performance - Unforesee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Rhythm Scape, Gyeonggi Museum of Art, Ansan, Korea

 Unswallowable, Doosan Gallery, Seoul

 You, the Living, Gyeongnam Art Museum, Changwon, Korea

 Osmosis: Audio-visual Media Festival, Taipei

2015  Festival Film Dokumenter (FFD), Indonesia 

  Asia Film & Video Art Forum,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15th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Jeonju, Korea

2014  Alethaeia: Images of Body In and Out, Media Theater I-Gong, Seoul

 The Emotional Society on Stage, Munllae Art Theater, Seoul

 68th Edinburgh International Film Festival, Edinburgh, UK

2013  The International Experimental Cinema Exposition, USA

2011   Documentary, Between Personal and Social, Ilmin Museum of Art, 
Seoul 

 AWARDS

2015  Korean Alternative Film Prize, Seoul International New Media Festival

  Le Prix du jury etudiant, Doc En Courts le Festival du Jeune Cinema 
Documentaire, France 

2011 Special Mention Prize, 13th International Women’s Film Festival, Seoul 

2010   Excellence Award, International College Peace Film Festival, 
Chunche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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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e Jeong Cho Born in 1973. Lives and works in Seoul.  

 EDUCATION

2000 MFA Print Media,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U.S.A

1998 MFA Painting and Printmak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995  BFA Paint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SOLO EXHIBITIONS (Selected)

2017 Secret Rooms and Politics, Art Space EMU, Seoul

2011 Unfinished Work, Gallery Jungmiso, Seoul, Korea

 GROUP EXHIBITIONS AND SCREENINGS (Selected)

2017  Seoul International New Media Festival, Indiespace, Post Territory 
Ujeongguk, Seoul

 Art in Film, Indie Art Hall Gong, Seoul

2016  MMCA×KNCDC Performance - Unforesee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Unswallowable, Doosan Gallery, Seoul

  Seoul Independent Film Festival, CGV Art House, Seoul Art Cinema, 
Seoul

  Document 70: 6 theses against snobs,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Residency gallery, Seoul

 Anyang Video Art Festival, Open Theater Me Meme

2015 Rhythm Scape,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Korea

   Asian Film & Video Art Forum,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2014 Aletheia, Media, Media Theatre I-Gong, Seoul

 Edinburgh International Film Festival, Black Box, Edinburgh, England

2013  Korean Contemporary Art - Feminism, Gimhae Art Center, Gimhae, 
Korea

 AWARDS (Selected) 

2015  Korean Alternative Film Prize, Seoul International New Media Festival

2009  Korean EXIS Award, Seoul International Experimental Film Festival 

＼ 

Hyewon Kwon Born in 1975. Lives and works in Seoul.  

 EDUCATION

2006  MFA Fine Art Media, Slade School of Fine Art, University College 
London

1999 BA Film,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eoul

 SOLO EXHIBITIONS (Selected)

2013 Chosen Tour Project: Keijo, Gallery Bonun, Seoul 

2012 Vietnam Memoir, Cyart Gallery, Seoul

2012 Eight Men Lived in the Room II, Gallery K, Seoul

 GROUP EXHIBITIONS (Selected)

2017 Exploring the Old Town, Art Space Iaa, Jeju, Korea

2016 Club Monster, Asia Culture Center, Gwangju, Korea

 The Moon, Round like a Little Plate, Daegu Art Factory, Daegu, Korea

2015  Spaces of Memory #1 Illusionary Landscape, Media Theater I-Gong, 
Seoul

  The Great Journey with the Citizens – Uproarious, Heated, Inundated,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2014 A View from the Other Side, Moonshin Museum, Seoul

2013 The Modernity’s Extended, Culture Station Seoul 284, Seoul 

 The Hidden Cost of Prosperity, Korean Cultural Centre, London

2012 Eva International – After the Future, Limerick City, Ireland

2011 Bloomberg New Contemporaries, ICA Gallery, London

 AWARDS (Selected)

2012 Joongang Fine Arts Prize, 2nd Prize, Korea 

2011 Bloomberg New Contemporaries, Selected Artists, UK 

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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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ngseok Oh Born in 1976. Lives and works in Seoul.

 EDUCATION

2004 MFA Fine Art, Suwon University, Suwon, Korea

2002 BFA Fine Art, Suwon University, Suwon, Korea

 SOLO EXHIBITIONS (Selected)

2014 The Horizontal Line Without Cut, Artspace Jungmiso, Seoul

2011 Square and Square, Federation Square, Melbourne

2010 Classic, 16 Bungee, Gallery Hyundai, Seoul

 GROUP EXHIBITIONS (Selected)

2016  The Discovery of Space,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Korea

 Home Cinema, Dague Art Museum, Daegu, Korea

 Seoul International New Media Festival, Indispace, Seoul

2015  The 1st Willoughby Visual Arts Biennale, Willoughby City Council, 
Chatswood, Australia

 Prudential Eye Zone, Art Science Museum, Singapore

 Sublime Masochism, Museum of Art,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2014 Digital Triangle, Alternative Space Loop, Seoul

 Pillars, Arario Gallery, Seoul

 By Destiny, Arario Museum Dongmun Motel 1, Jeju, Korea

 A View from the Other Side, Moonshin Museum, Seoul

 Ecos Simultáneos, Fortabat Museum, Buenos Aires

2013 tele-Be, Gallery Hyundai, Seoul

2012 (Im)Possible Landscape, Plateau Museum of Samsung, Seoul

2011 The 4th Moscow Biennale, Artplay Design Center, Moscow

 Video + Cast, Arko Art Center, Seoul

 Time window, Pohang Museum of Still Art, Pohang, Korea

2010 SeMA 2010 – Crack of Image, Seoul Museum of Art, Seoul

  DIGIFESTA Media Art Festival, Gwangju Biennale Exhibit Hall, Gwangju, 
Korea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JIFF Art Gallery, Jeonju, Korea

＼ 

Ji Hye Yeom Born in 1982. Lives and works in Seoul. 

 EDUCATION

2011    (Distinction) MFA Fine Art, Goldsmiths College, London

2008    MA Fine Art, Central Saint Martins College of Art and Design, London 

2006    BA Fine Art,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SOLO EXHIBITIONS

2015 All Exiles Have a Hidden Luck, Art Sonje Center, Seoul 

2014 Wrong Move, Media Theater I-GONG, Seoul

2007 Communicating, Alternative Space Geonhi, Seoul

 GROUP EXHIBITIONS (Selected)

2017  Straniamento, le Murate Progetti Arte Contemporanea, Firenze, Italy 

             Report & Recall, SeMA Storage, Seoul 

              Imaginary Asia, Nam June Paik Art Center, Yongin, Korea

 Salt of the Jungle, Korea Foundation Gallery, Seoul

2016  TECHSTYLE series 1.0: Ariadne’s Thread, Sheung Wan Civic Centre, Hong Kong 

 Under My Skin, Hite Collection, Seoul

2015 The Sleepless, Gallery Zandari, Seoul

2014 Exclusion X Possibility, Gallery Zandari, Seoul 

 Magnificent, Super, Great, Seogyo Art Center, Seoul

 Live in the Lobby, Art Sonje Center, Seoul

2013 Welcome to Media Space, Art Space Jungmiso, Seoul 

 YAP-Young Artist Project, EXCO, Daegu, Korea

2012 CAYAF 2012, KINTEX, Goyang, Korea

 Circled the Man, Heliopolis gallery, New York, US

 Cash Nexus, Galeria AS, Krakow, Poland

 Open-day, Galpao, Sao Paulo, Brazil

2011 International Artist Exhibition, Al-Mahatta Gallery, Ramallah, Palestine

 AWARDS (Selected)

2016 SongEun Art Awards, SongEun Art and Cultural Foundation, Seoul

2015 SeMA Emerging Artist Grant, Seoul Museum of Art, Seoul

2013 Busan international Video Festival, Busan, Korea





49

T e x t  i n  K o r e a n



50

‘세계의 도시들’은 장소와 지각의 관계, 예술작품의 지리정치학을 연구하기 위해 아토피아가 2012년에 

시작한 국제 프로젝트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획된 비디오 프로그램 시리즈를 통해 다른 도시에서 

만들어진 예술 작품들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란다. 

예술 작품의 지리학을 탐구하는 ‘세계의 도시들’은 여러 주요 도시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술에 대

한 다양한 접근법에 주목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장소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

는 질문에 대해 심층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세계 여러 주요 도시, 장소들의 주관성

subjectivity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장소와 지각은 어떤 관계인가?

산 꼭대기에 한 남자가 살고 있다. 그가 바라보는 세상은 계곡에 사는 이가 바라보는 세상과는 다를 것

이다. 또한 북극 지방에 사는 여자는 중동의 사막에 사는 이와는 다른 세계를 경험할 것이다. 이는 복잡

한 개념이 아니다. 누구라도 쉽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다. ‘낯설게 바라보기’ 

개념으로 잘 알려진 러시아의 형식주의 이론가 빅토르 슈클로브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바다 근처에 사

는 사람은 파도소리를 듣지 못한다”. 우리 삶에서 너무 뻔한, 당연한 나머지 포착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

한 말이다. 우리는 주변의 너무 친근한 것들에게는 더 이상 눈길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뻔하고 당연한 

것들은 우리 평상시 삶의 중심 요소이다.   

예를 들어, 어느 도시의 작가들은 – 이번에는 서울의 작가들 – 그들이 자라고 익숙해진 도시의 일상적

인 것들은 “잘 보지 못한”다. 익숙하고 당연한 무언의 규칙은 모든 사회 체계와 일상의 바탕이다. 우리는 

종종 “다른 것들”을 접할 때에 그 일상의 경계를 보게 된다. 도시 오슬로에 사는 관람자는 서울에서 만든 

비디오 작품들을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눈으로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서울에 사는, “파도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들과는 달리, 오슬로의 관객들에게는 그 파도의 메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 프로그램에서 소개하는 작품들은 작품들이 만들어진 장소의 정신을 반영하는 “오디오 비주얼 인공

물” 이다. 

아토피아는 ‘세계의 도시들’의 작가와 작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단순한 기준을 만들었다. 특정 도시에 

사는 작가들이 그 도시에서 만든 작품들을 보여주고, 또 그 도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큐레이터들과 협

업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2013년 테란과 상파울로, 2014년 바쿠와 히로시마, 2016-2017년에

는 멕시코 시티와 서울을 기반으로 한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했다. 

‘세계의 도시들’ 프로젝트에 대하여

장소와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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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이와 같은 도시에 따른 차이점들은 그 어느때보다 더 중요해졌다. 세계화는 전세계 시장의 풍

경을 바꾸어 놓았듯이, 마찬가지로 문화 예술 풍경도 바꾸고 있다. 지배적인 문화 권력들은 움츠러든 지

역 현장을 뒤로 한 채 전세계의 문화 현장을 점령한다. 현대미술가들과 예술 생산자들 역시 예외가 아니

다. 과거 20년간의 현대미술에서의 균질화 트렌드 – 이를 국제화라고 하는 이도 있다 – 가 한 예이다. 

어떤 이들은 주변부의 많은 작가들이 글로벌 미술 시장에 나아가는 이러한 변화를 축하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특정성 particularity의 상실을 댓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장소는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일 예수가 중동의 뜨거운 사막에서 태어나

는 대신 노르웨이 북부의 작은 도시 트롬쇠에서 태어났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기독교와 여

러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들이 중동이 아닌 지역에서 생겨났다면 그들이 전하는 천국의 이미지는 달라졌

을까? 그 종교들의 탄생지가 트롬쇠였다면 우리는 어쩌면 여름의 해가 긴 날들, 길어진 그림자들과 겨

울의 어두운 낮들의 비유와 함께 천국을 생각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인 기독교는 지리학적 성명이기도 하다. 물, 열, 밤낮의 길이, 태양의 위치, 북부의 계절에 대한 여러 

쟁점들이 이 종교들과 관련이 있다.  

세계를 지각하는 데 있어 지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는 심지어 어느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 이 질문

에 대해 다르게 반응한다. 이 질문에 테란, 상파울루, 멕시코 시티, 서울, 그리고 다른 도시들에서는 어떻

게 응답할 것인가? 모든 장소들은 각각의 의미와 과제가 있다. 

<기억하기 혹은 떠돌기> 전은 서울에서 제작된 예술가들의 무빙이미지 작품들을 보여준다. 아토피아는 

‘세계의 도시들’ 프로젝트의 이번 에디션의 협업을 위해 서울에서 활동하는 손세희 독립 큐레이터를 초

대했다. 서울에서 살고 작업하는 여덟 명의 현대미술가들의 작품들은 일상의 덧없음을 관찰하고 빠르게 

변하는 사회의 딜레마를 반영한다. 노르웨이에 사는 우리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먼 곳의 미술 현장에

서 온 통찰력 있는 선물들이다. 

파라드 칼란타리

2017년 9월 오슬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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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백여 년간 나라의 수도였던 서울은 자주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로 묘사된다. 골

목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 있는 낡은 주택들이 길 하나를 두고 늘씬한 신형 고층 아파트 단지와 마주하고 

있는 풍경은 서울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지만, 친구들과 함

께 시간을 보내던 추억의 장소를, 서울에서는 두서너 해만 지나도 다시 찾기 어렵다. 서울만큼, 속도가 

경쟁력이라는 말을 잘 실천하는 곳이 있을까?

전시 <기억하기 혹은 떠돌기>는 점점 더 가속화되는 서울의 변화 속도가 이 도시에서 살고 작업하는 예

술가들의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현대미술가 우리엘 오를로가 말했듯이, 가속화는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포착하고 싶은 강력한 욕구, 과거에 대한 일반적인 향수, 개인적, 집합적 기억에 

대한 의식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다.1 이번 전시 역시 사라지고 쇠락해가는 공간들, 잃어버리고 잊혀진 

혹은 숨겨진 기억들을 담아내고 탐구하는 예술작업들을 소개한다. 또한 현대사회가 생산해낸 개념과 풍

경에 대한 서사와 은유, 매체의 시공간을 실험하는 작품들을 대도시 서울이 경험하고 있는 가속화와 연

관시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드림 II>는 안세권이 철거되기 전 청계고가도로 위를 직접 운전하며 롱 테이크로 촬영한 것이다. 청계

고가도로는 1960년대 후반 국내 최초 도심 고속화도로로 개통되어 개발 성장기의 서울 도심과 그 동북

부를 이으며 도시의 꿈과 욕망을 실어 날랐다. 그리고 2003년 서울시의 복원 계획에 따라 역사의 뒤안

길로 사라졌다. 바로 그 해 2003년 6월 장마가 한창이던 날, 안세권은 6mm 비디오카메라를 들고 청계

고가도로에서 보는 서울의 마지막 풍경을 담기 위해 나섰다. 

안세권은 2000년대부터 서울의 재개발 지역을 촬영해 왔다. 거대도시 서울은 지금도 어디선가 여전히 

재개발 중이다. 작가는 재개발 철거 현장이 기억하고 있을 꿈과 부지런한 일상을 담기 위해서 아무렇게

나 뒤엉킨 쓰레기들과 잔재들이 가리워지는 시간을 기다린다. 그래서일까, 그의 사진 속, 지난한 삶의 

현장은 밤과 새벽의 불빛들을 입어 아름답게 보이기까지 한다. 안세권은 <드림 II>를 위해 비가 오는 날

을 선택했다. 이 변화의 현장을 초현실적으로 묘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작가는 빗물에 흐려져 정확히 

알 수 없는 차창 밖 풍경이 끊임없이 변하는 서울을 닮았다고 했다.2  슬로 모션으로 보여주는 사라진 풍

전시 서문

기억하기 혹은 떠돌기

1. Uriel Orlow, ‘Latent Archive, Roving Lens’ (2006) in Memory, ed. Ian Farr (London: Whitechapel Gallery, 2012), 204.

2. 작가와의 인터뷰, 건너편의 시선 전 도록(서울: 숙명여대문신미술관, 201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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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은 몽환적인 배경음악과 함께 마치 아련한 꿈같다. 추억이자 환영이 된 추상적인 풍경이다. 

차미혜는 2014년 서울 한복판을 거닐다 ‘바다’라는 이름에 이끌려 한 극장에 들어섰다. 그후 2년 동안 

바다극장에 몰두했고, <사라진 사람들과 사라지지 않은 세계 혹은 그 반대>(2017)가 만들어졌다. 그해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 304명의 귀한 생명들이 세월호의 침몰과 함께 희생되었

고, 작가는 자신이 ‘바다’라는 단어에 이끌린 이유가 이 일과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바다극장은 40여 년간 재상영관으로 운영되다가 2012년 폐관했다. 그러나 무슨 연유인지 간판도 내리

지 않은 채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마치 그곳에 없는 것처럼, 바쁜 도심의 거리에 서있었다. “공간에도 

이를테면, 청춘과 같은 그런 시절이 있다고 생각해요.”3 작가는 한때 극장의 입구를 드나들었던, 텅 빈 객

석을 채웠을 사람들을 생각한다. <사라진 사람들과 사라지지 않은 세계 혹은 그 반대>는 빈 공간, 공간

의 기억, 사람이 공간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한 탐구이다. 차미혜는 바다극장에 사람들을 초대했다. 

3.  윤민화, ‘상실하고도 떠나지 못하는 것들 혹은 그 마음을 위한 애도’, 2015, https://neolook.com/archives/20151010i (2016년 12월 29일 검색)

권혜원, <여덟 명의 남자가 사는 방> 설치 전경 (아틀리에 노드 ANX 갤러리, 오슬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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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마치 사라진 사람들의 유령처럼 건물을 돌아다닌다. 벽에 기대고 무대에, 객석에 앉아 건물과 물

리적이고 신체적인 소통을 시도한다. 건물에 스며 있는 기억과 접촉한다.  

<8명의 남자가 사는 방-뉴스>는 국가기록원 아카이브에서 찾은 흑백 뉴스 영상에서 시작됐다. 권혜원

은 이 45초짜리 뉴스 영상이 1962년부터 1999년까지 거의 40년이나 운영되었던 서울 영등포 근로자 합

숙소에 대해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유일한 기록이라는 데 주목했다. 작가는 당시의 신문, 잡지 등 

다른 매체를 통해 국가가 잃어버린 과거의 파편들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을 모아 가난과 범죄가 

들끓는 곳이 되고 결국 철거에 이르기까지의 세월을 회복한다. 이 근로자 합숙소를 보여주는 유일한 45

초짜리 뉴스 영상은 여덟 차례나 반복된다. 이 반복은 기록의 부재를 강조하고 아카이브가 기억을 보존

하기도 하지만 묻기도 한다는 것을 드러낸다.4 또한 “가장 일상적인 보는 습관을 변형”시킴으로써 평범

해 보이는 아카이브 영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한다.5

<8명의 남자가 사는 방-영화세트>는 실제로 근로자 합숙소에 살았던 경험을 쓴 ‘몰락한 시민들’이라는 

논픽션 글을 바탕으로 한다. 이 글은 문예공모전에 당선되어 당시의 한 잡지에 실렸었다. 이 글의 저자

는 한 방을 쓰던 이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애조띤” 유행가를 불렀던 어느 밤을 기억한다. 권혜원은 영화

세트를 만들고 조명과 카메라 움직임, 배경음악을 더해 저자의 지나간 시간을 영화적으로 재현한다. 국

가가 기억하지 않는 한 개인의 기억 속 과거가 한 예술가의 손에 의해 되살아난다.   

오용석은 사진과 비디오의 콜라주 작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크로스>(2002)는 작가가 정지 이미지와 

무빙이미지의 콜라주 실험을 시작하던 초기 작품이라는 점에서 더 흥미롭다. <크로스>는 개인적인 아

카이브에서 시작한다. 영상은 각각 연도와 장소가 소제목으로 붙은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인화된 사

진 뒷면에 촬영연도와 장소를 적어 넣어 일종의 기록을 남기곤 했던 옛 풍경이 생각난다. 처음 두 장의 

사진 천제연 1963과 서림 1963은 어머니의 옛 사진첩에서, 세 번째 강정천 1980은 작가 자신의 사진첩

에서 가져왔고, 광화문 1950과 덕수궁 1957은 인터넷에서 우연히 찾은 서울 도심의 사적지 풍경이다.

<크로스>에서 오용석은 20년 혹은 50년 이상이 지난 후에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과 비디오들을 이어 

붙임으로써 원래의 사진 이미지를 확장한다. 작가는 40년 전 어머니가 사진을 찍었던 장소 천제연에 어

4. Charles Merewether, ‘Archives of the Fallen’, 1997 in The Archive ed. Charles Merewether (London: Whitechapel Gallery, 2006), 160.

5. Briony Fer, ‘The Infinite Line’ (2004), Memory, ed. Ian Farr (London: Whitechapel Gallery, 2012),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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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와 다시 함께 가서 이번에는 비디오로 그 순간을 담는다. 아들과 어머니가 함께한 시간을 담은 이 

비디오 영상은 40년 전 어머니가 되기 전의 어머니가 있는 흑백사진과 함께 한 화면에 배치된다. 여기

에, 다른 해 다른 시간대의 하늘과 풀과 강이 더해진다. 이렇게 조합된 풍경에는 그래서 1963년의 어머

니, 2002년의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있다.6 한국전쟁의 흔적이 남아있는 1950년의 광화문, 지금의 모습

으로 복원되기 이전, 여전히 일제가 비틀어 놓은 모습의 2002년 광화문도 볼 수 있다.7 <크로스>는 다양

한 관점과 시간이 존재하는, 한 장소에 대한 다차원적 아카이브다. 

염지혜의 <우리가 게니우스를 만난 곳>(2015)의 시작과 끝에는 긴 통로와 가면이 있다. 그 가면 뒤에는 

작가가 창조한 내러티브가 있다. 화자는 히말라야에 사는 장소의 수호신 게니우스(Genius Loci). 히말라

야를 찾는 수많은 인간들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진 게니우스는 그들이 온 곳을 따라가 보기로 한다. 위

치는 있지만 아직 장소는 아닌 곳, 그곳은 도시였다. 염지혜는 ‘장소’와 ‘공간’의 구분을 강조한다. 변하

6. 작가에 의하면, 2002년 천제연 영상 부분만은 화질의 복원을 위해 2008년에 다시 촬영했다고 한다.

7.    일제강점기 일본은 조선총독부 건물을 지으면서 광화문의 위치를 옮겼다. 이는 조선의 전통적인 궁정 건축의 기본을 훼손하기 위함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06년 철거를 시작했고 복원 후 2010년 다시 문을 열었다.   

염지혜, <우리가 게니우스를 만난 곳> 설치 전경(아틀리에 노드 ANX 갤러리, 오슬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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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히말라야는 장소인 반면, 끊임없이 변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

지 대체가능한 도시는 공간이다. 이는 마크 오제가 장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고안해 낸 ‘비장소’를 떠

올리게 한다. 장소는 관계, 역사, 정체성과 관련하여 정의할 수 있는 반면, 현대사회가 생산한 ‘비장소’

는, 관계, 역사 혹은 정체성에 대한 것으로 정의할 수 없는 공간이다. 예를 들면, 기차, 공항, 놀이공원, 대

규모 아울렛처럼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거쳐가는 곳들이 ‘비장소’이다.8 

염지혜는 히말라야 근처에 머문 적이 있다. 고산병이 있어 등반은 못했지만 히말라야의 거대한 산을 한

없이 바라봤었다고 한다. 작가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그 거대한 자연 앞에서 한없이 작은 

인간을 느끼지 않았을까? 아무리 모든 것을 쉽게 바꿔버리는 인간이라도 히말라야를 바꿀 수는 없을 거

라고, 히말라야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게니우스는 히말라야로 다시 돌아간다. 작

가는 ‘장소’인 히말라야의 눈밭과 모닥불을 유일하게 실제 촬영 샷으로 보여줌으로써, 컴퓨터 이미지로 

만든 도시 공간과의 대비를 강조한다. 

김세진의 2채널 비디오 <멜랑콜리커>(2016)는 현대사회에 대한 은유적 풍경이다. 비디오에 등장하는 

두 명의 십대들은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시기에 겪는 불확실성과 유연성이 공존하는 상태를 표현한다. 

작가는 알 수 없는 미래,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현재에 불안했었다고 자신의 청소년기를 회상한다. 변

화의 시기,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채 중간 어딘가를 떠도는 느낌은 빠르게 변하는 도시에 사는 현대인들

이 느끼는 것과 닮아 있을 것이다. “중력과 무중력의 상태를 오가는” 스케이트보드는 이와 같은 불안한 

상황을 상징하는 장치이다.9    

<멜랑콜리커>에서 눈에 띄는 요소는 속도와 리듬이다.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십대들을 따라 이동하는 

카메라는 작품의 속도감을 증가시키고 슬로 모션은 움직임을 강조한다. 동기화된 두 개의 화면에 의해 

두 배가 되는 속도감과 움직임은 현대 도시의 가속화와 이동성을 떠올리게 한다. 주인공들은 서울의 

도심을 통과해 한강공원까지 달린다. 그리고 다시 시내 현대미술관 지하주차장. 일시적 공간, 비장소

의 등장은 또다시, 교통수단의 발달이 인구 이동과 함께 비장소의 증가를 초래한다고 한 오제를 상기

시킨다.10  

  8.  Marc Aug , Non-Places: An Introduction to Supermodernity, trans. John Howe (London and New York: Verso, 2008), 77-78.

  9. 김세진과의 대화에서(2016년)

10. Marc Aug , Non-Places: An Introduction to Supermodernity, trans. John Howe (London and New York: Verso, 2008),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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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드 미>는 실험영화를 만들어온 김숙현과 여성주의 영상 작업에 집중해온 조혜정의 첫 번째 협업 작

품으로 필름의 물질성, 필름 내의 시공간에 대해 탐구한다. 무용수의 퍼포먼스를 기록하는 데서 시작하

는 이 흑백의 영화는 수작업 프린팅 과정을 통해 조작한 이미지를 교차 편집해 완성하였다. “마치 화가

가 그림을 그리듯” 작가의 다양한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수작업 현상과 인화 과정은 <홀드 미>에 독특

한 미학을 부여한다.11

김숙현과 조혜정은 이 영화에서 세 가지 시공간을 이야기한다: 무용수가 퍼포먼스를 하는 현실의 시공

간, 이 퍼포먼스를 기록한 필름의 시공간, 퍼포먼스의 기록을 조작하고 이미지화한 필름의 시공간.12  따

라서 <홀드 미>는 퍼포먼스의 기억을 담은 다큐멘터리 풍경과 동시에 예술가들이 변형한 기억의 이미

지 풍경을 담는다. 막스 리히터의 고전적 음악은 퍼포먼스와 함께 흐르다가, 조작된 이미지 부분에서 갑

자기 끊기곤 하는데 이와 같은 반복적인 배경음악의 단절은 영화 내 시공간의 분절을 표현한다. <홀드 

미>는 도시의 가속화라는 개념과 내용적인 면에서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프로그

램에 포함된 다른 작품들이 중요하게 다루는 시공간의 문제를 다른 시각 - 매체적 시각 – 에서 다루었

다는 점에서, 다양한 접근과 사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글을 마무리하며 얼마 전에 읽은 한국 현대 단편소설의 한 부분을 인용하고자 한다.

“노인의 부고장이 온 주소는 옥인동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이제 헐리고 없으니까요. 인왕산 아래 자락에 

있던 그 낡은 아파트는 이주가 끝난 뒤 최신공법으로 폭파되어 소리도 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햇빛

을 피해 천들을 덧붙이고 덧붙였던 그 방의 창은 허공의 어느 좌표쯤이었을까요?”13    

손 세 희  독립 큐레이터

11. 김숙현과의 대화에서(2017년)

12. 김숙현과의 대화에서(2017년)

13. 전경린, ‘백합의 벼랑길’, 천사는 여기 머문다(파주:문학동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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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무빙이미지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어두운 극장 안에서 내밀하게 만나게 되는 인물들의 이야기에 끌려 영상작업을 시작하게 됐다. 아날로그  

필름에 화학적으로 각인된 빛이 영사기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마법같은 순간을 기억하고 있다.  

무빙이미지 매체의 매력 혹은 유용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말이나 글로 번역되지 않는 정서와 지속되는 시간의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영향을 받은 작가나 작품이 있다면? 

타시타 딘의 필름 작업들을 무척 좋아한다. 특히 그의 작품에서 카메라와 공간, 빛이 조우하는 순간들을 경험

한 것은 나에게 중요했다. 그리고, 매튜 버킹엄의 작업들을 좋아하는데, 시간과 과거라는 것에 대해 성찰하게 

만드는 작업들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무빙이미지가 아닌 다른 매체로 작업을 했다면, 어떤 매체를 선택했을 것 같은가? 그 이유는?

문학을 선택했을 것 같다. 글이라는 것은 어떤 경계나 한계도 시험해 볼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권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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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무빙이미지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대학에서 사진이라는 매체를 접하면서 8mm 비디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이 영상작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 프레임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공감각적 요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센세이션이었다. 

무빙이미지 매체의 매력 혹은 유용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비물질성이 주는 표현의 무한한 가능성일 듯하다. 물론 이면에 깔린 수많은 노동집약적 준비 과정과 물질적 

부분은 제외해야겠지만. 

영향을 받은 작가나 작품이 있다면? 

주로 팝뮤직비디오와 영화 혹은 소설의 영향을 받았다. 영화의 경우 차이밍량, 미카엘 하네케 감독의 초기 

작품들에서 서사를 구성하는 방식 그리고 매체와 작가 사이에 거리를 두는 태도 등을 배운 것 같다. 

만일 무빙이미지가 아닌 다른 매체로 작업을 했다면, 어떤 매체를 선택했을 것 같은가? 그 이유는?

예술이라는 범주 안에서 생각한다면 사운드를 선택했을 것이다. 사실 사운드는 이미 작업에서 이용하고 있으

므로 “~했다면?”이라는 질문의 정확한 답변은 아닐 듯하다. 예술이 아닌 다른 학문을 생각해본다면, 심리학 

혹은 정신분석학이었을 것 같은데, 언제나 관심이 가는 학문이다. 

김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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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무빙이미지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김  핸드메이드 필름 랩 스페이스 셀이란 곳에서 하는 16mm필름 워크숍에 참여했고 그때부터 영상매체를 

다루기 시작했다.

조  회화를 전공했는데, 당시의 회화는 이미 사진, 판화 등의 뉴미디어와 복합매체의 영향을 깊이 받

고 있었다. 사진매체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이것이 비디오, 실험영화로 연결되었던 것 같다. 시대적,  

개인적인 요구로 무빙이미지 작업을 하게 되었다.

무빙이미지 매체의 매력 혹은 유용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김  이번에 전시한 <홀드 미> 작업에만 한정지어 생각한다면, 시간을 기록하되 작가가 이를 마음껏 변주해서 

다른 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필름을 쓴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시공간을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조  영상 테크놀로지는 나날이 발전해가고 다양해지고 있다. 끊임없이 실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시대적으로 

공감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다.

 

영향을 받은 작가나 작품이 있다면? 

김  <홀드 미> 작업 당시 힐러리 해리스의 <댄스에 대한 아홉 가지 변주>를 봤는데, 작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오로지 댄스에만 집중했다는 점에서 좋은 참고자료였다. 

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로리 앤더슨의 작업을 좋아했다. <오 슈퍼맨>이 가장 유명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름다운 빨간 드레스> 뮤직비디오가 인상적이었다. 페미니즘을 담은 여성작가들의 작업에 영향을 많이 받

았다.

만일 무빙이미지가 아닌 다른 매체로 작업을 했다면, 어떤 매체를 선택했을 것 같은가? 그 이유는?

김  철학과 사회학을 전공했는데, 영상매체에 대한 접근이 다른 전통적인 표현 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

했다. 

조  판화를 하고 있었을 것 같지만, 사진에 더 가까운 작업을 하고 있었을 것 같다. 초기 사진기법들은  

판화와 유사한 점들이 많았다. 유리판에 감광처리를 해서 네거티브 필름을 노출하면 사진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핸드메이드 공정을 거친 사진 작업들에 관심이 많았다. 

김숙현&조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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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무빙이미지/사진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비디오 작업에 대해서 말하자면, 30여년 전부터 평면 미술 작업을 했다. 26년 전 제주도 여행 중 동이 트기 

전 새벽, 감각을 자극하는 섬세한 소리들을 경험했고 그 후 Hi 8mm 캠코더로 작업하게 됐다. 그리고 차츰 

16mm 필름 작업으로 이어갔다. 사진은 고등학교 시절 미술 작품의 모티브를 찾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다. 

2003년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 재정비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도시 변이 과정을 보면서 서울의 큰 변

화상을 대형 카메라로 남겼다. 

무빙이미지와 사진 매체의 매력 혹은 유용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비디오나 사진은 나의 긴장의 표현 방식으로 그 순간에만 일어나는 감성 혹은 호흡과도 같다. 사진과 비디오

의 힘은 역사, 시간, 장소성, 현실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 진실성과 리얼리티가 있다는 것이다. 사진은 취미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현재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목격자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되었다.   

영향을 받은 작가나 작품이 있다면? 

미술을 시작한 고등학교 때 만난 인상주의 화가 모네의 연작 시리즈. 같은 대상에 대한 집요한 몰입으로 시간

과 빛의 변화를 표현한 이 연작은 사고의 전환이었고 현실을 끝없이 새롭게 보게 해줬다. 2005년-2008년 서

울 뉴타운 사진 작업의 연작에도 영향을 주었다.   

빔 벤더스 감독은 도시의 고독과 시적인 표현, 카메라가 정지해 있지 않고 움직이는 로드무비의 흐름으로 지

금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다. 특히 글을 쓰는 작가와 할머니 집을 찾아 나서는 소녀의 이야기를 그

린 <도시의 앨리스>가 기억난다. 도시 초기영화 발터 루트만의 영화 <베를린 대도시 교향곡>, 도시인들의 뒷

모습과 침묵의 공간과 장소들을 그린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도 영향을 주었다.  

만일 무빙이미지와 사진이 아닌 다른 매체로 작업을 했다면, 어떤 매체를 선택했을 것 같은가? 그 이유는?

회화, 드로잉, 설치를 했을 것 같다. 사진과 회화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진과 비디오가 가시적인 현상

을 포착한다면, 회화와 드로잉은 비가시적인 세계를 표현할 수 있다. 사실, 앞으로 시도하려는 것이 사진과 회

화, 드로잉의 혼합이다. 비디오는 비물질의 언어로 그 현상은 시간을 통해 보여지고 사라진다. 사진과 비디오

의 기계적인 작동 원리와는 달리, 회화, 드로잉의 경우 다양한 재료들이 시간을 통해 기록되지만 물리적인 표

면에 새겨지고 정지된 현상으로 남아 또 다른 인식과 사유를 하게 한다.  

안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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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무빙이미지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대학 2학년 때 처음 영상 수업을 들었는데 재미있었다. 하나의 이미지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미

지를 담아낼 수 있는 것이 특히 더 재미있었다. 그리고 수업시간에 했던 비평도 좋았는데, 회화나 사진 수업에

서 하는 비평 방식과는 다르게 영상 작업을 통해 더 넓고 깊은 이야기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다. 사실, 생

각해보면, 비평 시간이 좋고 그렇지 않고는 누구와 함께였냐에 달려 있는 것 같다. 즐겁지 못한 비평 시간도 

많았던 듯하다.

무빙이미지 매체의 매력 혹은 유용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영상 매체는 끊임없이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시간 동안 수많은 이미지와 이야기를 담을 수 있어서 유용하다. 

영상만이 갖는 이러한 매력이 혹자에게는 영상을 만들거나 감상하는 데 어렵게 느끼게 하지만, 영상 매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매력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거 같다. 

영향을 받은 작가나 작품이 있다면? 

작업을 하는 데 있어 영향을 받은 사람은 많다. 그간 만난 사람 중에 멋진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았고 그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려고 했다. 또한, 훌륭한 저자의 책, 혹은 영화에서도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알 만한 예술가들을 거론하자면, 우선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순으로 

조안 조나스, 안리 살라, 크리스 마케르, 아그네스 바르다, 에드 아킨스, 존 라프만, 베르너 헤르조크, 프란시

스 알리스, 렌조 마르텐스, 사무엘 베케트 등이다. 

만일 무빙이미지가 아닌 다른 매체로 작업을 했다면, 어떤 매체를 선택했을 것 같은가? 그 이유는?

페인팅!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좋은 그림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요즘엔 한번 그려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데, 실천은 잘 안 된다. 누군가 ‘영상 작업을 하니 사진을 잘 찍을 것 같다’고 한 적이 있는

데, 내 생각엔 나의 영상의 뿌리가 사진에 있다기보다 드로잉이나 페인팅에 더 가까운 것 같다. 손에 만져질 

듯 촉각적이고 감각적인 작업을 좋아하는데, 영상에서는 언제나 이런 표현을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 같다.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허락한다면 언젠가 페인팅을 하고 싶다.

염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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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무빙이미지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영화 보는 걸 좋아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에 싱글 채널 비디오라는 매체가 붐을 이루기 시작했는데, 나에

게는 난생 처음 접해보는 매체였다. 영화와 비슷한 감흥을 느꼈지만 보다 더 호기심을 자극했고, 이 매체로 작

업을 해야겠다고 바로 결정했다.  

무빙이미지 매체의 매력 혹은 유용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이미지를 선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무빙이미지가 가진 가장 큰 차이

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조각도 정면, 측면, 후면을 둘러보다 보면 감상자의 신체 위치 변화에 따른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무쌍한 이미지를 받아들이게 된다. 회화 감상자의 위치는 조각 감상만큼 역동적이진 않지만 

그림 곳곳을 자세히 훑어보려면 몸은 고정시켜도 눈을 움직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역시 시간의 흐름과 함

께 시시각각의 이미지를 보게 할 것이다. 

무빙이미지가 그 어떤 매체보다 시간의 흐름과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다만, 무빙  

이미지는 감상자가 리모컨을 쥐고 있지 않는 한 지금 당장 재생되고 있는 이미지만을 봐야 한다. 순식간에  

전환되는 무수한 장면들일 수도 있고 그림처럼 일관된 장면으로 유유히 놓여있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무빙이미지 작가는 감상자가 향유할 시간들을 사전에 통제, 제어할 수 있다. 그림이나 조각보다 작가가 더  

많은 권한을 갖는 셈이다. 

영향을 받은 작가나 작품이 있다면? 

20대 초반에 접했던 예술가들이 아직도 인상깊게 남아있다. 데이비드 린치, 조도르프스키, 차이밍량 등의  

영화 감독, 뉴트롤즈, 로스까나리오스, 르네상스 등의 음악 밴드, 미루야마겐지, 무라카미 류, 디자이 오사무, 

데즈먼드 모리스 등의 문학가, 저술가이다. 직접 영향 받은 작품을 말하려면, 내 취향과는 별개로 홍상수의  

<강원도의 힘>, 그리고 프랑스 누보로망 소설일 것이다. 

만일 무빙이미지가 아닌 다른 매체로 작업을 했다면, 어떤 매체를 선택했을 것 같은가? 그 이유는?

재능만 있다면 춤꾼이 되고 싶다. 우리나라 전통 춤인 병신춤이 특히 흥미롭다. 병신춤을 통해 해학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다. 내가 아는 한 세상에서 가장 복잡미묘한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가수가  

되었을 수도 있다. 원하는 모든 음이 나의 성대를 통해 나올 수 있다면 거기에 빠져서 다른 일은 안 할 것 같다. 

곡을 만드는 일도 창의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악기 다루는 재주가 없어서 불가능할 듯하다. 

오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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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무빙이미지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2000년대 초반 6mm 캠코더 등이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이 기계를 손에 쥐게 되었고, 주변에서 이

끌리는 이미지들을 자유롭게 채집하면서 영상에 대한 흥미를 느꼈다. 매체의 특성상 영상으로 담고자 하는 

대상과 나 사이에는 적정 거리가 필연적이고 그 사이에 일종의 필터와 같은 ‘프레임’이 존재하는데, 그렇게 포

획되는 공간 안에서 일종의 안락함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던 것 같다. 이런 감각적인 측면에 매혹되면서 작

업을 시작해서 이어 나갔다.

무빙이미지 매체의 매력 혹은 유용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각각의 장면은 촬영 당시 고유의 시공간성을 갖는 다양한 시공간의 파편들이다. 그것들을 잇고, 자르고, 덧대

고, 뒤집으며 가능해지는 서사에 매력을 느낀다. 내가 감각하는 시공간성이 과거-현재-미래라는 선형적 구조

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영상매체를 통해 시간의 직조나 시간의 지층을 흔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미지, 사운드, 텍스트라는 각각의 요소가 만나거나 충돌하면서 생기는 균열에도 관심이 있다.

영향을 받은 작가나 작품이 있다면? 

영향 받은 작가나 작품은 많지만, 지금은 ‘샹탈 애커만’이 떠오른다. <잔느 딜망>의 경우, 절제된 카메라의 움

직임, 정제된 화면만으로 담아낼 수 있는 이미지의 가능성들을 생각하게 한다. 또한, 그의 작품에서 시간을 흐

름을 드러내는 방식이나, 어떤 개인(들)의 일상과 그들의 시선에 주목하고 그것을 집요하게 목격하게 하는 태

도가 흥미롭게 다가왔다. 

만일 무빙이미지가 아닌 다른 매체로 작업을 했다면, 어떤 매체를 선택했을 것 같은가? 그 이유는?

소리와 몸의 움직임이 있는 퍼포먼스가 떠오른다. 요즘은 영상의 프레임과 프레임의 바깥, 기록되는 것과 기

록되지 않는 것, 구상과 즉흥 등에 대해 생각하는 중인데, ‘틀’로부터 자유롭고, 기록으로 남지 않는 것, 진동이

나 잔상처럼 무형적이고 예상 밖으로 뻗어 나가는 것, 일시적인 것들에 관심이 있다. 

차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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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진 

 학력

2012 영국 런던대학교(UCL) 슬레이드 예술대학 미디어아트 전공 석사 

2005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영상미디어 석사

 주요 개인전

2015 <우연의 연대기>, 미디어극장 아이공, 서울

 <Prizma Residency#1>, 프리즈마 갤러리, 이스탄불, 터키

2014 <열망으로의 접근>, 문화역 서울284 RTO, 서울 

 <유체도시>, 미디어극장 아이공(아이공 주관, 기획), 서울 

 주요 단체전

2017  <비디오 포트레이트>, 토탈미술관(더 스트림 공동기획), 서울 

2016 <MMCA-현대차 | 뮤지엄 페스티벌:마당>,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망상지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2015 <Galaxias Maculates> 발디비아 컨템포러리 미술관, 발디비아, 칠레 

 <윌로우비 시각예술 비엔날레>, Incinerator Art Space, 윌로우비, 호주 

 <미래는 지금이다!> 순회전, La Friche Belle de Mai, 마르세유, 프랑스 

2014 <건너편의 시선 – 한국 핀란드 미디어아트 전>, 문신미술관, 서울

2013 <장면의 재구성>,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성장 이면의 가치>, 주영한국문화원, 런던 

2012 <성장의 그늘>, 이니바, 런던 

2011 <라이프 스테이지>, 아트센터 나비, 서울

 <블룸버그 뉴 컨템포러리즈>, ICA 갤러리, 런던

 주요 수상 

2017 송은미술대상, 송은문화재단, 서울 

2012 Henry Tonks Prize, 런던대학교(UCL), 영국 

2011 블룸버그 뉴 컨템포러리즈, 블룸버그, 영국예술위원회,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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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혜원 1975년생

 학력

2006 영국 런던 대학교 슬레이드 예술대학 미디어아트 전공 석사 

1999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 전공 학사 

 주요 개인전 

2013 <조선관광단_경성편>, 갤러리 보는, 서울 

2012 <베트남 회고록>, 사이아트 갤러리, 서울

2012 <8명의 남자가 사는 방>, 갤러리 K, 서울 

 주요 단체전 

2017 <원도심 탐구생활>, 아트스페이스 이아, 제주

 <메모리 트릴로지>, 갤러리 플래닛, 서울

2016 <클럽 몬스터>,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광주

 <달, 쟁반같이 둥근 달>,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장소와 각주>, 금천예술공장, 서울

2015 <기억의 장소 #1 – 환영의 풍경>, 미디어극장 아이공, 서울

 <소란스러운, 뜨거운, 넘치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14 <건너편의 시선 - 한국 핀란드 미디어아트 전>, 문신미술관, 서울

 <3D 프린팅 & 아트: 예술가의 새로운 창작 도구>, 사비나 미술관, 서울

2013 <근대의 새 발견>, 문화역 서울 284, 서울

 <성장 이면의 가치>, 주영한국문화원, 런던 

2012  <에바 인터내셔널 2012 – 미래 그 이후>, 리메릭시티, 아일랜드 

2011 <블룸버그 뉴 컨템포러리즈 2011>, ICA 갤러리, 런던 

 주요 수상 경력 및 레지던시 

2012 제34회 중앙미술대전 우수상 

2011  블룸버그 뉴 컨템포퍼리즈 선정작가,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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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현

 학력

2017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영상 커뮤니케이션 박사

2010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영화과 석사

2006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영상 커뮤니케이션 석사

2004 연세대학교 철학/사회학과 학사

 주요 단체전 및 상영

2017 <서울 국제 뉴미디어 페스티벌> 서울

2016  <국립현대미술관 x 국립현대무용단 퍼포먼스: 예기치 않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Interdisciplinary Art Festival>, 도쿄, 일본

 <Osmosis – Audio-visual Media Festival>, 타이페이, 대만

 <삼키기 힘든>, 두산갤러리, 서울

 <You, the Living>,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2015 <서울독립영화제>, CGV 아트하우스 압구정, 서울

 <리듬 풍경>, 경기도미술관, 안산

 <제7회 DMZ 국제 다큐 영화제>

 <아시아 필름 앤 비디오 아트 포럼>, 국립현대미술관 영화관, 서울

2014 <알레테이아(aletheia): 몸-이미지의 안과 밖>, 미디어극장 아이공, 서울

 <감정의 시대: 서비스 노동의 관계미학>, 문래예술공장, 서울

 <에딘버러 국제 영화 페스티벌>, 에딘버러, 영국

2011 <다큐멘터리, 사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일민 미술관, 서울

 주요 수상

2015 서울국제뉴미디어 페스티벌 한국대안영화상 

2011 Doc En Courts (프랑스 다큐영화제) 심사위원상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심사위원 특별 언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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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세권 1968년생

 학력

2008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매체 전공 전문사

2003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매체 전공 예술사

 주요 개인전

 2011 <서울, 침묵의 풍경 II>, 성곡미술관, 서울

2008 <서울, 침묵의 풍경I>, 청계천 갤러리, 서울 

 <글림스 앤 글리머스 오브 서울>, 175 갤러리, 서울 

 주요 단체전

2017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 전시, DDP, 서울

2016 <욕망의 메트로폴리스>,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 Turbulent Transition #1 한국현대사진전>, 스트라스부르크, 프랑스

2015 <아키토피아의 실험>,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4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한국관, 베니스, 이탈리아

 <달의 변주곡>, 백남준 아트센터, 용인

 <아파트 인생>,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건너편의 시선 - 한국 핀란드 미디어아트 전>, 문신미술관, 서울

 <강북의 달>, 북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3 <미래는 지금이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무브 온 아시아 비디오 아트>, ZKM 미디어아트센터, 칼스루헤, 독일 

2012 <오래된 미래 2, 건축의 한계선>, 문화역 서울 284, 서울

 <천 개의 마을, 천 개의 기억>,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1 < 코리안 랩소디: 역사와 기억의 몽타주>, 삼성 미술관 리움, 서울 

 주요 수상

2009 2010 내일의 작가상, 성곡미술관, 서울 



＼ 

오용석 1976년생

 학력

2004 수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학사 및 석사

 주요 개인전

2017 <미래의 기억2>, 상업화랑, 서울

2014 <거의 모든 수평선 외 2편>, 아트스페이스 정미소, 서울

2011 <스퀘어 앤 스퀘어>, 페더레이션스퀘어, 멜버른, 호주

2010 <클래식>, 16번지 갤러리 현대, 서울

 주요 단체전

2016  <공간의 발견>, 경기도미술관, 안산

 <홈시네마>, 대구미술관, 대구

2015 <윌로우비 시각예술 비엔날레> 윌로우비, 체스트우드, 호주

 <숭고의 마조히즘>,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리얼 앤 버추얼>, CJ E&M 문화창조융합센터, 서울

 <한국 뉴미디어아트>, 르무라트 현대미술센터, 피렌체, 이탈리아

2014 <디지털 트라이앵글>, 대안공간 루프, 서울

 <미래는 지금이다!> 순회전, 국립21세기 현대미술관, 로마, 이탈리아

 <바이 데스티니>, 아라리오 미술관 동문모텔 1, 제주

 <콜라주 아트>, 경기도미술관, 안산

 <건너편의 시선 - 한국 핀란드 미디어아트 전>, 문신미술관, 서울

 <동시적 울림>, 포르타밧 미술관,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2013 <텔레-비>, 갤러리 현대, 서울

  <메이든 픽쳐스>,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

2012 <(불)가능한 풍경>, 플라토 삼성미술관, 서울

2011 <모스크바 비엔날레>, 아트플레이 디자인센터, 모스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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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지혜 1982년생 

 학력

2011    골드스미스 대학교, 순수예술 석사, 우수 졸업

2008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대학교, 순수예술 석사 

2006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 전공 학사  

 주요 개인전

2015  <모든 망명에는 보이지 않는 행운이 있다>, 아트선재센터 프로젝트스페이스, 

서울 

2014 <롱 무브_잘못된 이동 (혹은) 빗나간 동작>, 미디어극장 아이공, 서울

 주요 단체전

2017 <낯설지만 익숙한>, 르 므라트 현대예술센터, 피렌체, 이탈리아

 <보고.10.다>, 세마창고, 서울

 <상상적 아시아>,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2016 <송은미술대상 전>, 송은 아트스페이스, 서울

 <테크스타일 시리즈 1.0: 아리아드네의 실>, 승완시민센터, 홍콩 

 <언더 마이 스킨>, 하이트 컬렉션, 서울

2015 <잠 못 이루는 사람들>, 갤러리 잔다리, 서울 

2014 <배제의 X 가능성>, 서울국제 뉴미디어 페스티벌, 갤러리 잔다리, 서울  

 <마그니피센트, 수퍼, 그레이트>, 서교실험예술센터, 서울 

 <라이브 인 더 로비>, 아트선재센터 라운지, 서울

2013 <미디어 극장전>, 갤러리 정미소, 서울 

2012 <순회된 사람들>, 헬리오폴리스 갤러리, 뉴욕, 미국 

      <연계된 금전>, AS 갤러리, 크라코우, 폴란드 

 <오픈 데이>, 갈파오, 상파울로, 브라질  

 주요 수상

2016 송은미술상, 송은문화재단, 서울 

2015 SeMA 신진작가 선정, 서울 

2013 부산 국제 비디오페스티벌, 후보작 선정, 부산  



＼ 

조혜정 1973년생

 학력

2000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대학원 프린트미디어 전공 석사

1997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 판화 전공 석사

1995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학사

 주요 개인전

2017 <밀실과 장치>, 복합공간 에무, 서울

2011 <재구성의 경로들>, 갤러리 정미소, 스페이스 셀, 서울

 주요 단체전 및 상영

2017 <서울 국제 뉴미디어페스티벌>, 인디스페이스, 탈영역우정국, 서울

 <영화 속 예술>, 인디 아트홀 공, 서울

2016 <서울독립영화제> 특별 초청 부문, CGV 아트하우스, 서울아트시네마

 <도큐멘트70: 속물에 대한 6가지 테제>, 국립현대미술관 창동스튜디오, 서울

 <예기치 않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멀티프로젝트홀, 서울

 <삼키기 힘든>, 두산 갤러리, 서울

2015 <리듬 풍경>, 경기도미술관, 안산

  <아시아 필름 앤 비디오 아트 포럼>, 국립현대미술관 영화관, 서울

2014 <감정의 시대: 서비스 노동의 관계 미학>, 문래예술공장, 서울

  <에딘버러 필름 페스티벌>, 블랙박스, 에딘버러, 영국

2013 <한국 현대 미술의 흐름-여성주의>, 김해문화의전당 윤슬미술관, 김해

  <역사 속에 살다>,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주요 수상

2015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한국대안영화상

2009 서울국제실험영화제 KOREAN EXiS AWARD

2009 중앙미술대전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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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미혜 

 학력

2011  포스트 디플롬, 파리국립고등미술학교

2010   DNSAP, 파리국립고등미술학교

 개인전 및 퍼포먼스

2017 <비스듬>, 공간 형, 서울

2016 < 면, 날, 숨은 것>,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레지던시 갤러리, 서울

2015 <가득, 빈, 유영>, 케이크갤러리, 서울

 <없을 수 있었던 하루>, 바다극장, 서울

2013 <울림, 지나칠 수 없는>, 코너아트스페이스, 서울

 주요 단체전 및 상영

2016 < 도큐멘트70: 속물에 대한 6가지 테제>,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서울

2016 <아무것도 없는 몸>, 행화탕, 서울

 <Interdisciplinary Art Festival Tokyo>, 도쿄

 < 달, 쟁반같이 둥근 달>,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Osmosis Audiovisual Media Festival>, 타이페이, 대만

 <소실.점>, 오뉴월 이주헌 갤러리, 서울

2015 아시아 필름 앤 비디오아트 포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랜덤 액세스 2015>, 백남준 아트센터, 용인

2014 <회색의 바깥>, 아트스페이스 풀, 서울

2013 < 아날로그 웰컴, 디지털 아카이브>,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난지전시실, 서울

2012 컨템포러리 오디오 비주얼 아트, 마드리드, 스페인

 수상

2015  서울시립미술관 신진작가 선정, 서울

2012    제9회 서울 국제 실험영화 페스티벌, 아비드 어워드 한국경쟁작 수상, 무빙 

이미지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