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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지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송은 아트스페이스에서 

선보이는 가장 중요한 전시이자 2016년의 마지막 전시로 

제16회 송은미술대상전을 개최합니다. 지난 예선 및 본선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수상작가로 선정된 김세진, 염지혜, 

이은우, 정소영 4인의 여성 작가에게 축하 인사와 박수를 

보내며, 자신만의 고유한 언어로 치열하게 작업해온 4인의 

작품세계를 송은미술대상 전시를 통해 한자리에서 볼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심사위원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재)송은문화재단은 한국의 유망한 젊은 

미술작가들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주식회사 삼탄의 

창업주이자 저의 아버지 故송은 유성연 명예회장께서 

1989년 사재를 출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재단 설립 이후 

한국미술계 젊은 인재들의 전시와 작품활동을 꾸준히 

지원해오다 1999년 재단 설립자 작고 이후 고인이 생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추진했던 공익사업의 뜻을 

기리기 위해 2001년 송은미술대상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이후 매년 공모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배출해왔으며, 2011년을 기점으로 보다 발전된 지원 

사업으로 거듭나고자 작가 선정방식과 시상내역을 심화, 

발전시켰습니다. 1여년에 걸쳐 진행되는 송은미술대상은 

열린 공모의 성격을 유지하되 전시 형식의 최종 심사 

단계를 추가하여 각 작가의 작품세계를 더욱 심층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전시 기간 

중 선정된 대상 수상 작가에게는 상금 외에 향후 송은 

아트스페이스에서 개인전 개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작가의 꾸준한 작업활동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송은미술대상 대상 수상자의 개인전으로는 2014년 

“한경우: I MIND”를 시작으로 2015년 “최선: 메아리”, 

2016년 “박혜수: Now Here Is Nowhere”이 송은 

아트스페이스에서 개최되었고, 내년에는 각각 제14회와 

제15회 대상 수상자인 전소정 작가와 손동현 작가의 

개인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젊은 미술인들이 세계적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경험하여 창작활동에 큰 자산이 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런던의 델피나 재단(Delfina Foundation)과 

파트너쉽을 통한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은미술대상 수상 작가를 비롯한 송은 전시에 참여한 

국내 작가에게 레지던시 지원기회를 부여하여 매년 

공모와 심사를 거쳐 선정된 1인에게 3개월 간의 레지던시 

활동을 지원하여 이들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송은 아트큐브 2011 – 2012 

전시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었던 김재범 작가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제12회 송은미술대상 우수상 수상자인 백정기 

작가가 델피나 레지던시에 참여하였고 2017년에도 한 명의 

송은 작가가 선정되어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지원해 

온 재단의 사업을 통해 앞으로도 한국 미술문화의 융성과 

사회에 발전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올해 송은미술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세진, 염지혜, 이은우, 정소영 작가에게 

다시 한 번 축하 인사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It is time again to bid farewell to another eventful 
year and to welcome the coming one. SongEun 
ArtSpace proudly presents our last but the most 
important exhibition of 2016, the 16th SongEun 
ArtAward. I extend my congratulatory wishes and 
applause to the four finalists selected through the 
preliminary and main rounds of jury selection : 
Sejin Kim, Ji Hye Yeom, Eunu Lee and Soyoung 
Chung. These four women have made their marks 
as artists over the years in their own unique ways, 
and I am pleased beyond words to present the 
works of these exceptional artists as one exhibi-
tion.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also 
sincerely thank the award jury panel for their 
impartial judging efforts.

The SongEun Art and Cultural Foundation 
was set up in 1989 by my father, the late founder 
and Honorary President of Samtan Corporation 
Sung-Yeon Yoo who used his private funds, with 
the mission to discover and foster young artists of 
Korea. Following his death in 1999, as a commem-
oration of his steadfast support to young Korean 
artistic talents and their exhibitions, the SongEun 
Art Awards took shape in 2001. Since then the 
SongEun Art Awards have produced winners every 
year, adhering to a strict and fair judging process 
and in 2011 with the inauguration of our new 
space, the Award had been further improved and 
developed. The Award process that spreads out 
over a span of a year ends in an exhibition-style 
final round while still maintaining the character-
istics of an open competition, in order to explore 
the entries of the artists on a deeper level. The 
Grand Prize winner selected during this exhibition 
is offered a chance in the future to hold a solo 
exhibition with SongEun in addition to the mone-
tary prize, as a way to encourage continuous work 
and development of the artist. Kyung-Woo Han’s I 
MIND started off the solo exhibitions of the Son-
gEun Art Awards Grand Prize winners beginning in 
2014, followed by Sun Choi’s Meari and Hye-Soo 
Park’s Now Here Is Nowhere in 2015 and 2016 re-
spectively. In 2017, we will present the works of the 
Grand Prize winners of the 14th and 15th Awards 
Sojung Jun and Donghyun Son in their solo exhibi-
tions.

We have also partnered with Delfina Foun-
dation in London since 2015 as our way of expos-
ing young Korean artistic talent abroad so that 
they may build their creative paths. Winners of 
the SongEun Art Awards as well as any SongEun 

Korean artist are given the opportunity to apply for 
the residency. After a careful review process, one 
artist is selected annually and receives funding for 
an intensive and three-month residency in London. 
Starting off the list of Delfina residencies for 2015 
was Jae-bum Kim, a recipient of the 2011– 2012 
SongEun ArtCube exhibition funding program, 
followed by Jungki Baek the 12th SongEun Art 
Awards Excellence Prize winner in 2016. The artist 
for the 2017 residency will be announced in Febru-
ary.

The SongEun Art and Cultural Foundation 
hopes to strive as always to support young artists 
through a myriad of avenues, and we kindly ask for 
your continued interest and encouragement to see 
us through in our efforts to be a positive and bene-
ficial influence on the Korean art scene. Finally, I 
would like to convey my sincere congratulations 
again to the SongEun Art Awards winners, Sejin 
Kim, Ji Hye Yeom, Eunu Lee and Soyoung Chung.

Thank you.
December 2016

송은미술대상 제16회를 맞으며

재단법인 송은문화재단

이사장 유상덕

The 16th SongEun ArtAward
Sang-Duck Yoo
Chairman of the Board
SongEun Art and Cultural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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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상제도는 그 스스로가 예술현장과 대중에 의해 

더욱 철저히 평가되는 유기적 대상이 되기도 한다. ‘평가’와 

‘순위’로 이어지는 숙명적인 절차 이후, 장기적인 차원의 

확산과 현장의 인정이라는 미션 즉, 드러나기 매우 어려운 

어떠한 ‘이동’을 요구 받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국내의 

상황은 화랑과 미술시장, 대안공간과 국립, 사립 미술관의 

성격구분이 무색하리 만치 작가 발굴과 지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 그에 따른 환경적 실천과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프로젝트 지속의 조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자칫 납작할 수 있는 제도의 타성적 특징 

안에서 사후의 생산적 차원을 모색해야 하는 수상제도는 

주체와 기관의 성격을 막론하고 프로그램의 철학적, 행정적 

고민들을 언제나 점검, 재고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수상제도에 소환되는 심의의 과정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요청일 것이다. 

여러 해 동안 관객으로 참여해오던 송은 미술대상의 

심의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작가지원이라는 정책에 대한 

적절한 관찰의 대상이 되었다. 매해 연말, 전문가 그룹의 

추천 없이 오픈 콜 방식으로 시작되는 송은 미술대상은 

국내의 비슷한 프로그램들에 비해 1년이라는 비교적 

장기간의 심의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지난 2016년 

1월, 1차 심의 참여 당시에 접수된 429건 자료의 양과 

질은 송은 미술대상에 대한 창작현장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었다. 예선과 본선, 모두 세 차례에 걸친 심의단계는 

모두 개별심의로 진행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심의체 전원 

집결을 통한 공동 합의 방식을 피하고, 참여한 심의자에게는 

역시 최종 발표 전까지는 본인의 의견을 제외한 다른 심의 

자들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행정적 객관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되었다. 무엇보다 각기 다른 시간에 

진행되었던 개별심의는 반드시 수반 되어야할 심의자들의 

미학적 주관성을 위한 환경을 보호하기도 한다. (한 날 

한 시, 같은 공간에 모여 자료를 공통으로 검토하고 의견 

합의를 도출하는 심사회의 과정은 의도와 달리 발생하는 

우발적인 조건에 의해 개인의 의견을 고스란히 옮기기 

어렵기도 하다. 이것은 심의체의 단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간, 다른 이의 하품, 발자국 소리, 옆 사람의 말하는 

습관과 제스츄어 등 쓸데없이 미세한 파장에 의한 사소한 

개입을 말하는 것이다.)

1차 심의 이후 1여 년을 기다려온 최종전시에 

참여한 김세진, 염지혜, 이은우, 정소영은 각자의 미학적 

긴장과 연구를 드러내는 출품작 뿐 아니라 송은 미술대상의 

With the year coming to a close, the SongEun Art 
and Cultural Foundation proudly presents the last 
but most important exhibition of 2015, the 15th 
SongEun ArtAward. This year is even more mean-
ingful for us as we also celebrate 5th anniversary 
of SongEun ArtSpace in Chungdam-Dong. We still 
have much more to accomplish and many more 
artists to support. However, as I look back I do feel 
we are making important progress in contributing 
to the contemporary art scene in Korea.

The SongEun Art and Cultural Foundation 
was established by my father Yoo, Sung-Yeon and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89, the foundation 
has steadily supported many young Korean artists. 
Following his death in 1999, in honor of my fa-
ther’s commitment to support the arts, the annual 
SongEun ArtAward was founded in 2001. In 2011, 
the SongEun ArtAward was greatly modified with 
the purpose of better supporting and promoting 
emerging Korean artists. Under the new selection 
process through a private voting system, only 
four artists are selected for the short list. Each 
nominee is considered an Awardee whose work 
is acquired for the SongEun Collection in addition 
to receiving a cash prize. During the exhibition 
period, the artists show a body of works in one of 
four separate exhibition spaces within SongEun 
ArtSpace and one artist is later selected as the 
Grand Winner. This high honor includes the op-
portunity to have a solo exhibition within 2 years in 
SongEun ArtSpace.

Since the modified SongEun ArtAward in 
2011, there have been 20 awardees who contin-
ue to accomplish notable progress. We had the 
solo shows of the 11th winner, Kyung-Woo Han “I 
MIND” in 2014 and 12th winner, Sun Choi “Meari” 
in 2015 and we are preparing the 13th winner, Hye-
soo Park’s exhibition in February 2016. Since the 
modified SongEun ArtAward in 2011, there have 
been 20 awardees who continue to accomplish 
notable progress. We had the solo shows of the 
11th winner, Kyung-Woo Han “I MIND” in 2014 and 
12th winner, Sun Choi “Meari” in 2015 and we are 
preparing the 13th winner, Hyesoo Park’s exhibi-
tion in February 2016.

I offer my sincere congratulations to this 
year’s awardees Bona Park, Junebum Park, Don-
ghyun Son and Jaye Rhee who have been nomi-
nated through a competitive selection process and 
jury committees’ careful consideration. We look 
forward to their future works and success. It is my 

personal ambition that SongEun will try to provide 
even more meaningful opportunities to support 
young Korean contemporary artists in the coming 
years. I would also like to give my deep apprecia-
tion to the jury committee for all their great efforts. 
I offer my sincere congratulations to this year’s 
awardees Bona Park, Junebum Park, Donghyun 
Son and Jaye Rhee who have been nominated 
through a competitive selection process and jury 
committees’ careful consideration. We look for-
ward to their future works and success. It is my 
personal ambition that SongEun will try to provide 
even more meaningful opportunities to support 
young Korean contemporary artists in the coming 
years. I would also like to give my deep apprecia-
tion to the jury committee for all their great efforts.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SongEun and 
I hope you will be inspired to visit us often in the 
new year to come. I offer my sincere congratula-
tions to this year’s awardees Bona Park, Junebum 
Park, Donghyun Son and Jaye Rhee who have 
been nominated through a competitive selection 
process and jury committees’ careful consider-
ation. We look forward to their future works and 
success. It is my personal ambition that SongEun 
will try to provide even more meaningful oppor-
tunities to support young Korean contemporary 
artists in the coming years. I would also like to give 
my deep appreciation to the jury committee for all 
their great efforts.

I offer my sincere congratulations to this 
year’s awardees Bona Park, Junebum Park, Don-
ghyun Son and Jaye Rhee who have been nomi-
nated through a competitive selection process and 
jury committees’ careful consideration. We look 
forward to their future works and success. It is my 
personal ambition that SongEun will try to provide 
even more meaningful opportunities to support 
young Korean contemporary artists in the coming 
years. I would also like to give my deep apprecia-
tion to the jury committee for all their great efforts.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SongEun and 
I hope you will be inspired to visit us often in the 
new year to come. I offer my sincere congratula-
tions to this year’s awardees Bona Park, Junebum 
Park, Donghyun Son and Jaye Rhee who have 
been nominated through a competitive selection 
process and jury committees’ careful consider-
ation. We look forward to their future works and 
success. It is my personal ambition that SongEun 
will try to provide even more meaningful oppor-
tunities to support young Korean contemporary 
artists in the coming years. I would also like to give 
my deep appreciation to the jury committee for all 
their great efforts. I offer my sincere congratula-
tions to this year’s awardees Bona Park, Junebum 
Park, Donghyun Son and Jaye Rhee who have 

2016년 송은 미술대상 심의평

이단지

전시기획

The 16th SongEun ArtAward Commentary
Soyeon Ahn 
Art Critic

마지막 거점이 되었던 ‘전시’ 이벤트의 공간적 구성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점은 

‘수상제도와 평가’라는 기틀 안에서도 심사자를 포함한 

관객에게 전시 자체를 향유하는 자유를 선사하기도 하였다. 

김세진은 우리의 기념비적인 역사와 풍경, 그와 

동반되는 개인의 ‘정의될 수 없는 시간’들을 영상 언어를 

통해 포착해 왔는데 이번 전시에는 여러 편의 영상과 

입체작업이 소개되었다. 그 중 〈도시 은둔자〉(2016)의 

경우 건조한 실내의 서사와 대비되는, 망각 되어진 익명의 

감정들을 과장 없는 시선으로 전달한다. 미술관에서 

상영되는 ‘미술관의 미장센’은 관객으로 하여금 스크리닝을 

통해 그 장소를 관념적으로 재방문하게 함으로써 미술관의 

역설적인 공공성을 전달하였다. 출품된 작업들은 시스템의 

선택에 의한 구성원의 역할과 그 사이의 누락을 부유하는 

실존에 주목함으로써 근대 이후 ‘개인’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신체의 차원으로) 머무르지 않고 순간적이고 미시적인 

‘상태’로 전환되는 지점을 보여준다. 

사회 시스템에 의해 층층이 쌓인 명확하지 

않은 불안, 그 정착지 없는 위기들은 예술의 탈주를 

종용한다. 메르스와 같이, 재난이 야기하는 사회병리적 

바이러스에 대한 염지혜의 신작, 〈그들이 온다. 은밀하게, 

빠르게〉(2016)에서는 특히 이미지, 사운드, 조명, 자막, 

목소리의 매개와 굴절을 통해 현미경과 같은 광학적인 

관찰보다 더욱 강력한, 비 가시적인 그것의 환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녀의 기존 작업에서도 종종 활용되어 온 

파운드 푸티지의 편집은 웹 기반 이미지에 대한 시각예술의 

관심뿐 만 아니라 온라인 소셜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파편적이고 단절된 소통의 습성들을 어떻게 작업의 질료로 

옮겨올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으로 느껴져 반가웠다. 

한편 하나 옆에 하나가 놓여진, 물건들이 나열된 

이은우의 전시장에서 나는 계단에서 계단으로 연결되는 

친숙한 방들의 연속을 상상한다. 이러한 다소 비약적인 

감상의 바탕에는 아마도 논리적인 사물의 ‘실용성’과, 

동시에 차가운 형광등과 페인트의 납작함으로 이어 붙인 

그것의 미학적 픽션, 두 개의 평행하는 등선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었지 않을까. 두 개의 동등한 등선은 평행하는 

복수에 대한 확인과 발견이 아니라 관람자와의 관계에 

의해 다시 지각되는 ‘사물’의 중성적인 이데올로기서의 

아름다움이었을 것이다.

철원의 한 마을에서 시작된 정소영의 비닐하우스 

설치작업은 큰 의미에서 ‘환경’이라는 개념을 자연과 

인공건축물로 경계 짓지 않는다. 작가에 의해 취득된 

프레파라트로서의 공간은 오히려 그러한 공간이 발생한 

맥락의 특수성과 환경이 가진 사회적인 역사에 주목하게 

한다. 작가가 발견하는 환경으로의 비 물질적인 공간들은 

자연도 인공도, 비록 시간의 영속 위에 그것이 점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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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n nominated through a competitive selection 
process and jury committees’ careful consider-
ation. We look forward to their future works and 
success. It is my personal ambition that SongEun 
will try to provide even more meaningful oppor-
tunities to support young Korean contemporary 
artists in the coming years. I would also like to give 
my deep appreciation to the jury committee for all 
their great efforts.

심의평 Commentary

있는 지점이 순간일지 언정 〈빛 온도 바람〉(2016)과 같이 

여전히 가변적이고 임시적인 위치 어딘 가에서 우리를 

부른다. 

나에게 주어진 지면의 과제는 앞서 있었던 ‘2016 

송은 미술대상’에 대한 심의의 평이었지만, 사실 이 글이 

최종 전시 참여작가들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나 판단의 

변에 대한 요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다만, 동시대 

동료들에게 전시를 소개하는 즐거움을 위해 2016 송은 

미술 대상전과 그 과정에 참여한 일련의 단상을 적어본 

것이다. 시기적으로 가까운 우리의 미술현장은 근 몇 년 

사이에 작가들 스스로가 기관을 운영하기도 하고 프로덕션 

매니저, 전시 디자이너, 혹은 연출가, 기획자, 비평가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그들 앞에 

놓이게 될 다수의 지원 프로그램들의 선택지 가운데, 담론 

생산의 주체인 작가들이 우리의 수상제도와 함께 하기를 

기다리는 형편으로 역전되는 풍경을 상상해 본다. 그렇다면 

이미 수상제도의 당위는 판사의 판결, 그것이 아니라, 현장 

창작자들의 간접적 동료로서의 자체적 위기와 회의를 늘 

곁에 두고 확인해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좋은 기회에 초청해 주신 송은문화재단과 로렌스 

제프리스에 감사를 전하며 김세진, 염지혜, 이은우, 

정소영에게 축하인사를 전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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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Grand Prize

우수상 

Excellence Prize

김세진

Sejin Kim 

염지혜 

Ji Hye Yeom 

이은우 

Eunu Lee 

정소영 

Soyoung Chung 

 

 

 

  

 

 

 

 

 

 

 

 

 

 

 

 

 

 

 

 

 

 

 

 

 

 

 

 

 

제16회 심사위원 

예선심사

온라인 포트폴리오

구동희 (작가)

권영진 (평론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김혜진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큐레이터)

신보슬 (토탈미술관 큐레이터)

이단지 (큐레이터)

한금현 (독립기획자, 상지대학교 디자인학부 조교수)

 

본선심사

실물작품 1점

김해주 (독립 큐레이터)

문혜진 (평론가)

서상호 (오픈 스페이스 배 대표)

안소현 (독립 큐레이터)

유진상 (계원조형예술대학교 융합예술과 교수)

최종심사

전시

예선·본선 심사위원 총 10인

The 16th Juries

The 1st Jury Screening 
Online Portfolio Evaluation

Donghee Koo (Artist)
Young-Jin Kwon (Critic / Lecture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Hyejin Kim (Curator of SeMA, Buk-Seoul Museum 

of Art)
Nathalie Boseul Shin (Curator in Chief,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Danji Lee (Curator)
Keumhyun Han (Independent Curator, Assistant 

Professor in Design Dept. Sangji Univ.)

The 2nd Jury Screening
Artwork Evaluation

Haeju Kim (Independent Curator)
Hyejin Moon (Critic)
Sang-Ho Seo (Director, OpenSpace Bae)
Sohyun Ahn (Independent Curator)
Jinsang Yoo (Professor, Kaywon University of  

Art & Design)

The Final Jury Screening
Exhibition Evaluation

Ten of the above mentioned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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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22개월까지 대기하거나 이민자 수용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했던 아시아 또는 러시아와 같은 제3세계 

이민자들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그들이 수용소 

벽에 남긴 쓸쓸하고 슬픈, 때로는 희망에 차 있는 시와 

병치시킨다. 마지막 에피소드 ‘또르틸라 치난틸라’는 미국 

내 멕시코 이민의 역사와 성공한 멕시코 이민자가 운영하는 

뉴욕 브룩클린에 위치한 또르티아 공장의 제조과정을 

카메라에 담아 개인의 이상향 또는 집단적 유토피아를 

향한 열망과 현실에서의 간극을 그려낸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배경으로 하는 〈도시은둔자〉(2016)는 미술관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건물미화원의 노동을 다룸으로써 자본과 

시스템이 만들어낸 현대적 계급구조와 그 안에서 소외되는 

개인의 가치에 관해 다루고 있다. 뉴욕과 런던에서 포착한 

아시아, 남미 이민자들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노동의 

순간들로 만들어진 키네틱 조각 〈모션 핸드〉(2016)는 

프락시노스코프(Praxinoscope)*의 원리를 이용하여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을 재연한다. 

보편성이나 효율성에 의거해 운영되는 거대한 

시스템 내에서 적응하거나 대립하는 개별적이고 고유한 

가치를 지닌 개인의 반응에 주목해 온 김세진은 인간의 

실존에 대한 질문을 노동, 이주나 이민이라는 소재를 통해 

조명한다.

김세진은 복잡한 현대사회와 그 안에 실존하는 

익명으로서의 개인이 저항하거나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외와 고독, 불안과 같은 화학적 반응의 순간에 

주목해왔으며, 이에 대한 관심을 영화적 서사구조와 

다큐멘터리의 기록방식을 차용하여 탐구해왔다. 작가는 

반복되는 노동이나 이주 또는 이민과 같은 현상을 소재로 

나라나 국가와 같은 거대한 시스템 내에서 규정되고 

명명되는 개인의 실존에 대해 꾸준히 다뤄왔다. 

여러 층의 호텔 객실이 한 눈에 들어오는 위치에서 

늦은 밤 객실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무심하게 응시하는 

〈그들의 쉐라톤〉(2006)과 주말이 되면 홍콩 빅토리아 

파크를 도시의 비둘기처럼 가득 채우고 휴식을 취하는 

동남아 출신의 가사도우미들의 모습을 기록한 〈빅토리아 

파크〉(2008), 저녁부터 새벽까지 야간 근무를 하는 야간 

경비와 톨게이트 요금 징수직원의 시간을 담은 〈야간 

근로자〉(2009) 등을 통해 작가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고립과 단절, 노동을 주시해왔다. 작가의 

영국체류경험이 녹아있는 〈하나-세트〉(2011)에서는 초밥집 

시간제 근로자(이들은 주로 이민 노동자들이다.)들의 

초밥 만드는 손을 애니메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기계처럼 

반복하는 노동의 단면을 그려냈다. 촬영시간이 촉박하거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카메라 렌즈에 필터를 끼워 

낮촬영으로 밤의 효과를 내는 촬영기법인 ‘Day for 

Night’을 차용한 영상작업 〈밤을 위한 낮〉(2015)은 한 

때 성황을 이뤘던 도시가 개발의 속도와 경제적 이유로 

버려지고 폐허로 변한 현재의 풍경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이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세 개의 작품들은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시스템과 개인의 관계,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개인이 규정되는 과정에 대한 작가의 

관찰을 보여준다. ‘열두 개의 의자’, ‘엔젤섬’, ‘또르틸라 

치난틸라’ 총 세 편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연작 〈열망으로의 

접근〉(2016)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주, 이민 

현상과 그 이면에 존재하는 개인사와 역사적 토대, 그리고 

집단적 유토피아에 대한 작업이다. 첫 번째 에피소드인 

‘열두 개의 의자’는 과거 유럽이민자들이 입국심사를 받기 

위해 체류했던 미국 서부의 엘리스 섬에서 발견한 버려진 

의자들과 기존의 의자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같은 상징과의 

간극을 고찰한다. 이어서 상영되는 ‘엔젤섬’에서는 캠핑과 

하이킹 장소로 알려진 미국 서부에 위치한 섬의 참혹한 

과거를 다룬다. 작가는 엔젤섬에서 입국허가를 기다리며 

Sejin Kim has been keen about chemical reac-
tions and moments like alienation, loneliness, and 
anxiety that come from the process of revolt or 
acclimation by anonymous individuals living in a 
complex contemporary society, adopting a film-
like narrative structure and documentary-like 
recording methods in exploring her interests. The 
artist has consistently addressed the existence 
of individuals that is being defined and named by 
grand systems like a country or nation, under the 
theme of the phenomena of repetitive labor, migra-
tion, and emigration.

Isolation, dissolution, and labor of people 
living in cities today has also been at her artistic 
focus, as demonstrated in her works such as Their 
Sheraton (2006) that looks at a hotel from a view-
point — one that includes several floors in a single 
glance — towards rooms of overnights guests 
during the late hours, Victoria Park (2008), a doc-
umentation of East Asian domestic workers who 
flock like pigeons to fill Hong Kong’s Victoria Park 
to enjoy their downtime, and Night Shift Worker 
(2009), that captures from night to dawn the long, 
dark working hours of a night guard and a toll-gate 
fee cashier. Taken from her time living in London, 
One-Set (2011) depicts the sushi-making hands 
of the hourly wage workers (usually immigrants) of 
a sushi restaurant, using an animation technique 
to accentuate the machine-like repetitiveness 
of the task. In another piece titled Night for Day 
(2015), she uses a time and money saving filming 
technique called “Day for Night” — where you film 
during the day with a filtered lens that gives you 
the effects of night — to show the comparative 
landscapes of a once flourishing city shown next 
to the current decrepit and abandoned state that 
came about due to slow development and eco-
nomic reasons.

For this exhibition, Kim is showcasing three 
works that embody her observation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and a vast 
system we call a nation, and the process of those 
individuals becoming standardized within that 
system. First of those three is Proximity of Long-
ing (2016) that consists of three-episodes titled 
Twelve Chairs, Angel Island, and Tortilla Chinant-
la that address the personal stories, historical 
foundation, and collective utopia that lie beneath 
the surface of the phenomena of migration and 
emigration being witnessed all over the world. The 
first of these episodes Twelve Chairs delves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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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진

 Grand Prize
Sejin Kim

the comparative symbolism and gaps between 
the usual authority chairs may possess and those 
chairs found abandoned in Ellis Island located 
on the U.S. East coast, a once immigration hub 
that used to process incoming European immi-
grants. The following episode Angel Island reveals 
the horrifying past of a beloved U.S. West coast 
camping and hiking location. It addresses the acts 
committed against third world immigrants waiting 
entry into the U.S., being detained on the island 
for unreasonably long durations in immigration 
camps, at times up to 22 months, or having to 
endure wrongful treatments. The artist juxtapos-
es these unjust political, social histories against 
these Asian or Russian immigrants with the sad or 
at times hopeful poems found on the camp walls. 
The video concludes with the last episode Torti-
lla Chinantla that captures on film the history of 
Mexican immigration to the U.S. as well as taking 
us inside the walls and manufacturing process of 
a tortilla factory in Brooklyn, New York, run by a 
successful Mexican immigrant, thus portraying 
the yearning for the individual ideal or collective 
utopia, and the discrepancy that exists in reality. 
The second video Urban Hermit takes us into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branch, to observe the labors of actual 
building janitorial staff that illustrates the con-
temporary version of a class system created by 
capitalism and the system and the values of those 
individuals stranded within. And as for Motion 
Hand (2016), it is a kinetic sculpture that embodies 
laborious moments of Asian and South American 
immigrants of New York and London, representing 
the endless loop of labor characteristic of these 
capitalistic times,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Praxinoscope*.

Artist Kim has kept her focus on reactions 
of those individuals who possess individualistic 
and unique values of either standing up against or 
becoming absorbed into an operated system that 
is dependent on conventionalism and efficiency, 
to shed light on the question of human existence 
through the topics of labor, migration, and emigra-
tion. 

* Praxinoscope : An animation device devel-
oped by Émile Reynaud in 1876 by improving the 
zoetrope. By lining a spinning cylinder with mirrors 
on the inside and with a strip of pictures placed 
around the outside, the images reflected on the 
mirror will seem as though they are moving.

* 프락시노스코프(Praxinoscope): 1876년 에밀 

레이너드가 조에트로프(Zoetrope)를 발전시켜 만든 

영사기구로 회전 원통에 거울을 두르고, 원기둥 바깥쪽에 

그림띠를 둘러 회전시키면 거울에 반사된 그림띠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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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은둔자 Urban Hermit 
2016
2 channel HD video, sound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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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은둔자 Urban Hermit (still image)
2016
2 channel HD video, sound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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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망으로의 접근 Proximity of Longing (still images)
2016
Single channel HD video, sound
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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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복잡한 시스템이 동시다발적으로 작동하는 현대사회에서 그 

시스템들을 유지하기 위한 통제 아래 존재하는 익명으로서의 개인이 

그것에 저항하거나 혹은 적응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소외와 

고립, 불안과 고독과 같은 결과로서의 화학적 반응에 주목한다. 그럼으로 

보편성보다는 개별성을, 초월적 가치보다는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실존방식의 현대적 가능성에 관하여 디지털 무빙이미지, 사운드, 

무빙이미지의 기초적 원리를 이용한 키네틱 조각, 영화의 서사적 구조와 

다큐멘터리의 사실적 기록방식을 차용한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한 영상등 

다양한 매체와 기법을 통해 표현해오고 있다. 

— 김세진, 작가노트

I focus on the chemical reactions and moments like alienation, 
isolation, anxiety, and loneliness that are inevitably produced 
from the process of revolt or acclimation by anonymous indi-
viduals who exist under control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diverse and complicated systems of a contemporary society 
that are simultaneously at play. So in expressing the contem-
porary possibilities regarding methods of existence that side 
more with individuality than conventionality, inherent values 
rather than those transcendental, I have been using various 
mediums and methods such as digital moving images, sound, 
kinetic pieces the use the basic principles of moving images, 
narrative structures of film, and documentary-like narratives 
that adopt realistic recording methods.
— Sejin Kim, Artist’s statement

김세진 Sejin Kim

모션 핸드 Motion Hand 
2016
Praxinoscope animation on turntable
42 x 47 x 132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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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old cultural artifacts can change and mutate 
as an asylum of meaning, when coming in contact 
with a different culture or is met with a contem-
porary society that epitomizes globalism and 
capitalism. Using still images, found footage*, 3D 
computer graphics, and live action video footage, 
Yeom illuminates the meaning of seeking asylum 
and emigration through mixed video images and 
various narrative methods. 

This exhibition includes two new video 
works by Yeom that depart from her inquisitive 
look into viruses — the invisible yet very real 
entities whose deadliness and confusion caused 
at times are instigated and exaggerated by rumors 
and the media — particularly questioning the inad-
equate crisis response of the nationwide outbreak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in 
the spring of 2015, as well as the nation’s fear and 
confusion regarding the situation in general. The 
works include a micro-narrative of the artist’s own 
personal experience of contracting malaria during 
her residency spent in Ghana as well as the fear 
and anxiousness she felt while having MERS-like 
symptoms that caused her quarantine herself, as 
well as a grand narrative told from the perspec-
tive of the virus — a major contributor to the rise 
and fall of the human civilization — regarding the 
insane history of civilization and the catastrophic 
dystopia that may descend upon human kind. 
They Come. Swiftly, Stealthily (2016) is shown 
overlapped with another video piece about A Plan-
et of Viruses (2016) that comes to Earth, to betray 
the truth about viruses, being entities that may be 
essential to life and evolution of humans, but those 
that must be obliterated being the medium of fear 
and confusion that they are.

Artist Yeom deliberately uses video images 
from various sources to blur the division between 
things experienced, things seen, and things re-
membered, to offer contemplations of herself and 
grand discourses of contemporary society attri-
butes of on an era of image overload that obscures 
real experience.

염지혜는 이전 작업에서 장소 이동과 이주, 망명 등 

이주민으로서의 삶에 관심을 갖고, 원주민들과 그들의 

문화에 접근하여 관계 맺음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패와 아이러니에 대하여 다양한 푸티지(footage)를 

사용한 단채널 영상과 소품설치 등을 통해 선보인 바 있다. 

공간과 이동, 인간과 문화에 대한 염지혜의 관심은 외부의 

환경과 사람을 통해 구성되는 혹은 조명되는 개인적인 삶의 

방식과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 대륙을 다니면서 촬영한 영상작업 〈미스터리한 

여행자의 얼굴을 찾아서〉(2006 – 2011)에서는 작가의 

얼굴을 그리는 다양한 지역 원주민들의 모습을 담아내는 

동시에 그들과의 관계, 즉 다른 사람의 존재와 그들의 

행위를 통해 작가의 얼굴(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았다. 고립이나 외로운 상태를 뜻하는 Isolation과 

아이슬란드의 합성어인 〈아이솔란드〉(2008)는 실제로 

아이슬란드에 가서 작가만의 섬인 아이솔란드를 탐험한다는 

다소 엉뚱하지만 기발한 내적 여정을 다룬 작업으로 설원 

가운데 위치한 집으로 걸어가는 작가의 눈 밟는 소리와 

함께 아이슬란드의 풍광을 배경으로 종이로 만든 집 

모양의 조형물을 버스 유리창에 대고 어디론가 정처 없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염지혜의 초기 작업에서 내적 

정체성과 방향에 대한 탐구가 돋보였다면, 최근 작업에서는 

사회적인 기제와 자본주의와 같은 거대한 체제의 담론을 

작가만의 독특한 서사구조로 엮어내고 있다. 핀란드의 

차디찬 눈밭에 앉아 브라질의 뜨거운 석양을 꿈꾸며 

망명에 대한 기대를 고백하는 한 남자의 인터뷰를 담은 

〈원더랜드〉(2012)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장소를 꿈꾸는 

젊은 세대의 유목민적 욕망과 지역 간 차이가 사라진 

동시대의 공간적 특성을 다루었으며, 〈분홍돌고래와의 

하룻밤〉(2015)에서는 아마존 강에서 수영을 하는 처녀는 

분홍돌고래의 아이를 잉태한다는 브라질 아마존의 오랜 

설화가 다른 문화 또는 글로벌리즘과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현대사회와 접촉하면서 변형되고 변이하는 의미적 ‘망명’을 

다룬 작업으로, 스틸 이미지, 파운드 푸티지*, 3D 컴퓨터 

그래픽이나 실사 촬영 등 혼재된 영상이미지와 다양한 

서사방식을 통해 망명과 이주의 의미를 조명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2015년 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의 확산에 따라 전 

국민이 겪었던 공포와 혼란, 그리고 미약한 대처방식에 

질문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때로는 

미디어와 소문에 의해 그 공포와 혼란이 더 조장되고 

In her previous works, the artist Ji Hye Yeom has 
been interested in the lives of immigrants and 
related elements of migration, emigration, seeking 
asylum, etc., sharing the failures and ironies she 
came across in her attempts to approach and 
form relationships with the local people and cul-
ture, through the use of various video footage via 
a single-channel video and installation of objects. 
Yeom’s curiosity of space and migration, of hu-
mans and culture departs from the question of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the individualistic way of 
life and identity that are made up or illuminated by 
people.

For her video work In Search of the Face of 
the Mysterious Traveler (2006 – 2011) Yeom travels 
across many continents, capturing on film not only 
the numerous locals who were asked to draw her 
face, but also the process of defining her face 
(identity) through them, through others who exist 
and their actions. One of them is Isoland (2008), a 
rather odd but ingenious travel journal of the inner 
soul of the artist actually traveling to Iceland. The 
title itself is derived from combining the two words 

“isolation,” which means to be secluded or lonely, 
and “Iceland,” the premise being that the artist is 
on an adventure around her very own island called 
Isoland. Together with the snow-trotting sound 
of the artist’s feet walking towards a house in the 
middle of a snowfield, the film also shows the art-
ist traveling around aimlessly on a bus from which 
she puts a paper cutout house outside the bus 
window while viewing it against the backdrop of 
Iceland’s beautiful scenery passing by. If Yeom’s 
earlier works are notable for their contemplations 
about inner identity and direction, her latest works 
are about taking large system discourses of social 
mechanisms and capitalism and weaving them 
into the artist’s own unique grand narratives. Her 
work Wonderland (2012) shows the interview of 
a man still drenched in the nostalgia of the hot 
Brazilian sun, confessing her dreams of being 
granted asylum to Finland while sitting on the cold 
snowfield. This is Yeom’s way of addressing to-
day’s characteristics of space that include nomad-
ic desires of younger generations who endlessly 
dream of new spaces and where cultural differenc-
es between geographical locations no longer exist. 
A Night with the Pink Dolphin (2015) illustrates 
through an old Amazonian fable, that says a virgin 
who swims in the waters of the Amazon will be im-
pregnated with the child of a pink dolphin, to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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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운드 푸티지(Found footage): 제3자에 의해서 

발견된(found) 미편집의 영상(footage)으로, 기존의 

영상을 콜라주해 만들어진 영상 등도 파운드 푸티지라고 

불린다.

과장되는—바이러스에 대한 탐구를 두 개의 영상작업에 

담아 함께 선보인다. 이를 통해 가나에서 레지던시 생활을 

하던 중 작가 본인이 말라리아에 걸렸던 경험과 메르스로 

의심되는 증상으로 스스로를 자가 격리시키며 느꼈던 

불안을 전달하는 미시서사와 인류문명의 흥망성쇠에 큰 

역할을 했던 바이러스의 시선으로 그들이 미친 인류의 

문명사를 이야기하며 인간이 언젠가 겪을지도 모르는 

재앙의 디스토피아를 이야기하는 거대서사를 엮어낸다. 

신작 〈그들이 온다. 은밀하게, 빠르게〉(2016)는 지구로 

상정되는 〈바이러스 행성〉(2016)의 영상과 겹쳐 보이는 

설정을 통해 인간의 생명과 진화에는 없어서는 안되지만 

박멸해야 하는 것, 즉 공포와 혼란의 매개체로 바이러스의 

현실에 대해 드러내고 있다.

염지혜는 다양한 출처의 혼재된 영상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경험한 것과 본 것, 기억하는 것 

사이의 구분을 흐트러트리고 실제 경험을 모호하게 하는 

이미지 과잉시대의 특성을 기반으로 자기에 대한 탐구와 

현대사회의 거대담론을 엮어 제시한다. 

* Found Footage : Unedited footage “found” 
by a third party. Video done in collage form is also 
referred to as found foo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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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행성 A Planet of Viruses 
2016
Single channel 3D animation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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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온다. 은밀하게, 빠르게 
They Come. Swiftly, Stealthily (still image) 
2016
Single channel moving image, sound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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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견고하게 습득된 특정 장소에 대한 고정된 시각과 이데올로기적 구성을 해체하고자 

장소에 실질적으로 접근하여 사람들과 직접 관계 맺음을 하는 수행적인 과정을 작품에 담았다면, 

현재는 (특정) 장소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회 정치적 이야기와 보편적인 공간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서사 등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다. 또한 

자본과 문화의 단일화 아래, 전 지구적으로 유사하게 공유하는 삶의 형태가 말미암은 오늘을 

진단하고 머지않은 미래의 모습을 탐구한다. 

단채널 영상을 주된 매체로 사용한다. 영상의 구조는 개인 서사와 거대 담론을 직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작품마다 새로운 형식의 스토리텔링을 실험하고자 한다. 연속되는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있어 직접 촬영하거나 구매한 푸티지를 경험과 기억을 재건하거나 비물질적인 요소를 

형상화하는 3D 이미지와 뒤섞는다. 이미지의 다양한 질(quality)과 결(texture)을 엮기 위해 

음악과 나레이션을 중요시한다. 

설치도 작품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며, 그것은 전시의 성격과 전시장의 환경에 따라 

변한다. 움직이는 이미지가 공간으로 확장하여 서로 긴밀하게 만날 수 있도록 소품(prop)을 

사용한다. 전시 공간 안에 세심하게 배치한 설치물은 관객의 동선을 만들고 영상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여기서 작업과 공간 간의 관계 설정뿐만 아니라, 작업과 관객과의 관계 

형성도 중요한 부분이다. 

– 염지혜, 작가노트

If previously I approached people at certain locations to form direct relationships in 
an effort to break apart firmly set and learned perspectives and ideological struc-
tures of those locations and to incorporate the process into my work, now I am more 
interested in socio-political stories tied directly or indirectly to a (specific) location, 
the effects a universal space has over human beings, and jointly applicable narra-
tives, bringing them all into to my work. Added to this is my assessment of today 
— begotten by a lifestyle that is shared globally under the marriage of capital and 
culture — and the study into the future of our times that is soon to come.

Single-channel video is my usual medium of choice. The video format follows 
a way of weaving together narratives of individuals and grand discourses, and I at-
tempt to experiment with a new format of storytelling for each work. When working 
with continuous images, I may film the footage myself or purchase them, to either 
reproduce certain experiences or memories, or combine them with 3D images that 
bring to form elements of non-substance. Music and narratives play an important 
factor in holding together various quality and textures of images.

Installations also stand to be an important element in my work, and one that 
changes in response to the nature of the exhibit and the environment of the exhibit-
ing gallery. Props are used to help magnify images out to rendezvous with the space 
intimately. An installation set up according to an intricate plan inside the exhibit 
space is what sets the path for viewers, creating a suitable environment to concen-
trate on the video work. Equally important here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k 
and the exhibit space is the creation of a viewer-art work relationship.
— Ji Hye Yeom, Artist’s statement

염지혜 Ji Hye Yeom

바이러스 행성 A Planet of Viruses 
2016
Single channel 3D animation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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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는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들이 

현실세계에서 통용되고 사용되는 관행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기하학적인 형태와 색상, 그리고 이들이 서로 맺고 

있는 관계에서 고안한 ‘물건’을 만들어왔다. 미술사에서부터 

작품을 제작하는 을지로나 공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미지, 형태, 색상을 참고 및 발췌하는 작가는 그 

작업과정에 있어 물건을 어떻게 만들고 싶다는 작가 자신의 

기대나 취향보다는 예산, 재료의 표준규격·가공방법등과 

같은 작업의 전제조건이나 제작가능성 등에 중점을 둔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미국 전시정보국에서 

기록을 위해 촬영한 사진들 중에서 찾은 폭격사진의 폭연 

부분을 캔버스 위에 하늘색 유채물감으로 옮겨놓은 〈어느 

멋진 날〉(2007)이나 전 세계 193개국의 국기에서 찾은 

색과 줄무늬, 형태로 만든 〈국기의 색과 형태들〉(2008, 

2014) 등의 초기작업을 통해 이은우는 다소 사회학적인 

주제를 주시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후 이은우는 디자이너의 

작업실 한 켠에 무질서하게 쌓여있는 각종 인쇄물 

더미를 보관할 수 있도록 인쇄용지 표준규격에 맞춘 

〈인쇄물보관상자〉(2013)를 제작하고 이 작품을 구매한 

자는 일종의 ‘계약서’ 조건에 따라 상자를 자체적으로 변형 

및 판매할 수 있게 하거나, 전시공간이 가진 조건과 재료의 

생산규격에 맞춰 수납기능을 가진 〈가벽 캐비닛〉(2013)을 

전시장 가벽처럼 설치하여 물건의 재료나 재료의 

생산규격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출처와 맥락을 가진 각각의 

물건들을 하나의 이미지 또는 물건으로 최소화시키는 

작업을 전개해왔다. 

이번 전시에서 이은우는 최근 몇 년간 제작업체에서 

주문 생산 및 제작한 일련의 ‘물건’들을 작가의 방식대로 

꾸민 공간을 선보인다. 일종의 가구와 같이 보이는 

기하학적인 형태의 ‘물건’인 〈붉은 줄무늬〉(2016)는 

가구 제조 기업 이케아의 스테디셀러인 한 소파의 형태를 

최소화시켜 미술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줄무늬와 

결합한 것이고, 다소 엉뚱한 형태의 〈시계〉(2016)는 

허공에 매달린 상태로 빙빙 돌아가며 실제 시간을 알리는 

시침과 분침의 움직임으로 그 형태가 더 돋보인다. 이번 

전시에서 유일하게 작가의 손으로 직접 제작된 마블링 작업 

〈제목없음〉(2016)은 예전 주택가 유리창에 많이 붙어있던 

시트지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온 〈보도블럭〉(2013)과 

줄을 맞춰 바닥에 가지런히 놓아 그 물건의 고유한 기능이나 

의미보다는 형태나 원리를 확대하여 미술사적 언어로 

해석하는 작가의 태도를 드러낸다. 물건을 구성하는 

Eunu Lee has been interested in the customary 
practices of how everyday items around us are 
commonly accepted and used in reality, and has 
created “things” derived from their geometrical 
shapes, colors, and the relationships they form 
with each other. In creating such things, he refer-
ences and takes images, shapes, and colors from 
a wide area, anywhere from art history to manu-
facturing factories of Eulji-ro area, the production 
process being focused less on the artist’s expec-
tations or preferences on how to make them, but 
more on the overall conditions and production fea-
sibility such as budget as well as standard sizes 
and manufacturing methods of materials.

Looking her earlier works such as One Fine 
Day OWI (2007), a canvas painting depicting in 
blue oil paint the explosion from a bombing picture 
found among the informational photos taken for 
the US Office of War Information during World War 
II, and Colors and Shapes of Flags (2008) created 
from various colors, stripes, and shapes found 
in flags of 193 countries worldwide, it appears 
subjects of social matter appealed to the artist. In 
later works he pays attention to product materials 
or standard sizes, bringing together objects of 
respective origins and contexts to combine and 
minimized them into a single image. Works that 
illustrate such direction include Storage Box for 
Printouts (2013), a storage box for various print-
outs manufactured according to the standard size 
of printing paper which the buyer of the piece 
would be only able to modify or sell according to a 
kind of “contract,” or Display Wall Cabinet (2013), 
a storage space-equipped display wall built ac-
cording to the exhibit space conditions and stan-
dard production sizes of the materials.

In this exhibition, Lee showcases a series 
of such “things” made to order from manufactur-
ers in the last few years, in a space setup by the 
artist. Red Stripes (2016), a geometrically shaped 

“thing” that appear to be a furniture of sorts, is a 
minimized version of a steady selling sofa from the 
furniture manufacturer IKEA, that is combined it 
with a stripe design that is valued by those in art. 
Odd but remarkable in shape is A Clock (2016), a 
time-telling device strung up in midair and spin-
ning in circles showing the actual time with moving 
minutes and seconds hands. The only piece made 
by the artist herself Untitled (2016) is lined up on 
the ground next to Sidewalk Blocks (2013), a piece 
that uses the precise design of the once-popular 

 우수상
이은우

 Excellence Prize
Eunu Lee

* FRP(Fiber-reinforced plastic): 

섬유강화플라스틱. 폴리에스터 수지에 섬유 등의 강화재로 

혼합하여 기계적 강도와 내열성을 좋게 한 플라스틱으로 

건축자재, 선박재료 등으로 쓰인다.

* Fiber-Reinforced Plastic : A machine-strong 
and heat-resistant plastic construction material 
made with fiber reinforced composite material 
around a polyester core.

window sheet paper for residential homes, as a 
way of illustrating the artist’s attitude to artistically 
interpret by expanding the shape and principle of 
a thing rather than focus on its innate function or 
meaning. The exhibit space is set up according to 
a well-planned, deliberate layout specified by the 
artist, every shape, color tone, and material bro-
ken down to be played in their respective rhythm, 
as if in a variation. As he tends to use the actual 
building material of a thing or apply the product 
standard size to her work, the artist uses MDF ply-
wood to make nine kinds of differentiating lumps 
in Lump A7 (2015) that is placed on the ground. 
Added to the scene are Rock Design (2016), fake 
rocks often seen in amusement parks with a treat-
ed surface to make them look like a real rock, and 
FRP* (2015) which is the material used in the piece 
as well as used for its title, which also happen to 
be the main material used in such fake rocks. The 
ceiling lighting that brightly lights the entire area, 
the viewer attracting bathroom standing in the 
middle of the exhibit space with its door wide ajar, 
and a wall painted in mint color from the 75 cm 
mark up (the height of standard desks sold) all the 
way to the ceiling, are all carefully placed things 
that are part of the artist’s purposeful arrange-
ment.

Moving away from the usual context or 
meaning of a functional object, artist Eunu Lee 
has been keen on instead in the ingredient materi-
al,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process, shape 
and form, color shade, etc. Through this exhibi-
tion, Lee brings to us a series of objects that are 
arranged according to an order of their own, in a 
space designed by the artist herself as a way of 
illuminating the new combinations and meaning 
that are born from her arrangement.

재료 자체나 그 생산규격을 작업에 차용하는 작가는 

MDF 합판을 재료로 총 9가지의 덩어리 변형인 〈덩어리 

A7〉(2015)으로 만들어 바닥에 두고, 놀이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짜’ 바위의 진짜 바위처럼 보이기 위한 

표면처리기법으로 제작된 〈돌무늬〉(2016)와 이런 ‘가짜’ 

바위 주재료인 FRP 를 작품의 재료로 사용하고 이를 

그대로 작품명으로 사용한 〈FRP*〉(2015) 등을 배치하여 

형태와 색채, 재료가 해체되어 각자의 리듬으로 연주되는 

변주곡과 같은 인상을 자아낸다. 전체 공간을 환하게 

밝히는 천장의 조명, 전시공간 중간에 자리잡아 문을 활짝 

열어 관람객을 유도하는 화장실, 그리고 바닥으로부터 

75cm(시중에 주로 판매되는 책상의 높이) 떨어진 지점부터 

천장까지 민트색으로 도장된 벽면 등 ‘물건’들이 놓인 

장소적 특성 또한 작가의 의도대로 연출된 것이다.

기능적 사물의 일상적 맥락이나 의미에서 벗어나 

이들의 재료나 제작 및 유통과정, 형태와 색채를 주시해온 

이은우는 이번 전시를 통해 작가의 의도대로 조성된 공간 

안에 놓인 일련의 물건들을 그들만의 질서에 따라 배치하고, 

그들 사이에서 새롭게 결합하고 생성되는 의미와 관계를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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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줄무늬 Red Stripes 
2016
Urethane paint, steel
180 x 66 x 88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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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무늬 Stone Texture 
2016
Styrofoam, urethane paint
22.5 x 45 x 22.5 cm each (3 pieces)

회색, 노란색 Gray, Yellow 
2016
Styrofoam, urethane paint
120 x 56 x 7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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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물건의 실체는 그것이 다른 물건과 맺고 있는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그것이 ‘물건’인지 또는 

쓸만한지 아닌지 같은 것들은, 그 물건을 관통하는 문화나 제도 따위에 따라 결정된다. 나는 물건이 

현실세계에서 어떻게 통용되는지에 초점을 맞추며, 이러한 관습적인 용법을 포착한 뒤 다른 성질의 

물건과 결합한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미술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다. 반대로 어떤 사실들과 

관계한다. 이것은 재료의 한계나 특성이기도 하고 과거의 어떤 역사적 순간이기도 하며 그 어떤 

시공간에도 정착하지 못한 채 떠돌아 다니는 양식들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미술은 무엇을 

향한 오마주 또는 이미테이션, 가짜와 진짜, 노스탤지어, 장식, 실용, 버내큘러를 관통하는 어떤 

경계선에 위치한다. 

— 이은우, 작가노트

The reality of an object is dependent on the established relationships it has with 
other objects. Whether it is an “object” or a useful item, is dictated by the culture 
or practices that permeate it. I focus on the common ways an item is accepted in 
reality, and with these conventional usages observed, I combine it with another 
object of differing properties. As a result, the work that I do is not conceptual nor 
abstract, but rather it is related to certain truths. It can be either a limitation or a 
special property of a substance, a great moment in history, or a format that floats 
across time and space unable to settle down. Thus, my work is right at a border or 
sorts penetrating such things as an homage to something, an imitation, the fake and 
the genuine, nostalgia, decorations, practicalities, vernaculars, etc.
— Eunu Lee, Artist’s statement

이은우 Eunu Lee

시계 Clock 
2016
Wood, urethane paint, clock movement
60 x 60 x 28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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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영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공간에 

지배당하는 인간과 이 공간을 점유하는 인간, 이 둘 

사이의 영향과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작가만의 

지질학적 상상력으로 재해석하는 조형작업을 전개해왔다. 

작가는 시간과 정신이 축적되어 경계 지을 수 없는 인간 

내면의 풍경과 닮아있는 자연의 지형이나 도시의 건설을 

가시화하여 그 안에 포함되어있는 시간과 운동성, 긴장감을 

포착한다. 

국내에서의 첫 개인전 “A Different Kind of 

Tension”(2007)에서는 동굴 안에 자라나는 종유석 같이 

흘러내리는 형태의 〈Ink Drop〉(2007)과 깨진 유리의 금을 

금속으로 만든 〈Shattered Galaxy〉(2007) 등을 통해 

해체되거나 재조립된 공간의 부분과 파편에 새로운 관점을 

부여하는 작업을 선보였다. 이후 “On The Ground Floor 

of Geology Building”(2011)에서 흙과 세라믹, 시멘트와 

메탈 등의 재료로 제작한 설치작업은 도시와 자연의 지형이 

생성되고 서로 관계를 맺으며 변화해가는 과정을 관찰한 

것으로 작가의 지질학적 호기심에 대한 고찰을 보여주었다. 

개인전 “움직이지 않고 여행하기”(2013)에서는 퇴적암으로 

이루어진 지층을 보는듯한 시멘트 인공물을 설치하여 

자연과 도시 사이에 발생하는 긴장감과 역동성을 다루었다.

정소영은 이번 전시에서 2016년 초 철원에 

위치한 민북마을 양지리에서 레지던시 생활을 하면서 

공간의 특성과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관찰하고 이를 설치와 영상작업으로 선보인다. 

오래된 농업도시로 보이지만 민간인의 출입이 오랫동안 

통제되었던 민간인 출입통제선 북쪽에 있는 민북마을의 

자연적인 환경과 사회정치적인 특성을 철원평야 위에 

섬처럼 존재하는 비닐하우스에서 찾은 작가는 경계가 

없는 자연요소(빛, 온도, 바람)를 내부와 분리시키면서도 

그 경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이 구조물을 해체하고 전시장 

안으로 들여와 다시금 연속되는 미로와 같은 구조물로 

구성한다. 〈빛 온도 바람〉(2016)은 비닐하우스의 자재인 

비닐, 차광막, 방풍막 등을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구조 

내부 두 곳에 스위치와 조명을 설치하여 관람객이 직접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위치와 조명 사이에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어 반투명한 막들로 차단된 공간의 경계를 

더욱 혼란 시키고, 관람객이 경계 너머에 켜진 빛을 좌표 

삼아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조명을 키고 끄는 

행위를 통해 본인의 존재를 드러내고 타자와 소통하는 

빛의 특성을 경험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빛의 특성은 

Soyoung Chung is an artist who creates sculptural 
works of imaginative geographical reinterpreta-
tions of her takes on the limitations imposed on 
human beings by space for the simple purpose of 
leading a life, those humans who own or occupy 
this space, and the influence and relationship be-
tween the two. Her work has been about visualiz-
ing natural geographical features or the construct-
ing of a city that resemble the internal landscape 
of the human mind that knows no boundaries 
being heavily laden with time and spirit, in the 
effort to capture the time, mobility, and tension 
embodied in them. 

Through pieces of her first solo exhibition A 
Different Kind of Tension (2007) like Ink Drop (2007), 
a dripping stalactite-like piece, and Shattered 
Galaxy (2007) depicted as a shattered mirror, she 
starts off focusing on creating works that attribute 
new perspectives to parts or pieces of undone or 
reassembled space. In On The Ground Floor of 
Geology Building (2011) we see her contemplate 
over her geological curiosities expressed through 
an installation piece made with mud, ceramic, ce-
ment, metal, etc. that is an observational piece of 
the process of how city and nature become geo-
graphically forged then change as they form a rela-
tionship with each other. With her solo exhibition 
Traveling without Movement (2013), she installs a 
cement structure that mirrors a sedimentary rock 
as a way of showing the tension and dynamics 
born between nature and city.

For this exhibition, Jung has prepared for 
viewers works that tell about her brief stay early 
in 2016, in what we call a minbookmaeul, villages 
located near the North-South Korean division line, 
called Yangji-ri village in Cheulwon area. She takes 
careful note of not only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location but the people living in it and their 
relationships to it as well, showing us her findings 
as installation and video works. The author iden-
tifies the distinctive natural environmental and so-
ciopolitical features about minbookmaeul — locat-
ed in what appears to be an agricultural region but 
has actually been restricted entry for a long time 
being north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 finding 
them in a lone polyethylene greenhouse standing 
in the stretched sea of the Cheulwon plains. The 
greenhouse creates boundaries for natural ele-
ments (light, temperature, and wind) that usually 
have none, separating them from the interior of the 
house yet leaving boundaries undefined. The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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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mantles this structure and brings it into the gal-
lery to construct a continuous maze like structure. 
Titled Light Temperature Wind (2016), the piece is 
made of polyethylene plastic, blackout sheets, and 
wind-blocking sheeting material used for green-
houses, with the lighting and its switch installed in 
two locations that can be operated directly by the 
audience. Between the switch and the lighting lies 
an intentional distance that acts as an additional 
element to blur boundaries between spaces divid-
ed by semi-transparent dividers, the distant light 
serving as a guide to move forward. In addition, 
for the audience, the act of turning the light on 
and off is a way to experience the characteristic 
of light that allows them to both reveal themselves 
and connect with others within the structure. The 
situation created by light here is meant to remind 
participants of the guarded environment of the 
DMZ and the unique setting of the minbookmaeul. 
Also showing is Orisan (2016), a basalt shaped 
piece made with beeswax from Yangil-ri, resem-
bling geological qualities of Cheulwon being 
formed from flowing lava from a North Korean 
eruption, Rock (2016), a video footage of the artist 
lugging a seemingly light but actually heavily shiny 
rock against the backdrop of the Cheulwon plains, 
and Urban Geology: Arrangement V (2016), a tile-
work installed behind a sliding door, hinting at new 
borders of stratum and space.

Artist Soyoung Chung, who has been fo-
cusing on the formation of nature and cities as 
well as the process of their changes, goes further 
this exhibition from the usual reconstruction of 
the previously general features of geological and 
architectural formations to concentrate on one 
unique location like the minbookmaeul, and brings 
its historical and political characteristics into her 
installation and video work so as to allow for the 
audience to experience it, and the space to trans-
form into one of a different kind.

DMZ가 처한 경계의 풍경과 민북마을의 특수한 상황을 

연상시킨다. 북한에서 분화한 용암이 흘러 철원의 지질을 

이루는 현무암 형태를 양지리에서 구한 밀랍으로 만든 

양초 〈오리산〉(2016)과 철원평야를 배경으로 가벼울 것 

같아 보이지만 무거운 물성을 지닌 빛나는 돌을 끌고 가는 

본인의 모습을 담은 영상작업 〈돌〉(2016)은 사회정치적인 

맥락과 더불어 자연의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인지할 수 있는 

준거점으로써의 빛의 속성을 드러내며, 미닫이 문 뒤에 

설치된 타일작업 〈도시 지질학: 배열 V〉(2016)는 또 다른 

지층과 공간의 경계를 암시한다. 

자연과 도시의 생성과 변화의 과정에 주목해 온 

정소영은 이번 전시에서 기존의 지질학적이고 건축적인 

일상의 지형을 재구성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민북마을이라는 

한 특수한 공간에서 발견한 역사적, 정치적인 특수성을 

설치와 영상작업을 자연스럽게 배치하여 관람객들이 이를 

체험하고 또 다른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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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온도 바람 Light Temperature Wind 
2016
Shading net, vinyl, windbreaker, 
stainless steel pipe, LED light system
variable 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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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산 Mt. Ori 
2016
Beeswax from Yangji-ri, pigment, wick 
variable dimensions

도시 지질학: 배열 V Urban Geology : Arrangement V 
2016
Tile, plywood, adhesive
80 x 40 x 15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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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물질이 변화하는 과정과 원리를 관찰하여, 그 속에서 형성되는 운동성, 시간, 긴장감을 

포착하고, 더 나아가 물질이 함유하는 사회적인 측면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인간의 상상력이 무한대 공간에 놓여있다면 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은 물질이 

지배하는 한정된 공간에 속한다. 이 대립하는 두 세계 속에 우리의 시간과 정신이 축적되고 

퇴적층을 이룬다. 그리고 이 퇴적층은 끊임없이 천천히 또는 빠르게 허물어지고 다시 구축된다. 

이 과정 속에서, 생성은 폐허화되고, 폐허를 통해 생성이 이루어진다. 무질서한 움직임들은 결국 

질서를 이루며, 힘의 균형 속에서 공간이 지어진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지어진 공간을 장소로 

내면화하고 역사를 만들어간다. 

나는 움직이고, 경계 지을 수 없는 물질의 시간성을 공간으로 구축하여 불확정적이고 

유동적인 이 세상의 구조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자 한다. 특히, 지형과 건축에서 발현되는 개인의 

심리적인 풍경을 사회적 환경으로 확장시켜, 인간이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과 공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힘의 원리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 정소영, 작가노트

I observe the changing process and the principles of a substance, and capture the 
mobility, time, and tension formulated within, then go further to contemplate about 
the sociological aspects associated with the substance.

If the imagination of human beings is housed in an ever-expandable space of 
infinite capacity, the world where that imagination takes form will be part of a limited 
world dictated by substances. Our time and spirits accumulate within these con-
flicting two worlds consequently forming strata that are slowly, or at times quickly, 
continually demolished and rebuilt. It is through this process that creation becomes 
devastation and devastation brings forth creation. Disorganized movements eventu-
ally attain order, and within that balance of strength, continues space. We internalize 
such created spaces and continue to make history.

I move, with the intention of creating into a space the temporality of sub-
stances that cannot be assessed in boundaries, with the hopes that I can once 
again let known the indefinite and dynamic structure of this world. I am especially 
interested in taking the psychological landscape of individuals manifested in the 
topography and architecture, and extending it to the social landscape, in order to 
question the ways human beings occupy or own space as well as the fundamental 
source of the power space has over humans.
— Soyoung Chung, Artist’s statement

정소영 Soyoung Chung

돌 Stone 
2016
Single channel video
8´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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