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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서울시립미술관은 2008년 이후 신진미술인 전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 있는 

작가의 개인전을 지원해왔고 2016년부터는 독립 큐레이터의 기획 전시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전시 기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획과 제작, 실행 

및 평가 과정에 미술관이 개입하며 미술관 안팎의 인력을 매개하는 등 지원 방식도 

다각화해 왔습니다.   

 

12회를 맞이한 2019년 신진미술인 전시지원 프로그램에는 일곱 분의 작가와 

기획자 두 분이 최종 선정되었고, 미술관은 이들과 초동 단계부터 밀도 높은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미술관 학예연구사들이 전시별로 서문이나 

비평문을 지원하여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시를 다채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립미술관 SeMA 창고와 SeMA 벙커를 전시 장소로 제공하여, 

작가와 기획자들이 역사성은 물론이고 공간의 물리적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해당 사이트에 침투하고 개입해서 이를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시키는 경로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홉 분의 미술인이 제시한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는 

현대미술이 이끄는 의외의 결과와 만나는 ‘사건’을 겪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기쁨을 안겨준 작가와 기획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신진의 기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립미술관도 지속적인 지원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립미술관 관장 

백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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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 Implemented in 2008, the Emerging Artists & Curators Supporting Program at Seoul 
Museum of Art has been providing support for solo exhibitions by talented artists. 
From 2016, the scope of support has expanded to helping independent curators in 
their curatorial endeavors and in organizing their special exhibitions. In addition 
to funding the exhibitions, SeMA has been diversifying its method of support and 
becoming actively involved in the entire process of the projects, from organizing, 
producing, implementing and critiquing their works and exhibitions, and mediating 
between parties inside and outside of the museum.
 
7 artists and 2 curators were selected in the Emerging Artists & Curators 2019, 
already in its 12th season this year, with whom the museum has been collaborating 
intimately and intensively since the initial stages of their projects. Of particular note, 
curators at SeMA helped with the prefaces and criticisms for each exhibition to 
enhance and promote expansive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works.

�is year, SeMA Storage and SeMA Bunker were o�ered as venues for this year’s 
project. Artists and curators immersed themselves in these historically and physically 
site-speci�c spaces, and transformed the sites into di�erent dimensions. �e various 
trajectories taken by the nine artists and curators all led to wonderfully surprising 
encounters with contemporary art. SeMA wishes to expand its continuous support 
for emerging artists and curators who have given us so much joy through their work, 
and aspires to perpetuate the passion and energy of this support program. �ank you.

Beck Jee-sook
Director 
Seoul Museum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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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 백 카메라 ZOOM BACK CAMERA 

당신은 믿기도 전에 믿고 있다. 왜냐하면 익숙함이야말로 

나의 신앙이며 유행이야말로 나의 기준이고 예속이야말로 

나의 지침이기 때문이다. 진리는 부도덕하고 의심은 

사치스러우며 반성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속도의 빠르기에 

비례해 시간은 사라진다. 최대한 시간을 없애버리기 위해 

당신은 제시된 속도보다 늘 더 빠르게 모든 것을 스쳐 간다. 

시간이 모든 것을 괴롭게 만들기 때문에 이를 가장 빠르게 

통과할 방법은 시간 안에 있는 나를 지워버리는 일이다.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 이 방법이 가장 쉽다. 그래도 더 빨리 

이 상태에 도달하고 싶은 이들은 믿음의 촉매를 들이킨다. 

초점 없이 모든 것을 보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한 이들의 

안구는 불안정하게 움직인다. 촉매가 제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약효가 심화될수록 내용은 소멸한다. 

모순적이게도 내용이 소멸할수록 진정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진정성에 대한 요구, 정확히 거기까지가 믿음의 촉매가 

약속한 세계의 끝이다. 어쨌든 요구는 기각된다. 애초에 

기각을 전제로 발생한 요구이기 때문에 진실에 대해서라면 

사실상 아무런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어떤 간증들, 

욕망의 표면을 건드리는 이 간증에 의탁하는 믿음은 또 다른 

누군가를 언제든 합류시킬 준비가 되어있다. 구루는 더 이상 

이름을 가진 하나의 인간이 아니다. 

포스트–코기토 시대에 ‘의심하는 나’는 사라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라진다. 사람들이 거리에 모이고, 함께 외치고, 

서로를 향해 더 강렬한 공감을 선사하고, 비통함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칭찬 받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이 

사라진다. 어쩌면 그때 더 많은 이들이 한꺼번에 사라진다. 

이제 모두 서로가 되었다. 중립은 ‘준비된 순응, 정치적인 

중립성, 회색지대로의 전락, 기존 조건에 잘 순치된 무관심’을 

의미하지 않는다.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정동이론 ,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옮김, 갈무리, 2015.) 

‘의심하는 나’는 몸을 가졌기 때문에 감각하고 정동된다. 그런 

‘나’가 사라졌다면 이것은 무감한 상태, 무관심에 안착한 상태, 

즉 죽음의 상태와 동일하다. ‘무엇’에 동요되는지보다 ‘어떻게’ 

동요되는지가 중요하다. 동요된 상태는 불가해한 이분법과 

만연한 모순을 피해 끊임없이 탈주하고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다. 어쩌면 확답 없는 

낙관만이 정동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약속이다. 그러나 낙관이 

가능해지는 일은 대단한 능력을 필요로 한다. 거름망 없는 

눈과 귀가 될 수 있는 입과 코가 될 수 있는 손이 필요하다. 즉, 

지극히 개인적인 몸이 필요하다. 그러나 바로 이 초개인적인 

정동과 정념의 바탕이야말로 실제를 버티게 한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사회의 문화 감수성이 전환기를 맞이한 이후에는 어김없이 

구루의 등장이 함께했다. 동서양을 막론한 일련의 구루들은 

그 사회가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있든 진리, 사랑, 평화 등 

보다 근본적인 사고체계에 변화를 제시해왔다. 구루가 

제시하는 공동체와 그 공동체가 형성되고 작동되는 방식은 

한 사회의 특정 시기의 욕망을 반영한다. 이러한 공동체는 

사람들이 무엇에 움직이는지를 보여주기보다 어떻게 

동요되는지,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구루와 함께 태동해 구루로 인해 무너지는 모더니티는 그 

자체로 동시대 리얼리즘의 메타포가 된다. 이전에는 구루의 

존재가 큰 스승으로 여겨질만한 한 명의 인간을 중심으로 

이해되었다. 우리가 구루에 대해 불편해 하는 이유는 구루가 

제시하는 시스템이 천편일률의 욕망 구조를 흔들어 놓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대의 구루는 마치 빅브라더처럼 그 

실체를 발견하기 어렵다. 오히려 구루는 그 출처를 알 수 없이 

자가 증식하고 있는 모양새를 갖고 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 자가증식 하는 구루는 개인이 중시되고 그 자유가 

보장되는 것과 동시에 정치적 올바름과 트렌드라는 강력한 

투명 장벽 안에서만 작동되기 때문에 철저한 타자 의존적 

노출증으로 표출된다.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이 장래희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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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의 콘텐츠는 욕망구조를 다양화시키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마치 무언가에 홀리기라도 한듯 

성찰 없는 세계를 겉잡을 수 없는 속도로 관통한다.

*Zoom Back Camera

이번 전시의 타이틀 ‘줌 백 카메라’는 알레한드로 조도로프스키 감독의 

1973년 작 <홀리 마운틴 Holy Mountain>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영화는 

세계의 역사가 작동하는 방식, 그 안의 진리를 추구하는 행위와 진리를 

추구하는 척하는 양태, 인간의 욕망과 사회의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결과적으로는 모두를 현실로 이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 이름도 대사도 없는 수많은 군중은 늘 휩쓸리는 일에 저항하지 

못하거나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예속시킨다. 자의 없는 동요, 혹은 

자의로 착각된 동요를 통해 삶을 구축해온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연금술사이자 구루인 존재가 영화의 말미에 언급하는 ‘Zoom 

back camera!’는 프레임 안의 화각을 넓히며 뒤로 물러나는 행위를 

뜻한다. 프레임은 구루와 추종자들을 지나 그들을 촬영하고 있던 

카메라와 붐 마이크, 주변의 스텝들까지 비춘다. 이것은 단지 영화이며 

현실을 보기를, 이것은 단지 전시이며 현실을 감각하기를 권유한다. 

예측하지 못했던 상태를 마주하며 물음표를 생각하는 순간 지극히 

개인적인 동요의 정서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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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BACK CAMERA 

You believe before even believing – for familiarity is my faith, 
fashion my standard, servitude my policy. Truth is immoral, 
doubt extravagant; re�ection means death. Time disappears 
in proportion to speed. To run through time, you always 
pass by everything, moving faster than the speed presented. 
Time torments all things, and the fastest way through that is 
to erase yourself within time. �is is the surest method, and 
the easiest. But those who wish to reach this state even faster 
imbibe the catalyst of faith. Unsteady are the eyes of those who 
have acquired the method of seeing all things without focus 
– which means the catalyst is working as it should. Content 
disappears as the catalyst works more deeply. Paradoxically, the 
more content disappears, the more authenticity is required. But 
the demand for authenticity is precisely the end of the world 
promised by the catalyst of faith. �e demand, in any event, is 
dismissed. Since the demand was always premised on rejection, 
we must be seen as having no will at all when it comes to 
the truth. Some testimony, and the faith entrusted to this 
testimony that touches upon the surface of desire, is forever 
prepared to incorporate someone else. A guru is no longer a 
person who possesses a name.

In the post-cogito era, the “questioning I” has disappeared – 
and so people are disappearing. People are disappearing even 
at this very moment, as they are gathering in the streets, crying 
out together, o�ering more powerful sympathies to another, 
and being praised for revealing their grief. Perhaps it is at such 
moments that more people disappear together. We have now 
become each other. Neutrality does not signify “prepared 
adaptation,” “political neutrality,” “devolving into a gray area,” 
or “a well-domesticated indi�erence to current conditions.” 
(Melissa Gregg & Gregory Seigworth (eds.), �e A�ect 
�eory Reader, Korean translation by Choe Seong-hui, Kim 
Ji-yeong & Park Hye-jeong, Galmuri, 2015) �e “questioning 
I” has a body; it senses and feels. If that “I” is gone, it is an 

unfeeling state, a state of indi�erence – a state of death. More 
than what disturbs us, the important thing is how we are 
shaken. A shaken state is constantly �eeing and transforming, 
escaping inscrutable dichotomous and rampant contradiction. 
As a result, it cannot actually promise anything. Perhaps the 
biggest promise emotion can o�er is an optimism with no 
de�nite answers. But for optimism to be possible requires great 
capabilities. We need un�ltered eyes, mouths that can be ears, 
hands that can be noses. We need, in short, a highly personal 
body. Yet there is no doubt that what allows us to withstand 
the reality is a foundation in just such ultra-personal emotions 
and sentiments.

Gurus inevitably appear once a society’s cultural sensibility 
has arrived at a turning point. Gurus in both the East and 
West have suggested more fundamental changes, regardless 
of the society’s values: truth, love, peace, and so forth. �e 
communities that gurus present, and the ways in which those 
communities form and function, re�ect the desires of a society 
at a particular moment. Rather than showing what moves 
people, these communities frankly illustrate what shakes them 
and how they put ideas into practice. Emerging with gurus 
and collapsing as a result of gurus, modernity itself becomes 
a metaphor for contemporary realism. Before, the existence 
of gurus was understood in terms of a single person who 
might be regarded as a great teacher. �e reason gurus make 
us uncomfortable is that the systems they suggest unsettle 
our uniform structures of desire. But as with Big Brother, it 
is di�cult to spot the true form of today’s gurus. If anything, 
they exhibit a self-proliferating quality, without any discernable 
source. Interestingly enough, these self-generating gurus 
function within the powerful transparent barriers of political 
correctness and trends – even as the individual is valued and 
his or her freedom guaranteed – and are thus expressed in the 
form of utterly other-dependent exhibitionism. �e cont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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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eneration where becoming an “in�uencer” becomes a hope 
for the future does not operate in a way that diversi�es the 
structures of desire. As though trans�xed, people pass through 
a world without re�ection at an uncontrollable pace.

*Zoom Back Camera
�e exhibition title “Zoom Back Camera” comes from the 1973 �lm 
�e Holy Mountain, directed by Alejandro Jodorowsky. O�ering a frank 
depiction of the ways in which world history operates, the act of seeking 
the truth within and the ways in which we pretend to seek truth, and 
the structures of human desires and society, the �lm ultimately brings 
everything into reality. Among the characters appearing the �lm are masses 
with neither names nor dialogue, people who either do not resist being 
carried along or willingly subordinate themselves. Where have they all gone, 
these people who built lives through agitation without will, or through 
agitation mistaken for will? At the end of the �lm, an alchemist/guru �gure 
declares “Zoom back camera!,” referring to the act of drawing the camera 
back to broaden the angle within the frame. �e frame moves past the guru 
and his followers to show the camera �lming them, the boom mike, and 
the surrounding sta�. �is is only a movie; we should observe the reality. 
�is is only an exhibition; we should sense the reality. A feeling of deeply 
personal disturbance begins the moment we confront an unexpected state 
and ponder its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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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주

1. AI FACE 똑바로 보세요 내가 알아요 , 혼합매체, 2019

2. 반짝 반짝 빛이 나도록 , 라이트박스, 2019 

3. Caesar □□, Single Channel Video, 12’ 00”, 2019 

              Two Channel Video, loop, 2019

4. 북극성 마지막 말씀 , 싱글채널 비디오, (loop) ,2019

5. AI TAIL 그만 보세요 내가 알아요 , 혼합매체, 2019

김희욱

6. TBL, �e Best Life , 단채널 영상, 15’ 30”, 2019

7. 비법 1 — 눈 , 80×80×75cm, 스티로폼, 핸디코트,

 페인트, 2019

8. 비법 2— 나무 1 : 침대 , 240×150×110cm, 표면처리한 목재, 

 인테리어 자재 표면의 나무 패턴, MDF, 페인트, 2019

9. 비법 2 — 나무 2 : 방석 , 60×60×40cm, 표면처리한 목재, 

 인테리어 자재 표면의 나무 패턴, MDF, 페인트, 2019

10. 비법 2 — 나무 3 : 방석 , 50×50×90cm, 표면처리한 목재, 

 인테리어 자재 표면의 나무 패턴, MDF, 페인트, 2019

11. 비법 2 — 나무 4 : 방석 , 40×40×14cm, 표면처리한 목재, 

 인테리어 자재 표면의 나무 패턴, MDF, 페인트, 2019

12. 비법 3 — 심볼 1 : 샤넬 , 30×21×180cm, MDF, 아크릴, 2019

13. 비법 3 — 심볼 2 : 펜디 , 36×19×210cm, 목재, 페인트, 2019

홍진훤

14.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 굿 나잇 , 유튜브 스트리밍 플랫폼, 

 가변크기, 2019 

15. 믿어 의심치 않았던 , 유튜브 캡쳐 이미지, 라이트박스,

 각 53.3×40cm, 2019

16. 승리하는 자는 중단하지 않는다 #01 — 챌린저 우주왕복선 

 폭발사고 , 피그먼트 프린트, 90×120cm, 2019

17. 승리하는 자는 중단하지 않는다 #02 — 삼성 해고노동자 

 고공농성 , 피그먼트 프린트, 90×120cm, 2019

차지량

18. 고인 물 , 퍼포먼스, 2019

 일시 : 9월 14일 오후 6시 

 이 퍼포먼스는 <줌 백 카메라> 전시 작품으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Im Youngzoo
1. AI FACE look straight I know, Mixed media, 2019
2. Twinkle, twinkle, to sparkle, Light box, 2019 
3. Caesar □□, Single Channel Video, 12’ 00”, 2019 
             Two Channel Video, loop, 2019
4. The last word of Polaris, Single Channel Video, loop, 2019 
5. AI TAIL stop looking I know, Mixed media, 2019

Kim Heeuk
6. TBL, �e Best Life, Single Channel Video, 15’30”, 2019
7. Secret Method 1 – Eye, 80*80*75cm, Styrofoam, Handycoat, 
 Paint, 2019
8. Secret Method 2 – Wood 1 : Bed, 240*150*110cm, Surface 
 treated wood, Wood pattern from interior materials surface, 
 MDF, Paint, 2019
9. Secret Method 2 – Wood 2 : Sitting mat, 60*60*40cm, 
 Surface treated wood, Wood pattern from interior materials 
 surface, MDF, Paint, 2019
10. Secret Method 2 – Wood 3 : Sitting mat, 50*50*90cm, Surface 
 treated wood, Wood pattern from interior materials surface, 
 MDF, Paint, 2019
11. Secret Method 2 – Wood 4 : Sitting mat, 40*40*14cm, Surface 
 treated wood, Wood pattern from interior materials surface, 
 MDF, Paint, 2019
12. Secret Method 3 – Symbol 1 : Chanel, 30*21*180cm, MDF, 
 Acryl, 2019
13. Secret Method 3 – Symbol 2 : Fendi, 36*19*210cm, Wood, 
 Paint, 2019

Hong Jinhwon
14. Good afternoon, Good evening, Good night, 2019, Youtube 
 streaming platform, Dimension variable, 2019
15. Unquestioned, Youtube capture image, Light box, 53.3cm x 
 40cm each, 2019
16. The victor won’t stop #01 – Space Shuttle Challenger disaster, 
 Pigment print, 90cm x 120cm, 2019
17. The victor won’t stop #02 – The aerial protest of the worker 
 laid off from Samsung, Pigment print, 90cm x 120cm, 2019

Cha Jiryang
18. Deceased Water, Performance, 2019 
 14th September 6pm
 * �is performance is part of the exhibition  Zoom Back 
 Camera  and can only be participated by online sub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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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주 Im Youngzoo

1. AI FACE 똑바로 보세요 내가 알아요 , 혼합매체, 2019

2. 반짝 반짝 빛이 나도록 , 라이트박스, 2019 

3 Caesar □□, Single Channel Video, 12’ 00”, 2019 

              Two Channel Video, loop, 2019

4. 북극성 마지막 말씀 , 싱글채널 비디오, (loop) ,2019

5. AI TAIL 그만 보세요 내가 알아요 , 혼합매체, 2019

1. AI FACE look straight I know, Mixed media, 2019
2. Twinkle, twinkle, to sparkle, Light box, 2019 
3. Caesar □□, Single Channel Video, 12’ 00”, 2019 
             Two Channel Video, loop, 2019
4. The last word of Polaris, Single Channel Video, loop, 2019 
5. AI TAIL stop looking I know, Mixed media, 2019

임영주 작가에게, 임영주 작가의 세계에 대해 

임영주 작가를 소개할 때 믿음의 구조와 믿음의 체계에 대해 다루는 

작가라고 설명하는 일이 얼마나 단편적이고 진부하며 왜곡된 일인지 

나는 이번 전시를 함께하며 반성했다. 나는 그간 임영주 작가의 작품이 

믿음의 상황을 관조하거나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으레 

짐작했다. 이는 전시를 제안했을 때도 갖고 있던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대단히 그릇된 접근이었다는 점을 그와 전시를 준비하는 

첫 미팅에 알게 된 것이다. 그는 그가 다루는 것 밖에 서서 대상을 

흥미롭고도 괴상하게 여기며 재단하거나 품평하는 위치가 아니라는 

점, 그가 그 스스로를 믿음의 체계 안의 일원으로 두고 있다는 것에서 

나는 내심 놀랐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의 작가적 태도에 대한 나의 

믿음이 그 이전과는 다른 모양새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전시 준비 

기간 중 뉴욕에서 레지던시를 하고 있던 임영주 작가에게서 어느 날 

걸려온 전화를 달갑게 받았을 때 그가 난데없이 ‘시저’를 찾는 메시지를 

받은 이야기를 하고, 북어를 전시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와중에도 이미 시작된 믿음이 그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다. 그가 

구상한 것이 무엇이었건 간에 절대적으로 그로부터 나온 것이 분명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임영주 작가는 구루 모티프를 통해 인간의 지극한 

우매함에 대해, 비루한 인간적 알레고리에 대해 다루었다. 이미 

지나치게 합의되어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것들은 임영주 작가 

작품의 ‘웃음 포인트’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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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 FACE look straight I know, Mixed media, 2019
2. Twinkle, twinkle, to sparkle, Light box, 2019 
3. Caesar □□, Single Channel Video, 12’ 00”, 2019 
             Two Channel Video, loop, 2019
4. The last word of Polaris, Single Channel Video, loop, 2019 
5. AI TAIL stop looking I know, Mixed medi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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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욱 Kim Heeuk 

6. TBL, �e Best Life , 단채널 영상, 15’ 30”, 2019

7. 비법 1 — 눈 , 80×80×75cm, 스티로폼, 핸디코트,

 페인트, 2019

8. 비법 2— 나무 1 : 침대 , 240×150×110cm, 표면처리한 목재, 

 인테리어 자재 표면의 나무 패턴, MDF, 페인트, 2019

9. 비법 2 — 나무 2 : 방석 , 60×60×40cm, 표면처리한 목재, 

 인테리어 자재 표면의 나무 패턴, MDF, 페인트, 2019

10. 비법 2 — 나무 3 : 방석 , 50×50×90cm, 표면처리한 목재, 

 인테리어 자재 표면의 나무 패턴, MDF, 페인트, 2019

11. 비법 2 — 나무 4 : 방석 , 40×40×14cm, 표면처리한 목재, 

 인테리어 자재 표면의 나무 패턴, MDF, 페인트, 2019

12. 비법 3 — 심볼 1 : 샤넬 , 30×21×180cm, MDF, 아크릴, 2019

13. 비법 3 — 심볼 2 : 펜디 , 36×19×210cm, 목재, 페인트, 2019

6. TBL, �e Best Life, Single Channel Video, 15’30”, 2019
7. Secret Method 1 — Eye, 80*80*75cm, Styrofoam, Handycoat, 
 Paint, 2019
8. Secret Method 2 — Wood 1 : Bed, 240*150*110cm, Surface 
 treated wood, Wood pattern from interior materials surface, 
 MDF, Paint, 2019
9. Secret Method 2 — Wood 2 : Sitting mat, 60*60*40cm, 
 Surface treated wood, Wood pattern from interior materials 
 surface, MDF, Paint, 2019
10. Secret Method 2 — Wood 3 : Sitting mat, 50*50*90cm, Surface 
 treated wood, Wood pattern from interior materials surface, 
 MDF, Paint, 2019
11. Secret Method 2 — Wood 4 : Sitting mat, 40*40*14cm, Surface 
 treated wood, Wood pattern from interior materials surface, 
 MDF, Paint, 2019
12. Secret Method 3 — Symbol 1 : Chanel, 30*21*180cm, MDF, 
 Acryl, 2019
13. Secret Method 3 — Symbol 2 : Fendi, 36*19*210cm, Wood, 
 Paint, 2019

김희욱 작가에게, 김희욱 작가의 선택에 대해 

지상에서 가장 괴이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사람일 

것이다. 사람들은 기쁨, 불안, 슬픔, 분노와 같은 기본 감정을 

자각하거나, 표출하거나, 흉내 낸다. 그와 동시에 감정을 드러내 보이지 

않도록 서로를 훈육하거나 조절한다. 나는 이번 전시에서 사회와 

개인이 감정을 다루는 방식을 반추하는 김희욱 작가의 작품 성격에 

주목하고자 했다. 정동의 상태를 야기시키는 모티프로서의 구루를 

그가 줄곧 다뤄오던 맥락 하에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이다. 김희욱 작가는 가상의 유투버가 완벽한 인생을 

위한 세 가지 아이템을 제 스스로 맹신하며 남에게도 전하는 영상 

작품을 제안했다. 이 영상에는 온갖 클리셰와 통념, 과장된 표정과 

음성이 난무했고, 그의 기존 작업처럼 암시가 가득한 쿨톤은 찾아볼 수 

없는 질감의 장면들이 밀려들 듯 등장했다. 그의 선택들은 그야말로 

캠프적이었다. 과잉된 직설화법들 사이에서 나는 때때로 거짓과 사실을 

구분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김희욱 작가의 작품을 보는 관객들의 

피드백 또한 흥미로웠는데, 그의 영상을 보고난 관객은 이내 작품 

안으로 들어가버리기 일쑤였다. 나는 어떻게 작품 안으로 들어가버리는 

일이 가능한지 대단히 의구심이 들면서도 일견 자연스럽게 수긍되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이미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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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개인적인 정념들의 표정 

Z는 이따금 가만히 지켜보며 곰곰이 생각했다. 누군가는 믿어 

의심치 않았던 무언가가 어째서 이토록 허망한 폐허만을 

남겼는지 늘 의아했다. Z의 카메라는 기록된 사건이 훑고 

지나간 자리, 혹은 역사에 남을 사건 때문에 누군가가 

밟아보지 못한 장소, 아무런 사건도 없이 괴이하게 존재하는 

비상식적 영역을 경유해왔다. Z의 카메라가 지켜보는 시간이 

쌓여감에 따라 Z에게 보이기 위해 안달 나 있는 것들에 대한 

의구심도 커졌다. 보는 시점, 거리, 시간, 대상 그 모두를 먼저 

제시함으로써 교묘히 차단하는 기술에 익숙해지는 일은 

쉬워보였다. 그만큼 더 확실해지는 것도 있었다. “실시간으로 

목격한 사건에 대해서는 결코 타자가 될 수 없다.” 분명 이 

‘실시간으로 보기’는 보는 사람을 목격자를 넘어선 가담자로 

만들었다. 그러나 목격자이자 가담자가 되었다고 해서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것도, 더 우위를 차지하는 자리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어느 날 Z는 바다가 가까운 도시의 한 호텔에서 무심히 

TV의 채널을 넘겨보고 있었다. 그중 한 채널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 하루 종일 광장을 찍고 있는 CCTV가 

실시간으로 재생되는 채널이었기 때문이다. 광장의 가로등에 

앉아있는 비둘기 같은 시선일수도 있겠지만 광장에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호텔 방 안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힘의 감각을 가져다주었다. “높이가 쟁취되면 권력이 

쟁취되는가?” 지난날 고공에서 수 십일을 버티던 사람들의 

현장에 있었던 일을 Z는 잊을 수 없다. 쟁취될 수 없는 권력을, 

시선을 되찾기 위한 높이에 대해 생각하고 있자니 기분이 

한없이 낮아졌다. 어쩌면 세계가 구동되는 알고리즘만큼 

Z를 답답하게 하는 것도 없었다. 반대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 할 수 없는 게 분명했다. 

그래도 매일같이 방향을 잃을 때마다 확고하게 나를 

비춰주는 스크린들이 있기 때문에 Z는 안심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곤 했다. 이를테면 Z가 보고 싶어 하지 않더라도 

‘우울증을 극복하는 6가지’라는 식의 콘텐츠를 리포스트 

하는 사람들 덕분에 Z의 타임라인은 종종 그런 헤드라인의 

포스팅으로 가득 차 있기 일쑤였다. 근래에 발견한 유튜버도 

Z의 타임라인에 등장한 리포스트 중 하나였다. ‘인생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아이템’이라니. 벌써부터 악성 

댓글들이 먼저 떠올랐지만 그래도 세 가지만 갖추면 된다고 

하니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유튜버는 꽤나 확신에 찬 

어조였다. 마치 이 진정한 삶의 비밀을 나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이기적이라는 듯이, 모두에게 이 진리를 전도해 원죄를 

사함 받고 싶기라도 하다는 듯이, 강력하고 분명한 말투로 

그 세 가지를 반복해서 언급했다. Z가 다소간 초점을 잃고 

지켜보던 유튜브 화면 옆에는 어느새 나무 패턴 벽지 광고가 

떠 있었다. Z는 이내 화면을 꺼버렸다. 대신 검색창에 ‘달의 

뒷면’, ‘NASA 라이브’ 같은 검색어를 입력했다. 지구는 

고요해보였다. 실시간의 화면이었지만 대기에 덮힌 지구는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짐작 할 수 없이 

평화롭기만 했다. 눈을 깜박거릴 필요도, 애써 눈을 감을 

필요도 없었다.

Z는 사실 이 순간을 제일 좋아했다. 아직 이 세계에서 컴퓨터 

스크린 불빛에 얼굴을 밝히고 있는 자신이 지금의 세계에서 

분리되어 다른 시간으로 이동할 때, 그 사이의 아주 짧고도 

묘한 시간을 좋아했다. 이도저도 아닌 상태일 때만 감각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떠나려는 자만이 모든 것을 보’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Z는 대상 없이 적요히 흐느꼈다. 불현듯 최근 

Z의 우편함에 꽂히기 시작한 편지를 떠올렸다. 혼잣말에 

가까운 부탁과 애정어린 말을 건네는 것으로 보아 편지의 

수신인은 아무래도 편지의 발신인과 꽤나 긴밀한 사이임이 

틀림 없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수신인을 향해 편지는 시도 

때도 없이 날아왔다. Z가 머무는 도시는 낯모를 발신자에게 

무심히 답장을 보낼 만큼 친근한 장소는 아니었다. Z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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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서 혼자였다. 원래 혼자 있는 것을 꺼려하는 성질의 

인간은 아니었지만 도시는 분명 혼자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곳이었다. 어느 순간 Z의 정념 

어딘가에 편지의 수신인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사실 거의 

사로잡힌 수준에 가까웠다. 

“나는 종종 편지를 쓴다 (보낸다는 것은 아니다). 나는 종종 

담겨 있는 것들을 꺼내고 싶어진다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종종 고여 있는 기분을 느낀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나는 종종 눈을 감는다 (유서를 작성하지만, 

죽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아직 사라지지 않은 그곳에서 

누군가는 멈추고, 누군가는 계속하고, 무언가를 얻거나, 

전부를 잃는다. 그것조차 모두 사라진 상태에서 사람들은 

종종 다른 곳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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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pressions of Ultra-Personal Emotions

Z sometimes watched quietly and thought carefully. He always 
questioned how something someone had believed without 
questioning could have le� behind nothing but meaningless 
ruins. Z’s camera passed through the places where recorded 
incidents had passed by, settings where no one had set foot 
because of some incident that would go down in history, 
insensible domains that exist, strangely, without any incident 
at all. As more and more moments were observed by Z’s 
camera, he also became more and more suspicious of the 
things that were aching to be seen by him. It seemed easy to 
get accustomed to technology that �xes everything from the 
outset – the perspective, distance, time, and object – and thus 
skillfully forecloses it. At the same time, the certainty was that 
much greater. “One cannot be an ‘other’ when it comes to 
events witnessed in real time.” Without question, this “real-time 
witnessing” made the viewer into something beyond a witness 
– a participant. But becoming a witness/participant did not 
mean one could view things more closely, or look down from a 
position of greater advantage.

One day, Z was �ipping casually through the TV channels 
at a hotel in a city near the shore. He felt compelled to stop 
at one of the channels, which was showing real-time closed-
circuit footage of a plaza throughout the day. It might be the 
perspective of a pigeon perched on a streetlight near the plaza, 
but it brought a sense of great power to be able to see the 
comings and goings of the people on the plaza from his hotel 
room. “Once altitude is won, is power also won?” Z will never 
forget being there on the ground before where people were 
spending weeks on end up at high altitudes. �inking about 
the power that cannot be won – the altitude to regain the 
perspective – he felt his mood crumble. �ere may have been 
nothing more frustrating to Z than the algorithm driving the 
world. It was clear that nothing could be solved by creating an 
opposing algorithm.

At the same time, Z o�en felt both relieved and anxious to 
have screens there every day, �rmly re�ecting him whenever he 
lost his way. �anks to people reporting content even when Z 
didn’t want to see it – things like “six ways to beat depression” 
– his timeline was quite o�en �lled with posts bearing those 
kinds of headlines. One of the reports that appeared on Z’s 
timeline involved a YouTuber he had recently discovered. 
“�ree things to make your life perfect,” it said. �e negative 
replies had already started appearing at the top, but he had 
to look, since it said there were only three things you needed 
to have. �e YouTuber spoke quite con�dently, repeating the 
three things over and over in a forceful and clear way as if to 
say that it would be sel�sh for him alone to know the secret 
to true living, that by sharing this truth with everything he 
could receive absolution for original sin. Z was watching the 
YouTube screen, his focus slipping a bit, when an advertisement 
with a tree pattern appear. Z immediately closed the window. 
In his search window, he typed terms such as “far side of the 
moon” and “NASA live.” �e earth looked quiet. It was a real-
time image, but the earth just looked peaceful cocooned in its 
atmosphere, o�ering no hint at all at what might be going on 
inside. �ere was no need to blink his eyes, nor to force them 
shut.

It was really these moments that Z liked best. He enjoyed 
the odd, ever-so-brief moments in between when he became 
separated from the world at this moment and traveled to 
a di�erent time, his face in this world lit by the computer 
screen. �ere is something one can only perceive in a state 
that is neither this nor that – just as “only the one who is 
trying to leave can see all things.” Z wept quietly for nothing 
in particular. Suddenly, he found himself thinking of the 
letters that had begun to appear in his mailbox. From the 
requests (almost like someone talking to themselves)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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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ctionate words they shared, the recipient was surely quite 
close with the person sending them. Letters were constantly 
arrived for the unreached recipient. �e city where Z lived was 
not a friendly enough place to casually send some response to a 
sender he did not know from Adam. Z was alone there. He was 
not ordinarily the type of person to shun being on his own, 
but the city was de�nitely a place where one could realize more 
clearly how alone one was. At some point, the letters’ recipient 
began occupying a space in Z’s emotions. Indeed, it was almost 
like he was �xated.

“I o�en write letters. (I don’t send them.) I o�en �nd myself 
wanting to take things out of their containers. (I’m not 
talking about the whole thing.) I o�en feel stagnant. (It’s not 
as though I don’t move.) I o�en close my eyes. (I write �nal 
words, but not because I plan to die.) In that place that has not 
yet disappeared, some of us stop, while some of us continue; we 
gain something or we lose everything. In the state where even 
that is all gone, people o�en wait for another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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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량 Cha Jiryang

18. 고인 물 , 퍼포먼스, 2019

 일시 : 9월 14일 오후 6시 

 이 퍼포먼스는 <줌 백 카메라> 전시 작품으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18. Deceased Water, Performance, 2019 
 14th September 6pm
 * �is performance is part of the exhibition  Zoom Back 
 Camera  and can only be participated by online subscription.

차지량 작가에게, 차지량 작가의 보살핌에 대해 

전시의 마지막 날 진행했던 벙커에서의 토크에서도 밝혔듯, 차지량 

작가는 이번 전시에 있어 나의 구루였다. <떠나려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본다>(2019) 작업을 이후로 그는 전시 준비 기간의 팔할을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주로 그와 통화와 메일로 대화했다. 그 

통화에서 대부분의 이야기는 계획하고 있는 작업이 아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나를 포함한 나의 동료가 처해있는 상황들, 속도와 과잉에 

사로잡혀버린 절망 같은 것들이었다. 어쩌면 나는 이번 전시에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발설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이번 전시의 기획자로서 그저 전시를 ‘생산’하고야 말았고 그의 

퍼포먼스는 나를 반성시키는 동시에 보살폈다. 퍼포먼스는 동료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는 차지량의 음성, 차지량이 봤던 어떤 때의 

시선을 보여주는 영상, 또 그 장면을 수행하는 동시에 견인하는 퍼포머, 

그리고 이 상황 안에 놓여있는 관객까지 포함된 구성이었다. 우리는 

여의도 도심 한 가운데의 지하로 내려가 어느 호수의 수면 위에 비친 

하늘과 나무를 보았고, 느리게 방향을 전환하는 나룻배의 앞머리를 

이따금 보았으며, 무엇보다 밝게 빛나는 스크린 빛에 의존해 모든 

것을 감지했다. 내 눈 앞에 없는 각자의 동료가 곧장 소환되었고, 

그저 홀린 듯 그 공간에 있던 와중에 퍼포먼스의 시간이 종료되었다. 

사람들은 흩어졌고, 퍼포머는 모두가 나가는 동안 그가 있던 자리에서 

무언가의 껍데기처럼 남아있었다. 사람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담소를 

나누고 인사를 교환하는 와중에도 그는 가만히 누워있었다. 사람들은 

왔다가 떠났지만 사실 그 누구도 제대로 떠나지 못하고, 그래서 제대로 

보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무언가에 겉잡을 수 없이 휩쓸려있기만을 

반복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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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훤 Hong Jinhwon

14.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 굿 나잇 , 유튜브 스트리밍 플랫폼, 

 가변크기, 2019 

15. 믿어 의심치 않았던 , 유튜브 캡쳐 이미지, 라이트박스,

 각 53.3×40cm, 2019

16. 승리하는 자는 중단하지 않는다 #01 — 챌린저 우주왕복선 

 폭발사고 , 피그먼트 프린트, 90×120cm, 2019

17. 승리하는 자는 중단하지 않는다 #02 — 삼성 해고노동자 

 고공농성 , 피그먼트 프린트, 90×120cm, 2019

14. Good afternoon, Good evening, Good night, 2019, Youtube 
 streaming platform, Dimension variable, 2019
15. Unquestioned, Youtube capture image, Light box, 53.3cm x 
 40cm each, 2019
16. The victor won’t stop #01 — Space Shuttle Challenger disaster, 
 Pigment print, 90cm x 120cm, 2019
17. The victor won’t stop #02 — The aerial protest of the worker 
 laid off from Samsung, Pigment print, 90cm x 120cm, 2019

홍진훤 작가에게, 홍진훤 작가의 정직함에 대해 

누군가와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에 머무는 것이 확실하다고 여겨질 

때, 세계는 나 이외의 타인과 함께 하는 곳이라는 대수롭지 않은 

사실이 분명한 진실로 전해진다. 그러나 한 가지 곤란함은 같은 장소에 

있다고 해서 같은 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며, 같은 식탁을 공유한다고 

해서 같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이다. 곧장 나의 영토를 

이곳이 아닌 다른 세계로 옮겨버릴 수 있는 지금의 단면들은 수시로 

목격된다. 홍진훤 작가에게 무언가에 동요되는 것의 강력한 힘과 구루 

모티브를 전했을 때 그는 이내 ‘알고리즘’을 소환했다. 그와의 대화는 

마켓컬리의 소비패턴 분석 방식부터 브이로그까지, 블록체인부터 

우주전쟁까지를 넘나들었다. 그는 근현대의 역사적 흐름을 반추하며 

우리가 늘상 배반당해왔던 ‘믿어 의심치 않는 것들’에 대해 언급했다. 

더불어 이 배반으로 비롯된 붕괴의 역사가 만든 목격자들과, 실시간의 

목격이 담보하는 숨어있는 동요를 다소간 차갑게 풀어냈다. 그는 

속도가 가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속도의 순서가 뒤바뀌고 있다는 점, 

개인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작동한다고 여겨지게 할 뿐 의지의 작동 

자체를 불가능 하게 하는 알고리즘 환경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어쩌면 

홍진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다시 실시간의 목격자를 만드는 동시에 

목격의 상황을 만들어야만 하는 일종의 한계에 내심 안타까워했을지도 

모른다. 시선권력을 재배치시키려는 시도는 다른 시선의 태도와 방향을 

제공해야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홍진훤 작가는 지금의 

알고리즘이 지향하는 욕망을 역이용하는 것이 일종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그와는 어울리지 않는 희망적인 멘트를 전해주기도 했지만, 

어쩌면 이 알고리즘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글러버린 상황의 

지속인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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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 기획자 Participating Artists & Curator

김희욱

김희욱은 삶의 여러가지 경험에서 포착한 요소들을 

이용하여 내러티브를 형성하고 그것을 나름의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작거나 잊혀진 사건들을 재조명 한다. 김희욱이 

집중해온 소재들은 감정, 미신, 상실등 소위 말해 이제는 

‘비과학적이고 효과적이지 못한’것으로 치부되고 있는 

생각과 감정들이다. 김희욱은 사건들을 포착하기 보단 

수집하고 그것들의 표면에 부유하는 이미지와 의미들을 

재조합 하여 설치 혹은 영상으로 보여준다. 

www.heeukkim.com

hupd2@hanmail.net

임영주

임영주는 영상, 회화, 책등의 방식으로 미신과 같은 종교적 

경험을 언어, 미디어, 과학현실의 여러 징후들과 연결시킨다. 

<물렁뼈와 미끈액>(두산갤러리, 2018), <오메가가 시작되고 

있네>(산수문화, 2017), <돌과 요정>(더 북 소사이어티, 

2016), <오늘은편서풍이불고개이겠다>(스페이스 오뉴월, 

2016)등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비록 떨어져 있어도>(2018 

부산비엔날레, 부산), <날씨의 맛>(남서울시립미술관, 

2018), <추상>(합정지구, 2017), <2017 

두산아트랩>(두산갤러리,2017), <착화점>(인사미술공간, 

2017), <do it 2017, Seoul>(일민미술관,2017)등의 전시에 

참여하였다.

www.imyoungzoo.com

imyoungzoo@gmail.com

차지량 

차지량은 미디어를 활용한 참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시스템과 개인에 초점을 맞춘 주제별 현장을 

개설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Midnight Parade>(2010), 

<일시적 기업>(2011), <New Home>(2012), <한국 

난민>(2014~)시리즈, <BGM>(2018), <Gm:Gn>(2019)을 

전시와 다원예술, 상영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발표했다.

chajiryang.wixsite.com/home

cafmania@naver.com

홍진훤

인간이 의도치 않게 만들어버린 빗나간 풍경들을 

응시하고 카메라로 수집하는 일을 주로 한다. <임시 

풍경>(2013), <붉은, 초록>(2014), <마지막 밤(들)>(2015), 

<쓰기금지모드>(2016), <랜덤 포레스트>(2018) 등의 

개인전을 열었고, 여러 단체전에 참여했다. <지금여기>, 

<docs>등의 공간을 동료들과 함께 운영하며 이런 

저런 전시와 이런 저런 프로그램을 기획 했다. 때로는 

프로그래밍을 하며 플랫폼을 개발하고 가끔은 글을 쓰고 또 

가끔은 요리를 한다.

jinhwon.com

jinhw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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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지

서울을 기반으로 독립 큐레이터로 활동하며 

전시기획사 에이전시 뤄뤼(AGENCY RARY)를 

운영한다. 학부는 경제학을, 석사는 미학을 전공했다. 

부산의 독립문화공간 아지트 큐레이터를 시작으로, 

미술문화비평지  비아트  편집팀장, <제주비엔날레2017> 

큐레토리얼팀, 통의동보안여관 큐레이터로 일했다. <줌 

백 카메라>(2019), <어리석다 할 것인가 사내답다 할 

것인가>(2018), <김정헌X주재환 : 유쾌한 뭉툭>(2018), 

<민중미술2015 : 우정의 외면>(2015) 등을 기획 했다. 

현대미술의 정치적, 미학적 알레고리로서 우정, 사랑, 

종교의 실천력에 관심이 많으며 이에 대한 전시와 비평을 

연계시키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www.suzysomapark.com

suzysoma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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