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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에 현재가 있다

《New Generation– 시작》 전. 다소 야심 차 보이는 제목의
이 전시에는 총 8명의 신진작가가 참여했다. 이들을 묶어주는
공통분모는 같은 학교를 다녔거나 함께 수학 중이라는 것밖에
없다. 작업의 주제도 상이하고 작품의 성격이나 유형도 다르다.
작업 방식, 기법, 형식도 다르다. 일상이 주제인 작가도 있고
매체의 속성을 다룬 작가, 형이상학적인 문제를 다루는 작가도

“ 전통은 아무리 더러운 전통이라도 좋다 나는 광화문

있다. 말하자면 참여 작가들의 문제의식은 실로 다양하다.

네거리에서 시구문의 진창을 연상하고 인환네

다양성을 보여주려는 전시일까? ‘시작’, 처음 한다(始作)는

처갓집 옆의 지금은 매립한 개울에서 아낙네들이

뜻일까? 아니면 시험 삼아해본다(試作)는 뜻일까?

양잿물 솥에 불을 지피며 빨래하던 시절을 생각하고
이 우울한 시대를 패러다이스처럼 생각한다”

이 전시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여 작가들의 작업이 크게
둘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는 작가

김수영, 『거대한 뿌리』에서

개개인의 순수한 자기 작업, 어떠한 지침이나 요청과도 상관없이
자발적인 창작욕에 의거한 작업이 있다. 이 작업들은 말 그대로
개인 작업이다. 그래서 다양하다. 둘째, 8명 모두 오마주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이 점이 기존 다른 기획전들과의 차이다. 이 두
번째 기획의 이름은 ‘호매지네이션(Homagination)’, 말하자면
선배 작가들에 대한 오마주(Hommage)와 신세대 작가들의
상상력(Imagination)을 합친 말이다. 젊은 작가들의 자유분방한
창작욕구의 원천을 선배 작가들의 선행 작업에서 끌어와 두 세대
간의 접점을 찾아보자는 의도일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작가들은
‘New Generation’이라는 제목을 통해 자기 세대를 이전
세대와 분명히 구분하고자 한다. 요컨대 그들은 첫 전시를 한국의
1세대 사진가들에 대한 오마주와 함께 하고 있다. 왜일까? 이전
세대와의 차별성을 주장하는 작가들이 거의 한 세기 전에 주로
활동했던 작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과거의
작업을 ‘New Generation’의 이정표로 삼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들의 오마주 대상은 민충식, 서순삼, 신낙균, 신칠현, 임응식,
정해창, 현일영이다. 이들은 한국의 사진 수용 이후 우리의
사진 문화를 개척해나간 선구자들이다. 그들의 면면을 낱낱이
살펴볼 필요는 없겠지만, 바로 그들에서부터 우리의 사진
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그들이
시작했다! 한국인 최초로 정식 사진학교를 졸업한 후 사진을
가능성 덩어리의 신문물로 인식하고 한국의 사진교육을 개척한
신낙균, 한국인으로는 처음 예술사진 전람회를 개최한 정해창,
사진관 사진의 정형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예술적 실험을
시도했던 민충식, 현일영 등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모두 처음
‘시작’한 이들이다. 그리고 ‘New Generation’ 역시 시작이라고
선언한다.
우리의 사진 문화는 굴곡이 많았다. 일제강점기와 함께
출발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식민통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서양 사진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사진 문화는 그 영향 관계의
그늘에서만 가능했다. 일본과 서양을 참조 대상으로 삼았던
한국 사진가들에게 1세대 작가들은 오랫동안 망각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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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단지 지나간 ‘과거’에 불과했다. 그러나 문화란 과거와의

선택된 세계의 일부이자 평면으로 변환된 이미지일 따름이라는

향한다. 작가는 주간에 촬영한 군사시설물의 이미지를

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의 사진에서 우리 역사와의 접점은

연속성이 없다면 고립된 삶밖에 되지 않는다. 하물며 한 시대의

것이다. 이점을 말하기 위해 작가는 스튜디오라는 공간이

프로젝트로 투사하여 동일한 장소에 중첩시킴으로써 이 장면의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삶을 가장 정화된 형태로 표현하는 예술이 어떻게 전통과

사진으로 변환될 때 얻게 되는 평면성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특수성을 환기시켜주고자 한다. 프로젝터로 투사된 이미지에는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오늘의 문화는 비록 굴절이

기하학적 형태(원, 사각형)의 색상을 덧씌워 공간과 평면을

군사시설물이 포토숍을 통해 제거된 상태다. 군사시설물이

선언과도 같은 전시 제목으로 모든 것을 재단할 순 없지만 이들은

있었다 할지라도, 크고 작은 단절을 겪었다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중첩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는 공간의 ‘평면성’이

설치되기 이전의 자연으로 긴장상태의 현재 모습을 대체한 이

당당히 자기들이 시작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당위를

전통과 관계한다. 오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투박하고 조야해

부각된다. 그가 오마주 작업을 위해 선택한 작품은 민충식의

작업을 통해 작가는 당연시 여겨 온 분단의 현재 모습에 이의를

한국사진 1세대 작가들과의 교집합에서 찾고 있다. 이들의

보일지라도 그 또한 우리 문화다. 따라서 치열하게 자기 작업에

정물이다. 각종 소품을 책상 위에 놓고 산의 형태를 구성하여

제기하고 있다.

작업이 이 당찬 선언에 부합할 만큼의 정당성을 지니는지 아직은

대해 고민하는 젊은 작가들이 과거 작가들의 작업에 대해 반추해

보여주는 이 작품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그는 스튜디오에 세트를

보고 오늘의 관점에서 재해석해보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설치하여 바다 풍경을 연출해낸다.

따라서 젊은 작가들의 개인 작업과 오마주 작업 사이에는 밀접한

알 수 없다. 말 그대로 이제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의
자신의 작업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최초의 사진 학자에

향후 행보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들이 단지 한국사진의

대한 존경심으로 오마주 작업을 구성한 경우도 있다. 《시시한

정통성을 이어받겠다고 오만하게 주장하는데서 멈출지, 아니면

인과관계가 있다. 8명은 각기 한 명의 1세대 작가들을 골라

《Familiar SceneⅡ》은 익숙함과 낯섦의 경계에 대한 탐색이다.

전집》의 김찬규는 일상성을 주제로 주변의 사소한 일들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역량 있는 작가 군으로 발돋움할지 아직은

오마주의 대상으로 삼는다. 오랫동안 자신이 고민해온 문제를

작가는 평소에 보아왔던 동네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모아 총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자신의 내밀한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작업을 지켜볼 이유는

수십 년 전의 선배 작가들이 어떻게 풀어 나갔는가를 살펴보고

생각에서 출발하여 낯선 밤 풍경을 반복해서 사진으로 담아낸다.

삶에 대한 시각적 보고서와도 같은 이 작업에서 작은 사건들과

충분하다. 솔직한 문제의식, 우리 역사에 대한 존중, 참신한

그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것은 후배 작가들의 예의다. 그 작업이

그 과정에서 익숙했던 풍경의 이면이 드러난다. 눈이 기억하고

큰 사건들의 경계는 사라진다. 일상이 모여 개인사라는 큰

시도 등 필요한 조건은 어느 정도 갖추었기 때문이다. 아직 좀 더

어떻게 표출되는지 살펴보자.

있는 거리와 전혀 다른 모습이 그렇게 태어난다. 시각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의 오마주 작업은 신낙균이

지켜봐야겠지만 절반은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시작이 반이므로.

형성된 기억 속의 형태를 의심하는 작가는 관념의 눈을 중시하는

촬영한 최승희의 초상에 대한 재해석이다. 1920년대에 처음으로

《등고선》 작업을 통해 얼굴에 나타나는 인간의 감정을 선의

현일영의 작품에 관심을 갖는다. 《정물》시리즈 중 작가가 오마주

사진학 관련 교재를 저술하고 사진 교육의 기틀을 마련한

형태로 표현해내는 성보라는 신칠현의 《자화상》을 선택했다.

대상으로 선택한 작품은 사과 이미지다. 반쪽으로 단면이 잘린

신낙균은 《New Generation– 시작》의 작가들에게는 그야말로

일제강점기에 도제 수업을 하면서 사진술을 익혔던 신칠현이

사과의 내부는 썩은 상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썩은 속을 드러내

‘큰 스승’이다. 그런 스승이 남긴 사진 중 가장 널리 알려져

고객의 주문에 따른 ‘직업적’ 초상 제작에서 벗어나 개인의

보여줌으로써 평소에 보아왔던 사과에 대한 관념을 전복시키는

있는 사진을 오마주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그 자체로 존경심의

감정을 표현하는 초상으로 이행하는 과정이 흥미로웠던

셈이다. 작가가 이 사과 이미지에서 읽어낸 것은 눈에 보이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것이다. 실제로 신칠현은 자화상 시리즈에서 자신의 내면적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즉 형상을 통한 지각은 단편적일

감정을 사진으로 표현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에 대한 오마주는

뿐이라는 사실이다.

평택에서 평생 사진관을 운영해왔던 직업 사진사를 설득하여

유영진의 오마주 작업에서도 기존 작업에서 고민해왔던
문제의식과의 연속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전시에 선보이는 세

스스로 자화상을 찍게 유도하는 작업으로 나타났다. 사진이

또 다른 젊은 작가 정영돈은 《개미》에서 현대인의 일상을 쉬지

편의 작업 《In a Twinkle》, 《Nowhere》, 《The Weathering》은

‘단지’ 생계수단이었던 ‘찍사’에게 ‘예술사진’은 사치일 수도

않고 일만 하는 곤충의 그것에 비유한다. 분주히 살아가는

다소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국 새로운 감각을 통해 관습적인

있다. 하지만 일개 도제였던 신칠현 선생이 그랬듯이 평택의

사람들의 모습을 고층 아파트 꼭대기에서 미시적인 시각으로

지각에 균열을 내고자 하는 시도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기억과

노(老)사진사도 결국 사진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다.

촬영한 이 작업을 통해 작가는 일상이라는 평범한 시간에

형상의 관계를 묻고 있는 《In a Twinkle》이나, 공간과 감각의

‘삶’이라는 본래 의미를 돌려주고자 한다. 하루가 쌓여 일 년을

관계에 대해 성찰하는 《Nowhere》, 기억과 망각이 지각에

《Foresta》에서 김태중은 사진 매체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작가는

만들고 무수한 일 초가 누적되어 하루가 되듯이 권태로운 일상이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는 《The Weathering》에 이르기까지

어두운 숲에서 플래시를 터뜨리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내면서

모여 삶으로 흘러가는 것이 이치다. 하찮은 것으로 간주해왔던

작가는 온통 세계에 대한 지각의 문제와 씨름한다. 작가의 시선이

사진과 영상매체의 특성을 혼합하여 감각의 확장을 꾀한다.

일상의 시간에 정당한 의미를 회복시켜주는 작업이라 하겠다.

서순삼의 사진 한 장에로 향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하다. ‘발’에

카메라는 빛이 순간적으로 비추는 숲의 이미지를 담아내지만

일상의 가치를 탐색하는 작가의 오마주 대상은 현일영의

가려 희미하게 보이는 아이들을 찍은 이 사진에서 작가는 ‘낯설게

한편으로 영상에는 빛이 없는 순간도 어둠으로 기록된다. 당연히

〈세월〉이다. 시계추의 왕복운동과 뜯겨나가는 일력 이미지를

보기’의 가치를 되묻는다. 아이들의 모습은 ‘발’에 가려 뚜렷하게

후자는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영상 속에는 가시성과 비가시성이

통해 일상의 시간을 형상화 시켜낸 현일영의 작품에서 영감을

보이지 않지만 덕분에 우리는 익숙한 장면을 새롭게 보게 된다.

중첩되어 있다. 카메라의 무능(찍히지 않은 무수한 순간들)과

얻어 작가는 ‘잡기장’을 선보인다. 하루 동안의 일상을 개별적인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작가는 자신의 이전 사진을

빛의 권능에 대한 메타포인 셈이다. 매체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사물들과의 만남으로 정리해 내면서 작가는 우리의 일상을

그림자, 빛, 색의 조합을 달리하여 보여줌으로써 ‘낯설게 보기’를

작가는 정해창의 《정물》시리즈를 재해석한다. 사물의 배치를

수많은 상징들의 조합으로 형상화시킨다.

실행해 옮긴다. 1세대 작가들의 고민은 단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통해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정물 작업이 대상이다. 정해창이
사물을 프레임 속에 집어넣음으로써 이미지를 구성했다면

정지현은 임응식의 〈나목(裸木)〉에 대한 오마주로 시작한다.

작가는 역으로 프레임 안의 사물을 끄집어내는 것이다. 물론 사진

〈나목〉은 한국전쟁 이후의 생활상을 사진에 담아내는데 몰두했던

이처럼 ‘New Generation’이라고 자신을 규정한 젊은 작가들의

속의 손은 사물을 배치하는 모습으로도 읽힐 수 있다. 그 점이

임응식의 대표작이다. 이 작품에 대한 오마주는 돈의문 뉴타운

시도는 한편으로는 당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고 예의

중요하지는 않다. 해석의 권리는 작가가 그렇게 했듯이 열려 있기

재개발 지역에서 촬영한 초록의 나무다. 정지현의 오마주가

바르다. 이들은 단지 기이하고 도발적인, 즉 시선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생활주의 리얼리즘의 개척자에게 향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의

위한 ‘전략적’ 새로움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오히려

이전 작업은 줄곧 우리 시대의 철거 현장과 재개발 지역에서

자기 작업의 새로움을 과거의 전통에서 끌어오고 있다. 꼼꼼히

김형식의 작업 역시 사진 매체에 대한 고민의 결과다. 《Studio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The Darkside》 역시

뜯어 살펴보면 전통 속에 모든 것이 있다. 어쩌면 이 8명의 바로

Practice》에서 작가는 사진이 보여주는 이미지가 근본적으로

우리 시대의 생태환경이라는 기존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선배 세대들은 한국사진의 전통에 관심을 갖지 않아서 몰랐거나

‘환영’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인다. 사진은 단지 사진가에 의해

그의 시선은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인 서해 5도의 군사시설물로

경시했기 때문에 자꾸 밖에서 작업의 자양분을 끌어오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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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평종 (미학, 사진비평)

There Exists Present in History

“ I adore history no matter how tainted it is
at the Gwanghwamun
Crossroad I am reminded of the muddy
northern gate and think of
the women doing laundry with the boiling
pot of lye on fire
by the stream next to the house of
Inhwan’s in-laws that is now filled up
And regard this dreadful era as paradise”
From Massive Roots by KIM Suyoung

New Generation—Sizak. An exhibition with this
somewhat ambitious title is participated by a total of
eight new artists. The only common factor that they
share is either that they have or are attending the
same school. Their projects have different themes
and vary in feature and types. Their methodology,
technic and format differ as well. Some artists focus
on everyday life, some scrutinize the nature of
media while some look into the metaphysical issues.
In other words, the questions these participating
artists ask come from many diverse sources. Does
this exhibition intend to present diversity? Sizak, is
it the Korean word for ‘start 시작(始作)’, or the word
meaning ‘experiment 시작(試作)’?
To understand the intention of this exhibition, one
must bear in mind that the works of the participants
are largely divided into two parts. The first part is
purely personal, the work derived by voluntary desire
for creation without any directions or requests. These
are literally private projects and thus the variety.
Secondly, works of all 8 of them are projects of
homage. That’s what makes this exhibition different
from any other special exhibitions. The title for the
second part of the project is ‘Homagination’. The
word is a combination of ‘Hommage’ paid to the
artists who came before them and ‘Imagination’ of
this young generation of artists. The aim may have
been to find the source of liberal desire to create
possessed by the young artists from the previous
work of senior artists and find the overlapping
point of the two generations. Yet these youngsters
wish to distinguish their generation from the elders
by titling the project ‘New Generation’. Their first
exhibition runs parallel with the homage paid to the
first generation photographers in Korea. Why is that?
What does it mean for artists who wish to separate
themselves from the previous generation to pay
their respects to the artists who were active almost
a century ago? What does it suggest to use past
projects as a milestone for the ‘New Generation’?
Their homage is paid to MIN Chung-Sik, SEO
Sunsam, SHIN Nakgyun, SHIN Chilhyun, LIMB
Eung Sik, JUNG Haechang and HYUN Ilyoung. They
were all pioneers of Korean photography scene
since photography was introduced in this country.
Although it is not necessary that we go through
every detail of their work, it must be noted that it
was from them that Korean photography culture
had started. They were the ones who started it all!!
SHIN Nakgyun was the first Korean to graduate
from a formal school of photography and paved
the way for photography education in Korea after
recognizing photography as the new culture ful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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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 JUNG Haechang was the first Korean to
put together an art photography exhibition while
MIN Chung-sik and HYUN Ilyoung conducted
various artistic experiments outside the framework
of studio photography. They were all ‘starters’. ‘New
Generation’ too declares this is a start.
Photography culture in Korea had faced many
adversities because it began with the Japanese
occupation. The colonial influence was only natural.
After the Korean War western photography had its
influence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Unfortunately
Korean photography culture only functioned within
the shadows of those influences. The first generation
photographers were long forgotten to the Korean
photographers who would turn to Japan and the
West for reference. They were only a ‘past’ to put
behind. Yet without that continuity with the past,
culture is merely a life isolated. If so, how can art
that express the life of a generation in its purest
form exist without the tradition? Today’s culture may
have gone through ups and downs and may have
experienced alienation in scales large and small but
it inevitably interacts with the tradition. From today’s
point of view it may seem crude and unrefined but
that too is part of our culture. Therefore it is natural
for the young artist who fiercely labor over their
projects to revert to the work of past artists and
reinterpret them in today’s perspective. In this way,
there is an intimat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projects of the young artists and the
homage projects. The eight artists each selected a
first generation artist as the subject of their homage.
They review how the artists from several decades
ago have resolved the issue that had troubled them
for long and pay their respects accordingly. It is their
duty as successors. Then let’s take a look at how the
projects have unfolded.
Bora SUNG who expressed the facial emotions of
the people in the form of lines in Contour has chosen
Self-portrait by SHIN Chilhyun. SUNG was interested
in seeing how SHIN who mastered photography as
an apprentice during the occupation period moved
away from producing portraits from client orders as
a vocation and shifted towards portraits that express
personal emotions. In fact in his Self-portrait series,
SHIN attempted to photographically express his
inner feelings. SUNG’s homage to SHIN took the
form of convincing a professional photographer
who runs a photo studio out in Pyeongtaek all his
life to take his own portrait. Artistic photography
may be a luxury for a man whom photography
was just a means of living. Yet just like SHIN who
was an apprentice, this elderly photographer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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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eongtaek too was able to express himself in the
end.
In Foresta, Taejoong KIM explores the possibility
of photographic media. He captures the series of
camera flash bursting in a dark forest to combine
photography with the features of video and expand
the realm of senses. Camera takes the image of the
forest momentarily illuminated by the light but the
video also documents those moments without light.
Of course the latter cannot be seen by the eye and
visibility and invisibility overlap in the video. It is
a metaphor on camera’s incompetence (numerous
moments that were not captured) and the power of
light. The artist who studies the potential in media
reinterprets JUNG Haechang’s Still-life series. His
target is still life, an image created by arrangement
of objects. While JUNG composed the image by
inserting objects into the frame, the artist on the
contrary extracts the images from the frame. Of
course the hand in the photograph can also be
seen as if it is arranging the objects. That is beside
the point. Just as the artist had done, the right to
interpretation is open to all.
The work of Hyungsik KIM too is the fruit of thoughts
on photographic media. In Studio Practice, the artist
accepts the fact that image shown in the form of
photograph is fundamentally an ‘illusion’. To him
photography is simply a part of the world selected
by the photographer and is an image transformed
into a flat surface. To assert these thoughts, the artist
reminds the viewers of the flatness obtained when
the studio space is transformed into a photograph.
Geometrical form (circles, rectangles) is colored to
overlap the space with flat surface. By doing so, the
‘flatness’ of the space we see is highlighted. For his
homage project, he chose the image by MIN Chungsik. KIM newly interprets MIN’s photograph that
express the shape of mountains using small objects
on the table by setting up a set at the studio to create
an oceanic scenery.
Familiar Scene Ⅱ is a study on the borderline of
familiarity and strangeness. The artist starts from
the thought that the usual surroundings of his
neighborhood may not be everything and captures
the strange unfamiliar night scenes repeatedly in the
form of photographs. In the course, the other side of
the familiar scenes is revealed. An utterly different
appearance of the streets remembered by our eyes
is created in this way. The artist suspects the shape
of the memory formed through the vision and shows
interest in the work of HYUN Ilyoung who regards
the eye of concept as important. From the Still-life

series, the artist chose the image of apples to pay
his homage to. The inside of the apple cut in half is
rotten. By exposing the decomposed inner side that
cannot be seen to the eye he overturns the notion
of apple that we had before. The artist believes the
message from this image of the apple says what you
see is not everything, that recognition of the shape
is only fragmental.
Another young artist Youngdon JUNG compares
the lives of contemporary men to those of the
insects that work restlessly. By describing people’s
busy life in a microscopic way shot from the top
of high rise apartments, the artist intends to return
the original meaning of ‘life’ to the ordinary days.
As days add up to a year and countless seconds
accumulate to become a day, the mundane everyday
life is gathered to be life. The project is a work of
recovering the just meaning of everyday life that
was once considered as trivial. The subject of
homage for this artist who explore the value of daily
life is The Days by HYUN Ilyoung. HYUN visualized
everyday life through the images of clock pendulum
swinging back and forth together with the ripped
off calendar. Inspired by HYUN, the artist presents a
‘journal’. By describing a day’s life as encounters of
individual objects, the artist visualizes our lives as a
combination of numerous signs.
Jihyun JUNG begins with an homage to The
Naked Tree by LIMB Eung Sik. The Naked Tree
is a well-known piece by LIMB who focused on
photographically capturing the post Korean War
days. The homage to this image is shown in the form
of a green tree photographed at the redevelopment
area of Doneuimun New Town. It is natural for the
homage to JUNG to turn to the pioneer of realism
in everyday life since his past work had always
focused on the demolition sites and redevelopment
areas of the contemporary world. His new work
The Darkside too stands in line with the issue of
ecological environment of our era. His eyes gaze at
the military facilities standing at the 5 islands of the
West Sea, near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The
artist projects the image of military facilities taken
during the day onto the same location to remind
the viewers of their specialness. Yet the military
facilities themselves are digitally removed from the
images shown through the projector. By replacing
the current state of tension with nature before
those military facilities were built, the artist raises
questions against the divided country we have right
now.
There is also a project paying homage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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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photographic scholar although there are no
immediate relations to the artist’s work. Changyu
KIM’s A Dull Complete Works takes the theme
of everydayness and gathers trivial events and
reassembles them as a whole. The project is a visual
report on the individual’s intimate life and there the
line separating events big and small vanishes away.
Everyday life comes together to create an immense
story called individual history. His work of homage
reinterprets CHOI Seung Hee’s portrait photographed
by SHIN Nakgyun. SHIN wrote the first Korean
photography textbook in the 1920s and set up the
foundation of photography education and to the
artists of ‘New Generation’ he is indeed a ‘Grand
Master’. Selecting the most famous image by this
Master as the subject of homage in itself is an act of
respect.
Youngjin YOO’s homage project too shows his
thoughts continuing from his previous works.
The three images presented in the exhibition, In
a Twinkle, Nowhere, and The Weathering all try
to break down the habitual perceptions through
new senses although each somewhat differ from
the other. In a Twinkle questions the link between
memory and shape, Nowhere contemplates on
the relationship of space and senses, while The
Weathering focuses on the influence of memory and
oblivion on perception. In the end the artist struggles
with the issue of how the world is perceived.
Thus his eyes are turned to a photograph by SEO
Sunsam. In this blurry image of the children hidden
behind the ‘screen’, the artist questions the value of
‘defamiliarization’. Although the children are shown
indistinctively because of the screen, thanks to that
we can look at a familiar scene with a fresh set of
eyes. Starting from such chain of thoughts, the
artist presents his past work in different shadows,
lights and combination of colors to defamiliarize the
images. The thoughts of first generation artists are
not relics of the past but are still valid in the present.

Declarative title of the exhibition should not
determine everything but the young artists are
proudly claiming that they are the beginning. The
grounds for their claim are found in the overlapping
parts of their work from the first generation Korean
photographers. It is yet to be seen whether the work
of these artists can in fact justify such confident
declaration. As they say, it is only the start. That is
why we must pay attention to their future actions.
They may stop at making arrogant assertion that
they will inherit the legacy of Korean photography
or they may develop into talented artists who are
internationally competent. There are more than
enough reasons to keep our expectations high. They
are already equipped with frank recognition of the
problems, respect for our history, and refreshing
attempts. Although the result is yet to be confirmed,
it appears as though they have started on the right
foot. After all, well begun is half done.

PARK, Pyung Jong (Aesthetician and
photography critic)

In this way, attempts made by the young artists
calling themselves a ‘New Generation’ are ambitious
yet cautious and civil. It is not their intention to
seek ‘strategic’ newness to draw attention with
something bizarre and provocative. Rather, they find
new features of their work from the past tradition.
Take a close look and one will find everything from
tradition. Perhaps the generation right before these
8 artists sought for sources of their projects from
outside because they had no interest in the tradition
of Korean photography or had simply neglected it.
That is why it is difficult to find some link between
their photographs and our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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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yu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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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yu KIM

시시한 전집 01
A Dull Complete Works 01, C-print
Dimensions Variabl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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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한 전집 04
A Dull Complete Works 04, C-print
Dimensions Variabl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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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yu KIM

시시한 전집 02
A Dull Complete Works 02, C-print
Dimensions Variabl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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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한 전집 20
A Dull Complete Works 20, C-print
Dimensions Variable, 2014

시시한 전집 27
A Dull Complete Works 27, C-print
Dimensions Variabl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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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yu KIM

시시한 전집 18
A Dull Complete Works 18, C-print
Dimensions Variabl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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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한 전집 16
A Dull Complete Works 16, C-print
Dimensions Variable, 2014

23

Changyu KIM

시시한 전집 13
A Dull Complete Works 13, C-print
Dimensions Variabl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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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한 전집 15
A Dull Complete Works 15, C-print
Dimensions Variabl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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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yu KIM

시시한 전집 12
A Dull Complete Works 12, C-print
Dimensions Variabl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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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한 전집 23
A Dull Complete Works 23, C-print
Dimensions Variabl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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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yu KIM

시시한 전집 26
A Dull Complete Works 26, C-print
Dimensions Variabl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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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한 전집 22
A Dull Complete Works 22, C-print
Dimensions Variabl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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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yu KIM

시시한 전집 10
A Dull Complete Works 10, C-print
Dimensions Variabl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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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한 전집 07
A Dull Complete Works 07, C-print
Dimensions Variable, 2013

시시한 전집 08
A Dull Complete Works 08, C-print
Dimensions Variabl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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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yu KIM

시시한 전집 03
A Dull Complete Works 03, C-print
Dimensions Variable, 2013

시시한 전집, 2013–2014
살다 보면 간혹 일상적인 것들은 그것이
익숙하다는 이유로 우리들의 관심사에 들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아니 사실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의식하지 않으며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대개의 크고 작은 문제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바로 그 일상적인
것들에서 시작되고는 한다.
그들의 이야기의 대개는 별다를 것 없는
시시한 이야기이다. 지나간 어제와 별다를 것 없는
오늘 그리고 막연한 내일에 대한 이야기이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일이 다들 그렇지 않은가
싶다. 별것 아닌 일에 화내거나, 돌이켜 보면 그
자신도 웃음을 금치 못할 정도로 유치하게 사랑에
빠지는가 하면, 또 아주 작고 하찮은 것들에
감동하거나 슬퍼하면서...
작업 《시시한 전집》은 이렇게 익숙하기
때문에 의식하기 힘든, 정말 하찮고 시시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에
대해서, 다만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작업이다. 시시한 사람들의
시시한 이야기를 하나, 하나 수집하여 그것들을
다시 정리하고, 결국에는 하나의 전집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작업의 지향점이다.
— 김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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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ull Complete Works,
2013–2014
We don’t often concern about daily
things because they are too familiar.
Actually we are not really conscious of
the things that are used to do. But the
most of small or big problems we have
in our life start from these daily things
that we do not concern.
They are just stories of yesterday
that already passed, today which is not
special and vague tomorrow. Thinking
this way, our life is similar to this. Angry
about a petty matter, get a childish
infatuation, impress or sad about
triviality...
Work A Dull Complete Works is
about consideration of our important
life that looks like trivial because it is so
familiar. I want to think meaning of the
life through this work. The aim of this
work is to collect a dull story of a boring
people and arrange them, and at the end
make a complete works of those.
— Changyu KIM

Taejoo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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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joong KIM

Foresta 07
Pigment print, 102×148c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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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joong KIM

Foresta 02
Pigment print, 102×148c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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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joong KIM

Foresta 06
Pigment print, 102×148c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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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joong KIM

Foresta 01
Pigment print, 102×148c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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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joong KIM

Foresta-reverse, Installation View
Pigment print with video projectio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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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joong KIM

Foresta 09
Pigment print, 88×148cm
2014

48

ʟ
┻
ᵰ

49

Taejoong KIM

Foresta-reverse
Installation, Mixed media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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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joong KIM

Foresta 08
Pigment print, 88×148cm
2014

Foresta, 2013–2014
빛.
나는 숲 속에서 빛을 찍어왔다. 나는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 뒤에서 인공광을 이용해
100번에 가까운 빛을 쏘며 뛰어다닌다. 셔터가
열려 있는 동안 카메라 보디는 삼각대 위에
고정되어 있지만 내 몸은 계속 움직인다. 그리고
카메라는 내가 만든 빛을 모두 기억한다.
나에게 숲은 나의 내면과 만나는 공간이다.
말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식물들로 둘러싸인다는
것은 철저하게 객관화된 타인들로 둘러싸인다는
것과 같다. 기후가 다른 지역에서 다른 형태로
자라는 식물을 만나면서 느끼는 감정도 다르지
않다. 숲은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는 길이다.
Foresta(라틴어) : 숲
Forest(영어), Forêt(프랑스어), Forst(독일어)

Foresta, 2013–2014
I have taken a light in a forest. I walk
and run behind my camera with
approximately 100 times lightings when
I make my artwork. My camera body is
fixed on tripod, but my physical body is
moving while the shutter is opened. My
camera remembers the all light that I
made.
A forest is the space which meets
my inner mind for me. Being surrounded
by silent and immobile vegetation is the
same as being surrounded by thoroughly
objectified people. Our emotion which
the person feels by encountering
vegetation in different shapes because
of different climates is not different.
A forest is the way which confirms what
happen in our mind.
Foresta(Latin) : Forest
Forêt(French), Forst(German)

Foresta-reverse, 2014

Foresta-reverse, 2014
설치 작업 〈Foresta-reverse〉는 사진 작업
《Foresta》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사진은 숲의
단면과 그 단면의 이면을 합성한 사진이다. 벽에
설치된 사진 위로 2장의 사진을 만드는 나의
행위가 담긴 비디오를 영사한다. 이 설치는 사진을
찍는 나의 행위와 그 시간을 담고 있다.
나에게 숲은 나의 내면과 만나는 공간이다.
말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식물들로 둘러싸인다는
것은 철저하게 객관화된 타인들로 둘러싸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나는 〈Foresta-reverse〉를
통해 숲의 이면과 내면의 이면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reverse(라틴어) : 이면, 배면
reverse(영어), revers(독일어),
reverso(스페인어)

Installation work Foresta-reverse is the
extension of my photography work
Foresta. The picture is a composite from
2 photographs which were taken from
reverse side in a forest. A projector
shows a video that the process to make
2 photographs on the picture. The
installation work includes my action and
the time for taking the photographs.
A forest is the space which meets
my inner mind for me. Being surrounded
by silent and immobile vegetation is the
same as being surrounded by thoroughly
objectified people. I hope that Forestareverse would be a new question about
the reverse of a forest and our inner
mind.
reverse(Latin) : reverse, revers(German),
reverso(Spanish)

— 김태중

— Taejoo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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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gsik KIM

Studio Practice – Blue Square
C-print, 150×120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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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 Practice – Red Square
C-print, 150×120cm, 2014

59

Hyungsik KIM

Studio Practice – Green Square
C-print, 150×120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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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 Practice – Red Mirror
C-print, 150×120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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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gsik KIM

Studio Practice – Blue Circle
C-print, 150×120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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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 Practice – Green Square 2
C-print, 150×120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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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gsik KIM

Studio Practice – Red Circle
C-print, 150×120cm, 2014

Studio Practice, 2013–2014
나는 사진에 관한 사진 작업을 한다.
나는 사진이 동시대의 감수성을 가장 잘
대변하는 매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진을
마치 언어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에 익숙하다. 사진은 아주 친숙한
것이면서, 동시에 매우 낯선 의미의 것이기도
하다. 나의 관심은 사진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것은 지금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이다.
사진은 거짓말이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사실 진실과는 상관이 없다. 그것은 선택된
일부분이고, 여러 가지가 중첩되고 반사된
이미지다. 흥미로운 것은 세상이 변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미지의 형태와 매체의 의미가
변한다는 것이다.
나의 작업은 이러한 현상을 관찰하고,
그것에 대해 질문하는 과정이다. 나의
스튜디오는 이미지를 생산하는 공장이자,
일종의 실험실이기도 하다.
— 김형식

Studio Practice, 2013–2014
My photography is on photography.
I think the photography is the best
medium that represents sensibilities
of contemporary world. We use
photography as language, and we see
the world through the photography.
Photography is a very familiar thing, at
the same time the thing has a strange
meaning. My interest is how the
photography influences to our lives, and
what it means now or how it is changing.
Photography is a lie. It looks like
real, but has nothing to do with the
truth. It is a selected piece, or an image
of reflected and overlapped of various
things. It is interesting that the form
of the image and the meaning of the
media keep changing as time passes and
technologies develop.
My work is the process of finding
and questioning about this phenomenon.
My Studio is a factory producing image,
and a laboratory of this process.
— Hyungsi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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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gsik KIM

Studio Practice – Quasi a due
60 photographs and 1-channel video
Inspired by the music by Kunsu SHI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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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gsik KIM

Studio Practice – Quasi a due
60 photographs and 1-channel video
Inspired by the music by Kunsu SHI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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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itude Continent
Diptych, C-print, 40×60c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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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gsik KIM

Altitude Ground
Diptych, C-print, 40×60c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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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itude Mountains
Diptych, C-print, 40×60c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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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gsik KIM

Altitude Star
Diptych, C-print, 40×60cm
2013

Quasi a due, 2013
이 작업은 재독 작곡가 심근수의 피아노 연주곡,
「Quasi a due」를 토대로 시작되었다.
이 곡은 두 사람의 연주자를 위한 60개의
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상에 나오는 사진들
또한 두 개의 나무 조각이 만들어 내는 60개의
형태들로 이루어져 있다.
연주자가 음을 다루는 방법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하는 것과 같이, 형태의 변화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낸다. 또한 나무 배경과 나무
조각은 같은 성질에서 비롯되어 닮았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
이 사진에 등장하는 나무 조각들은 나의
스튜디오에서 완벽한 연출을 돕기 위해 받침대
역할을 하는 사소한 사물이다. 나는 일상적이고,
소소한 사물이 만들어 내는 다양한 형태와
그것이 가져오는 의미 변화에 관심이 갔다.

Altitude, 2013

Quasi a due, 2013
I was inspired by the music for the piano
Quasi a due, composed by Kunsu SHIM.
Quasi a due is designed to be
played by two performers with 60 notes.
Photographs in the video are also made
up with 60 different forms with two
blocks of wood.
Like the meaning of the music is
changed by performer’s playing and
the change of form also makes a new
meaning. Besides, both objects and
background in the image are wood but
have different meanings.
Two blocks of wood are only used
as supports when I take a photography
in my studio. I focused on various
forms and new meanings from different
shapes that are made by nothing special,
everyday objects.

Altitude, 2013

비교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I think the idea of ‘Altitude’ is a human
centered philosophy.
From the viewpoint of universe,
everything exists it’s own place. From
the viewpoint of human, then the idea
begins which is higher or lower.
Maybe they could not be measured,
or could not be compared with.

— 김형식

— Hyungsik KIM

나는 ‘고도’라는 개념이 인간 중심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주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것은 자기
본연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인간의 기준에서 볼
때, 비로소 높고 낮음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어쩌면 그것은 측정될 수 없는 것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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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고선
Contour Lin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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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고선 29-1
Contour Line 29-1, Mixed media
29.7×24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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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a SUNG

등고선 29
Contour Line 29, Mixed media
29.7×24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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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고선 26-1
Contour Line 26-1, Mixed media
29.7×24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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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a SUNG

등고선 26
Contour Line 26, Mixed media
29.7×24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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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고선
Contour Line, Mixed media
29.7×24cm each,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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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고선 6
Contour Line 6, Mixed media
29.7×24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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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a SUNG

등고선 6-1
Contour Line 6-1, Mixed media
29.7×24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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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고선 16-1
Contour Line 16-1, Mixed media
29.7×24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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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a SUNG

등고선 16
Contour Line 16, Mixed media
29.7×24cm, 2014

등고선, 2013–2014
산의 형태를 표기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등고선에
흥미를 느낀다.
등고선에는 유기적인 선들이 나열되어 있고
산의 고도에 따라 색깔도 다르게 표시된다.
나는 등고선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선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산마다 다른 등고선을 갖고
있듯이 사람들도 각자의 감정의 선들이 있고,
그것들은 매우 유동적일 것이다. 또한 산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 지금의 형태가 되었다면,
인간은 자주 쓰는 표정에 따라 깊이 패인 주름을
갖는다. 나는 그 주름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매력적인 선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관찰하는 것은
본능이라고 느낀다. 그러나 그 감정들은
하나로 정의 내리거나 규정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엔 감정이라는 것은 복잡하고
방대하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관찰자가
되기로 했다.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목적이 있는
인물들을 관찰하고 인간 개개인이 보여주는
표정이나 행동에 대해 탐구할 것이다.
— 성보라

Contour Lines, 2013–2014
I am interested in a contour line which
is a method used for indicating the form
and height of a mountain.
A series of systematic lines are
lined up to form contour lines, which are
indicated in different colors according to
the elevation of each mountain.
I believe that these contour lines
share similar attributes of emotional
lines human beings have. Just as each
mountain has its own contour lines each
person has his/her own emotional lines,
which can be extremely fluid. In addition,
while mountains are scaled over long
period of time to take the present forms,
people develop their deep creases from
the frequently used facial expressions.
I believe that these creases are the most
attractive lines human beings possess.
I feel that it is part of our instinct
to observe the emotions of others.
However, these emotions cannot be
defined or described in one way. They
are too complex and massive to be
treated thus.
That is why I decided to become
a more incisive observer. I intend to
observe people who are in the same
environment and have identical goals
and explore the looks and gestures
revealed by each human being.
— Bora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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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jin YOO

The Weathering 01
Pigment print(with Acetone)
Dimensions Variabl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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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eathering 01
Pigment print(with Acetone)
Dimensions Variabl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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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jin YOO

The Weathering 02
Pigment print(with Acetone)
Dimensions Variable, 2014

96


᩠
ḣ

The Weathering 03
Pigment print(with Acetone)
Dimensions Variabl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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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jin YOO

The Weathering 04
Pigment print(with Acetone)
Dimensions Variabl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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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jin YOO

Nowhere – 88시 16분
Nowhere – 88H 16min
Inkjet print, 70×100c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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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here – 114시 39분
Nowhere – 114H 39min
Inkjet print, 70×100c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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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here – 91시 32분
Nowhere – 91H 32min
Inkjet print, 70×100c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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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jin YOO

Nowhere – 107시 17분
Nowhere – 107H 17min
Inkjet print, 70×100cm, 2012

The Weathering, 2013–2014
사람들은 사진 속의 기록된 이미지를 바라보며
그 장면을 자신의 ‘기억’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심지어 나조차도 어떤 장소나,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대곤 한다.
사진 속의 선명하고, 명료한 이미지의 힘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모습과 순간들도 선명할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나에게 인상 깊었던 장소들에서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내가 아예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 그 자리에 존재했지만 나는 볼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다. 기억은
머릿속에 입력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그 모습이
변한다. 그것이 점점 지워져 사라지는 것이든,
다른 기억들과 점점 뒤섞여 새로운 것이 생겨나든
사진처럼 명료한 이미지는 아닐 것이다. 불완전한
기억 이미지는 사진과 마주하는 동시에 어느
정도 지워진 부분이 채워지기도 하지만, 그것도
순간일 뿐이다. 우리의 기억은 끊임없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지워지며, 사라진다.

Nowhere, 2012–2013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공간들은 개인의 소유권이
명확한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모든
공간을 물리적, 혹은 감정적으로 가졌다고 믿는다.
하지만 공간은 끊임없이 사람들 속에서 공유된다.
사람들은 공간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사적인 공간을 찾으려 애쓴다.
나는 온종일 제자리에서 시간대를 나누어
촬영했다. 시시각각 변하는 빛의 모습들, 그에
따라 변하는 그림자들을 지켜봤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분위기와 색들을 나의 모든 감각에
의존하며 포착해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한 장의 사진에 조합하는 작업을 해왔다. 한순간에
담을 수 없는 빛과 긴 시간이 조합된 이 공간은
세상에 존재하면서도 또한 존재하지 않는 곳이
되었다.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지만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 존재하지만 동시에 부재한
장소. 그것이 나의 ‘NOWHERE’이다.
— 유영진

The Weathering, 2013–2014
Picture is the record of passed things or
disappeared things. People are saying
that pictures are their memories. Even
myself, I take pictures to remember some
places and the moments. The power of
image makes me think my memories
will be as clear as the pictures. I felt and
thought about the things that I couldn’t
recognize or see while I was working in
the places where were special to me.
And I asked myself that those pictures
can surely replace all the memories. I
believe that memories are keep changing
as soon as it is put on our brain. Whether
it is faded and disappeared or be created
by mixing up with different memories,
it can’t me a clear image as a picture.
Unsettled memories can be filled up
a bit with the pictures but it’s only for
a little moment. Our memories are
keep draining, breaking, expiring, and
disappearing.

Nowhere, 2012–2013
In this world, all places are seemed
to have ownership clearly, but it is
not. People believe that they own the
places physically or emotionally, but
the places are shared endlessly. People
misunderstand that they can own any
places so they try to find out a private
place.
I shoot this picture in one place
with various time for all day. I could felt
changes of the light and by changing
the light, I could also felt changes of
shadows minute by minute. As time
went by, by relied on my sensitive sense,
I captured the changing air and color.
Finally, I mixed everything I shoot in
one picture. This place which contains
a combination of light and long period
of time became not existing place but
existing. This place can be felt by sense
but does not exist in this world, absented
place. It is called ‘NOWHERE’.
— Youngjin 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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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here – 150시 57분
Nowhere – 150H 57min
Inkjet print, 70×100c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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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jin YOO

고은비의 3-2

권지은의 3-2

김선일의 3-2

김신애의 3-2

김용운의 3-2

김정호의 3-2

김환희의 3-2

노경용의 3-2

문태성의 3-2

민현주의 3-2

박선이의 3-2

박수진의 3-2

박용우의 3-2

박형용의 3-2

손영찬의 3-2

양신모의 3-2

엄영경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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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jin YOO

In a Twinkle
Acrylic print, 6×10cm each
2013

오세련의 3-2

유동현의 3-2

유영진의 3-2

유한솔의 3-2

윤초혜의 3-2

이예슬의 3-2

이윤미의 3-2

이윤주의 3-2

이주영의 3-2

임준영의 3-2

임하나의 3-2

최재혁의 3-2

최준용의 3-2

최학수의 3-2

한수민의 3-2

홍성민의 3-2

황열음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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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jin YOO

In a Twinkle
Acrylic print, 6×10cm each
2013

In a Twinkle, 2013

In a Twinkle, 2013
나는 나의 고등학교 졸업앨범 사진을 보다 문득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일일이 전화를 했다. 나는 친구들에게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의 이름을 아무것도 보지
않은 채로 기억나는 만큼만 말해달라고 했다. 그중
한 친구는 아무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때가 잘 기억이 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억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내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내가 같은
반이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 했다.
사진을 보면서 사람들은 기억한다.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사진을 기억이라고 얘기한다. 같은
반 친구들의 기억 속에는 38명 모두가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름과 얼굴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이가 있었고, 존재했다는 사실만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었다. 몇몇은 각자의 기억 속에서 이미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각자의 분열된 기억들
속에서 단체 사진 속의 반은 모두 해체되었고,
이젠 하나일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개인이
기억하는 반의 부분들을 모아서 하나의 반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다.
— 유영진

I looked at my high school graduation
photo book and found out all the contact
numbers of my classmates and called
each of them. I asked my classmates
to tell me all the friends’ names only
as they remembers. One of my friend
said that she can’t remember any of our
classmates. She also said that she can’t
remember her high school time and also
doesn’t want to remember that. She
couldn’t even remember that I was in the
same class with her.
People remind their memories by
looking through the pictures. So we
easily say pictures are our memories.
In my friends’ memories, all the 38
friends were existed but there are some
who remembers all the faces clearly
but also some who only remembers
part of it. Some who remember only
their existence and erased most of their
memories. In those cracked memories,
the class in the group picture is all
scattered and can’t be joined as one.
Therefore I gathered all individual pieces
of memories to make a whole class
again.
— Youngjin 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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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 더미들
Ants – Piles, Pigment print
30×24c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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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don JUNG

개미 – 개미-1
Ants – Ants-1, Pigment print
30×24c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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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 개미-2
Ants – Ants-2, Pigment print
30×24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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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don JUNG

개미 – 떨어지는 나뭇잎들
Ants – Falling Leaves, Pigment print
100×80c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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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 개미-3
Ants – Ants-3, Pigment print
100×80c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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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don JUNG

개미 – 개미-4
Ants – Ants-4, Pigment print
100×80c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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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 개미-5
Ants – Ants-5, Pigment print
75×60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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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don JUNG

개미 – 개미-6
Ants – Ants-6, Pigment print
75×60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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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 꽃들
Ants – Flowers, Pigment print
100×80c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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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don JUNG

개미 – 개미-7
Ants – Ants-7, Pigment print
100×80c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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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don JUNG

개미 – 빛 무리
Ants – A flock of light, Pigment print
30×24cm, 2014

Ants, 2013–2014

개미, 2013—2014

운율을 만들어낼 것인가.

The rhythm made by all different human
beings in the same space. This is the
scenery which we can see the top of a
high-rise apartment. From there, the
people move in each several attire and
steps. I caught particular patterns from
it. There is gathering and scattering of
diverse crowds. There is also an image
of concentration and dispersion from
their own bodies in detail. That images
show the people’s lives and their body
direction. Like the dust falls which scatter
away when it becomes dry, people’s
movements are also hard to form a clear
outline.
The image which disappears of our
sight as soon as we take is crumpled like
a clod of dirt in our hands. If the frame—
the photo disappear the particle—a
lot of images would be scattered in all
directions. Then where and what rhythm
of images the particle can make?

— 정영돈

— Youngdon JUNG

다양한 인간들이 한 공간 안에서 만들어내는 운율.
고층 아파트 꼭대기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높은 곳에서 바라본 인간들은 각자의 차림새와
보폭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다 반복적인 패턴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크게는 다양한 군중들의 모임과 흩어짐이
있고, 좀 더 세밀하게는 그 각자의 신체가 내뿜는
집중과 분산의 이미지가 있다. 그 이미지가
드러내는 것은 군중들의 삶과 몸체의 방향성이다.
그러나 물기가 사라지면 어딘가로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 흙처럼, 그들의 움직임도 하나의
분명한 윤곽으로 잡히지는 않는다.
찍는 순간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는
이미지들은 한 장의 사진 속에서 간신히 손에 쥔
흙덩어리처럼 뭉쳐져 있다. 사진이란 프레임이
사라진다면 이 이미지의 입자들은 금세 다른
곳으로 흩어져버릴 것이다. 그렇다면 저 이미지의
알갱이들은, 또 어느 곳에서 어떠한 이미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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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yun JUNG

The Darkside 03
Pigment print, 125×155cm
2013

132

ᱴ
ḟ
⩣

133

Jihyun JUNG

The Darkside 04
Pigment print, 125×155c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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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yun JUNG

The Darkside 02
Pigment print, 125×155cm
2013

136

ᱴ
ḟ
⩣

137

Jihyun JUNG

The Darkside 01
Pigment print, 125×155c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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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Site Dreg 05
Pigment print, 90×70c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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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yun JUNG

Construction Site Dreg 03
Pigment print, 90×70c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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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Site Dreg 01
Pigment print, 90×70c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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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yun JUNG

Construction Site Dreg 02
Pigment print, 90×70c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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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Site Dreg 04
Pigment print, 90×70c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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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yun JUNG

Construction Site Dreg 12
Pigment print, 90×70cm
2012

The Darkside, 2013 (Work in progress)
〈The Darkside 01–04〉는 북한과 인접한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의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군사지역을 촬영한 것이다.
백령도의 잔존 군사시설물은 한국전쟁 휴전
이후 직접적으로 활용된 사례가 없다. 때문에
군사시설물은 60년 동안 지속된 대치상태를
함의하면서도, 역으로 잠정적인 평화를 상징하는
양가적 대상이 되었다.
《The Darkside》는 이러한 군사시설물
위에 프로젝트를 영사하여 촬영한 평면 이미지
작업이다. 주간에 촬영한 군사시설물을 동일한
구도에서 영사하여 시간적인 배경이 다른
두 개의 이미지가 중첩된다. 이 때 주간에 촬영한
즉, 프로젝터로 영사하는 이미지는 수작업–
포토숍을 통해 군사 시설물을 제거했다. 따라서
영사된 이미지에서 군사시설물은 그것이 거기
있다는 걸 알아보기 힘들 만큼 숨어 있다.

The Darkside, 2013 (Work in progress)
The Darkside 01–04 is about military zones
such as Baengnyeongdo (island) and 5
islands in West Sea where civilian’s access
is prohibited. Residual military facilities
have never been directly used since Korean
War. Thus these military facilities became
double targets symbolizing peace while they
contain military confrontation what has been
persistent for 60 years.
The Darkside is a plane work which is
photographed by projecting it onto military
facilities. 2 images with different time
background are overlapped by projecting
military facilities photographed during
daytime by same structure. In this case,
for the image taken during daytime i.e.
the projected one, its military facilities
are removed by Photoshop manual work.
Consequently military facilities in the
projected image are hidden enough to
hardly recognize that they existed there.

Construction Site Dreg, 2012

Construction Site Dreg, 2012
공사현장은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잠시
존재하는 공간이자 우리가 접근할 수도 없고
인지할 수도 없는 단절된 공간이다. 나는 이러한
단절된 도시화의 공간인 공사현장과 철거현장을
관찰하며 탐사한다. 이러한 탐사는 성장이라는
맹목적인 도시화의 질주를 끝내고 우리가 사는
터전을 되돌아보는 시점을 겨냥한다.
공사장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남은 잔여물들을 수집하고 촬영하였다.
잔여물들은 모두 건축물이 완공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정 부분 기능하였지만 완공과
동시에 기능성을 잃어버리고 폐기된다. 이들은
잔여물로서의 형태를 일정기간 유지한 뒤,
다시 재분류 및 가공되어 또 다른 기능을 위한
새것이 된다. 나는 바로 그 순간 그 잔여물들이
생명력을 얻고 완벽한 객체로 탄생된다고
생각한다.
건축에 사용되는 자재들은 나름의 기능을
가지며, 대부분 건축물을 구성하는 부분이
된다. 하지만 그 일부가 잔여물이 되어 폐기,
분류되고 또다시 새로운 자재들로 탄생하는
순환구조는 도시의 순환과 닮아있다. 기능주의가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만들어낸 이들 잔여물은
쓰레기가 아닌 자유로운 형태를 갖고 있는
‘기능주의의 오브제’라 생각한다.
— 정지현

My work is about the space of urbanization
which is normally not seen nor approached
by the public. The spaces portrayed in my
photography are of temporal construction
spaces or of abandoned buildings.
Thus, these venues can be considered
as disconnected spaces which are in
the temporary phase of construction or
deconstruction. I explore and focus on
these isolated spaces of urban development
to have us question the reckless speed of
urbanization and to reflect on our living
environment.
Building materials have their own
function and usually remain as part of the
building. However, sometimes the materials
are disposed, re-classified and then recycled
as new materials. These remnants from
the construction sites have become a good
subject for my photography. Although the
residues were partly functioning until the
architecture is completed, they are disposed
upon completion of construction, losing
their functionalities and then are re-classified
as a different object. However, I think this is
the moment of rebirth to integral perfection.
Remnants are the result of unforeseen
calculation of functionalism but I consider
them not as garbage, but as objects of
functionalism without any fixed formats.
— Jihyun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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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iar SceneⅡ, Location Root
2014.1.10 – 2014.3.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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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iar SceneⅡ
Pigment print, Dimensions Variabl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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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iar SceneⅡ
Pigment print, Dimensions Variabl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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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iar SceneⅡ 25
Pigment print, Dimensions Variabl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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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EUN

Familiar SceneⅡ 27
Pigment print, Dimensions Variabl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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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iar SceneⅡ 29
Pigment print, Dimensions Variabl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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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EUN

Familiar SceneⅡ 30
Pigment print, Dimensions Variabl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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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EUN

Familiar SceneⅡ 33
Pigment print, Dimensions Variable
2014

Familiar SceneⅡ, 2013–2014
나에게 고향이라는 곳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20년간 20곳의 집을 이사를 다니며 길게는 2년,
짧게는 일주일간 살았던 집들을 생각해 보았다.
고향이라는 것이 ‘태어나 자란 곳’이라는데 나는
태어나서 자란 곳이 너무나 많았다. 매번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 적응해야 했고, 적응하고 정이 붙을
즈음이면 또 새로운 곳으로 이사해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나만의 고향을 만들기로 했고, 지금
이곳 종로구 원서동에서 고향을 찾는 여정을
다시 시작한다.
눈앞에서 보고 있듯이 또렷하게 떠오르는
기억, 감각 또는 이름과 같은 것들이 과연 익숙한
것일까. 나는 반대로 그것은 불특정한 형태로,
말로 표현하기는 힘든 오직 나만이 기억하는
무언가라고 생각했다. 원서동은 낮과 밤의 모습이
확연히 구분되는 동네다. 한낮에는 관광객과
회사원들이 붐비지만, 저녁 9시면 원서동은 동네
전체가 잠이 든다.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이전의
동네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른 곳이었기 때문에
원서동이 잠드는 그 시간대가 나에게 너무나
매력적이었다. 그렇게 나만이 알 수 있는 밤의
원서동의 모습을 담기 위해 매번 같은 코스로 밤
산책을 했다. 밤길을 걸으며 만나는 원서동의
모습은 결코 같은 원서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3달간의 산책 도중 찍은 30여 장의 같은 곳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겹쳐내며 익숙함에 가까워져
가는 원서동의 이미지를 만들었다.
— 바른

Familiar SceneⅡ , 2013–2014
It seems like there never existed my
Hometown for me. I reminded 20 houses
I have lived for 20 years which is I lived
for couple of years or even only a week.
Hometown means ‘Where I born and
raised’ but I have so many of those. I had
to adapt to strange spaces every time
and I had to move out to another space
when I begin to feel I’m comfortable to
the space. So I decided to make my own
hometown and I re-begin a journey to
find it in here Wonseo-dong, Jongno-gu.
Like memories, feelings and names
seeing clearly with our own eyes are
what we can call familiar. I thought
differently like familiarities might be
unspecific figures and hard to express in
verbal. Wonseo-dong has very different
image between day and night. It is very
crowded with travelers and company
employees in the day time but after 9pm
entire of Wonseo-dong fell asleep.
I attracted to that night time of this place
because it is totally different with the
place where I have lived before. So
I began to take a walk in same course to
collect the images of Wonseo-dong that
only I can recognize. I realized it is not
the same place every time I took a walk
in same route of Wonseo-dong. In the
time of 3months with walking Wonseodong, I took a picture of 30 different
places and overlapped those images one
by one to make an image that appears to
be closer to a familiarity.
— BAR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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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Nakgyun
Changyu KIM

춤추는 여인 02(After 신낙균)
Dancing Lady 02(After SHIN Nakgyun)
Inkjet print, 65.3×53.5cm, 2014

춤추는 여인(After 신낙균), 2014
故 신낙균 작가가 남긴 〈무희
최승희〉(1930년대)를 보면 당시에 그가
생각했던 사진관, 내지는 본인의 미학을 확연히
느낄 수 있다. 작가는 본인의 저서 『1920년대에
쓴 최초의 사진학』에서도 기술했던 것처럼
촬영자(사진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는
당시의 틀에 박힌 초상사진과 사진가의 자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초상사진이란 수동적인 자세로 전신
내지는 상반신을 그저 복사하듯 촬영하는 것이
아닌, 초상사진에 담기는 인물의 개성을 잘
살려줄 수 있는 의상, 소품, 동작 등을 촬영자가
결정해야 하며, 또한 나름의 볼 것(아름다움)을
충족시켜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신낙균 작가가 남긴 사진들과 저서를
읽은 후 아무것도 없던 허허벌판에서 기계적이며
수동적인 입장의 사진적 자세를 지양하고
개성적이며, 능동적인 본인의 사진미학을
정립한 작가에게 존경심을 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때문에 이번 작업에서 그가 남긴
사진을 그저 답습하는 것이 아닌 내 나름대로의
주관과 미학으로 작가의 사진을 현대에 맞추어
재해석해보았다.
— 김찬규

Dancing Lady(After SHIN
Nakgyun), 2014

신낙균, 무희 최승희 SHIN Nakgyun, Dancer CHOI Seung Hee, 193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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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 여인 03(After 신낙균)
Dancing Lady 03(After SHIN Nakgyun)
Inkjet print, 65.3×53.5cm, 2014

춤추는 여인 01(After 신낙균)
Dancing Lady 01(After SHIN Nakgyun)
Inkjet print, 65.3×53.5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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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Nakgyun
Changyu KIM

By seeing Dancer CHOI Seung
Hee(1930s) taken by SHIN Nakgyun,
can understand his thinking about
his aesthetic of photography. To his
book The first photography written
in 1920, it seems like he had negative
view of attitude about photographer
and stereotyped portrait photography
that didn't have active involvement
of photographer. He said portrait
photography is not just shooting whole
body or upper body passively but
showing characteristic of the model by
selecting proper costume, prop, and
gesture. Also it has to implement the
attractiveness.
Reading his book and seeing his
photos, I didn’t just imitate his work but
I reinterpreted it in modern way with
my opinion on my homage work. This
homage work is to show respect to him
about rejecting mechanical and passive
attitude of photography and setting his
own individual and active esthetic of
photo.
— Changyu KIM

Re-Moving(After 정해창), 2014
예술과 기록. 정해창은 사진의 두 가지 역할에
대해 고민했다. 정물, 자연, 불교 등의 연구 분야를
사진으로 풀어냈던 그는 20세기 한국 예술가로서
매 순간 선구적이었다.
〈Re-Moving〉은 사진 속 정물을 사진
밖으로 꺼내는 행위를 담고 있는 작업이다.
정해창의 정물 사진 작업에 놓였던 소재들을
사진 프레임 바깥으로 빼내는 것은, 사진이라는
매체에 대한 그의 고민과 관련되어 있다. 20세기
초반에 사진의 예술적 가치를 발견하고, 끊임없이
연구하여 세상에 내놓았던 그의 움직임들은
여전히 영감을 준다. 〈Re-Moving〉이라는
사진 작업이 그의 치열했던 질문들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김태중

Re-Moving(After JUNG Haechang),
2014
Art and document. JUNG Haechang
concerned with the roles of photography.
He always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photography of still life, nature and
Buddhism in 20th century.
Re-Moving includes an action for
removing the objects. Taking JUNG’s
materials out of the picture relates to his
agony of photography. His discovery of
values in photography in the early 1900s
still inspires us. I hope Re-Moving can
remind his intense questions.
— Taejoong KIM
정해창, 정물3 JUNG Haechang, 영문제목, 1929–1941

168

ʟ ᱴ
┻ ⧓
ᵰ ₜ

Re-Moving(After 정해창)
Re-Moving(After JEONG Haechang)
Inkjet print, 53.5×65.3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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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Haechang
Taejoong KIM

민충식, 창가의 정물 MIN Chung-Sik, 영문제목, 1910–192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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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Chung-Sik
Hyungsik KIM

Seascape 0291(After 민충식)
Seascape 0291(After MIN Chung-Sik)
C-print, 25×35cm, 2014

Seascape(After 민충식), 2014
나는 한국 초기 사진가 민충식의 작업을 통해
사진과 근대성에 대한 연결고리를 생각해 보았고,
동시대에 있어 사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고민해 보았다.
이전까지의 사진 매체는 기록을 위해 존재해
왔다. 현실을 기록하는 것은 사진가에게 주어진
소명이자, 목적과도 같았다. 동시대의 사진 매체는
단순히 보이는 것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면에 또 다른 것들을 담기 시작했다. 이제
사진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그 자체로 온전할 수
없게 되었다.
〈Seascape〉 작업은 언뜻 보기에 바다
풍경을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다. 동시대에 사진 이미지는
보다 복잡하고 추상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다.
— 김형식

Seascape(After MIN Chung-Sik),
2014
From the works of MIN Chung-Sik, an
early photographer in Korea, I tried to
find the connection between modern
photography and modernity, also the
role of photography in contemporary.
Historically,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photography
was to record of the real world. In
contemporary, photography is not
only documents of something, but
also includes different meanings. The
image shown in photography cannot be
complete in itself.
This work looks like seascapes,
however, there is another story behind
the image. Photography in contemporary
is being complicated and abstract.
— Hyungsi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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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cape(After 민충식)
Seascape(After MIN Chung-Sik)
Video Still Cu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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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Chung-Sik
Hyungsik KIM

Seascape0003, 0036, 0192(After 민충식)
Seascape0003, 0036, 0192(After MIN Chung-Sik)
C-print, 25×35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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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화상을 만드는 방법(After 신칠현)
How to create a self-portrait(After SHIN Chilhyun)
Working not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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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Chilhyun
Bora SUNG

자화상을 만드는 방법(After 신칠현)
How to create a self-portrait(After SHIN Chilhyun)
Photograph for documentatio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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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화상을 만드는 방법 – 스케치(After 신칠현)
How to create a self-portrait – Sketch(After SHIN Chilhyun)
Inkjet Print, 43.5×46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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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Chilhyun
Bora SUNG

자화상을 만드는 방법 – 예술사진관 정영준
How to create a self-portrait – JUNG, Young Jun in
Art photo studio(After SHIN Chilhyun)
Inkjet Print, 63×76.5cm, 2014

자화상을 만드는 방법(After 신칠현),
2014
신칠현 작가의 《자화상》시리즈가 나에게
흥미로운 점은 그는 도제 식으로 사진을 배우고
상업사진관의 사진가이면서 예술가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카메라를 자신을
탐구하는 거울로 사용해 자화상을 촬영했다.
사진 속에서 그는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
보였고, 또한 예술가로서 자신의 세계를 만들고
기록하는 한 인간으로 남겨지길 원했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에 호기심이 생겼고,
그와 같은 사람을 관찰하고 싶었다. 신칠현과 같은
태도를 가진 사진사가 이 시대에도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제발 있어주기를 바랐다.
평택에 있는 ‘예술사진관(사진관명칭)’은
내가 가장 원하던 사진사를 만난 곳이다.
요즘 시대의 사진관의 사진사와 가장 다른 점은
그는 그의 사진관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얼굴만
찍는다는 것이다. 그는 그것이 사진사의
철학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그가 1920년대에
있었다면, 신칠현과 같은 태도를 지닌
인물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스스로 자화상을 촬영할
것을 부탁했고, 그 과정을 함께 했다. 30년 이상
사진관을 운영한 그의 얼굴에서는 한 남자의
자아에 대한 애정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다.
— 성보라

신칠현, 자화상 시리즈 01 SHIN Chilhyun, 영문제목, 192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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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칠현, 자화상 시리즈 02 SHIN Chilhyun, 영문제목, 192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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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Chilhyun
Bora SUNG

How to Create a Self-portrait(After
SHIN Chilhyun), 2014
The most interesting aspect of the
Self-portrait series by artist SHIN
Chilhyun is that he studied photography
through apprenticeship, worked as a
photographer at a commercial photo
studio, and held an artistic approach.
He took self-portraits using a camera
as a mirror for self-exploration. In his
photos, he revealed his confidence of
his appearance and reflected his desire
as an artist to remain as a human being
who creates and records his own world.
I was intrigued by his appearance
and wanted to observe people who
were like him. I thought there must be a
photographer who has the same artistic
approach as SHIN. I desperately hoped
there would be one.
The ‘Art Photo Studio’ in Pyeongtaek
is where I met the photographer I most
wanted to meet. What is most unique
about this photographer compared to
other commercial photographers is that
he only takes facial pictures of people
who visit his studio. He thinks it is his
philosophy as a photographer to do so.
If he had lived in the 1920s, he would
have been a figure who holds the artistic
approach of SHIN Chilhyun.
I asked him to shoot his selfportrait and watched him throughout the
process. I was able to sense his love and
confidence for his selfhood from the face
of this man, who has been operating the
studio for over 30 years.
— Bora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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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ary Filter 01(After 서순삼)
Elementary Filter 01(After SEO Sunsam)
Images from the installatio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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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 Sunsam
Youngjin YOO

Elementary Filter(After 서순삼)
Elementary Filter(After SEO Sunsam)
Images from the installation, 2014

Elementary Filter(After 서순삼), 2014
‘낯설게 바라보기’는 사진을 배워나가는 초기에
시도하는, 좋은 사진을 찍도록 이끌어주는 방법의
하나다. 보통 우리는 사진을 찍으며 무의식중에
새로운 것들, 낯선 대상에서만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분명히 익숙한 것들에도
낯선 감정을 유발하는 무언가를 발견하기
마련이다. 물론 매일 익숙하게 보는 것들을 낯설게
바라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내가 확언할
수 있는 것은 익숙한 것을 ‘낯설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사진을 찍는다.
서순삼 선생님의 ‘발 뒤의 아이들’이라는
사진은 ‘낯설게 바라보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선생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의
상황은 굉장히 불안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많은
사진가들은 그 시대를 기록하는 작업을 했지만
서순삼선생님은 조금 달랐다. 선생님은 오로지
본인의 미적 탐구에 집중하며 사진 작업을
해오셨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런
선생님의 노력이 이 사진에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한다. 사물을 직접 보여주기보다 조금 새롭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표현하려 하셨을 것이다.
나는 대상을 낯설게, 새롭게 바라보는
의미에서 나의 이전 작업의 프로세스 중의 일부를
가지고 오마주 작업을 진행했다. 같은 장소라도
시간에 따라서 수많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자,
빛, 색의 조합은 정말 무궁무진하다. 나는 다양한
시간대의 사진을 OHP 필름에 프린트했다. 그리고
각각의 사진들을 ‘필터’로 사용하여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조합해볼 수 있게끔 라이트박스를
설치했다. 똑같은 장소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하며
섞이는지, 또 얼마나 다른 느낌과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직접 조합해보며 사진을 찍을 때에 ‘낯설게
바라보기’가 얼마나 중요한 단계인지를 보여주고
싶다.
— 유영진

서순삼, 무제(발 뒤의 아이들) SEO Sunsam, 영문제목, 195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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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 Sunsam
Youngjin YOO

Elementary Filter(After SEO
Sunsam), 2014
‘Looking in a strange way’ is one of
the good ways to take a high quality
pictures for the beginners. Normally we
think that the high quality pictures are
only coming from a strange object in the
unconscious moment, but it is quite easy
to find out the strange feeling within the
usual life. For sure, it is not easy to look
into the usual things in a strange way
but this is the thing that I can certainly
say that the person who can take a high
quality picture is the one who can find
out the strange thing out of the usual.
The picture called Children Behind
the Wooden Blind by SEO Sunsam
is representing the theory of looking
in a strange way the most. The social
situation when SEO was working on his
works was very unsettled. Therefore,
most of the photographers at the time
only work to record the history but SEO
worked only focused on his artificial
inquiry. And in my point of view, this
photo shows the most of his effort. He
might have tried to present the object
in a different way rather than showing it
directly.
I used some of my past works to
create an homage in the point of looking
at the object in strange and different
way. I let them to mix and combine those
pictures which were taken in different
timing to find out how differently a
same place can be changed. By this
experience, we can think about ‘look in
different way’ again.
— Youngjin 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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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기장(After 현일영), 참여자들이 적은 시간과 제목
Jabgijang(After HYUN Ilyoung)
Participants wrote down time & titl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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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 Ilyoung
Youngdon JUNG

잡기장–하루(After 현일영)
Jabgijang–Day(After HYUN Ilyoung)
C-print, 25.4×20.3cm, 2014

잡기장–하루(After 현일영), 2014
현일영 작가의 작품 〈세월〉에서 받은 인상은
무한히 지속되는 시간과 동시에, 달력이나
시곗바늘이 1이라는 숫자로 돌아갈 리셋으로의
질주였다. 어쩌면 세월이란 단순히 흘러가거나
지나온 시간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몇 년이 지나고 해묵은 일기장들을 보면
참으로 재미있으면서도 부끄럽다던 우리의 회상.
그것은 현일영 작가의 해묵은 프린트를 보면서
왠지 모를 애수와 함께 천천히 스며들듯 다가오는
불편한 심정과도 유사하다.
잡스러운 일기장, 잡기장. 각자의 삶의
자취를 하루의 시간 동안 새겨보고자 잡기장
프로젝트는 사진일기 릴레이로 2달간 진행되었다.
한 번에 9명씩 3번을, 각 참여자는 2일간 4장의
사진을 담을 수 있었다.
— 정영돈

JabgiJang–Day(After HYUN
Ilyoung), 2014
What I realized from The Days taken
by HYUN Ilyoung is the time which
continues infinitely and running for reset
like a calendar or clock which always go
toward 1. Maybe time doesn’t always
mean the years which flow away or the
passing year.
That feelings something sad, funny,
and even sometimes shameful and
awkward when we read our old diary are
very similar to the feeling from an old
print of Il Young Hyun.
‘JabgiJang’. The diary full with all
sorts of trivial things. The project that
people leave the course of their lives
with their special symbols went off for
2months in order. It worked three times
and nine people at each one time. And
each participant took 4 photos during 2
days.
— Youngdon JUNG
현일영, 세월 HYUN Ilyoung, 영문제목,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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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기장–하루–잡았던 줄기(After 현일영)
Jabgijang–Day–Grabbed Trunk(After HYUN Ilyoung)
C-print, 25.4×20.3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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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 Ilyoung
Youngdon JUNG

푸른 나무(After 임응식), 2014
임응식 작가는 작품 〈나목〉에서, 화재로 인해
죽어버린 나무를 앙상한 겨울나무를 뜻하는
나목이라 부르며 나무가 다시 살아나기를
염원했다. 나는 나의 〈나목〉을 찾아다녔고, 돈의문
뉴타운의 철거 현장에서 녹색 천으로 된 펜스
근처에 있는 나무를 발견했다. 나는 철거 공사로
곧 사라져버릴 이 나무와 철거 현장의 녹색 천을
구성적으로 배치해 촬영했다. 나무의 일부가
펜스의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자라고 있는 모습은
생명에 대한 갈구로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나의
염원을 담아 푸른 나무 〈Green Tree〉라 이름
지었다.
— 정지현

Green Tree (After LIMB Eung Sik),
2014
The artist, LIMB Eung Sik, wished from
an artwork Naked tree that fire-caused
burn tree becomes alive again calling it
naked tree which means skinny winter
tree. I traveled looking for my Naked Tree
and found it around fence wrapped with
green cloth at demolishing site of New
Town in Donuimun.
I took a picture for the tree which
is supposed to disappear due to
demolishing work by laying green cloths
systematically. I felt a yearning for life
from a landscape where some of the tree
is climbing over opposite site. Thus I
named it Green Tree expressing my wish
for the tree.
— Jihyun JUNG

임응식, 나목 LIMB Eung Sik, Naked tree,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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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나무(After 임응식)
Green Tree(After LIMB Eung Sik)
Pigment print, 116×135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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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B Eung Sik
Jihyun JUNG

현일영, 무제(사과) HYUN Ilyoung, 영문제목, 1956–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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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 Ilyoung
BAREUN

무제(사과)(After 현일영)
Untitled(Apple)(After HYUN Ilyoung)
Pigment print, 53.5×65.3cm, 2014

水面(After 현일영), 2014
내가 한국의 초기 사진가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반세기를 지나 내가
대면하고 있는 것은 이미 세상을 떠난 그들의
작업뿐이었다. 이렇다 할만한 제목도 작업노트도
남겨져 있지 않은 덩그러니 남겨진 그들이
생산해낸 이미지뿐이었다. 그저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해져 내려오는 그들의 인생과
다른 이들이 해석해 놓은 그들의 작업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진가 현일영의
작품을 오마주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기까지는
그렇게 복잡한 생각과 시간이 들지 않았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 그의 작업을 마주한 순간
현일영과 나 사이에 일종의 유대감이 생겼다.
그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나는 현일영의 작업을
품고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여기서 이렇게
쉽게 내가 그의 작업을 선택한 것이 나에겐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었다. 어떻게 별다른 거부감 없이
곧바로 그를 답습하게 되었을까. 내가 느꼈던
유대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내가 사진을
처음 시작하면서 찍었던 사진들부터 하나 둘
펼쳐보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하나 둘 그 이유를
찾아나갔다.
사물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그 형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았다. 그것을 뚫고 들어가
그 안과 그 뒷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두
동강 난 사과, 재떨이, 저고리 등 그가 바라본
지극히 평범한 오브제들을 통해 사물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그의 태도 또한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사진으로 적절히 표현할 줄 알았다. 그리고 나
역시 대상의 형태보다는 그 존재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관점에서 그 사물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탐구했던
오브제들을 똑같이 따라가며 그가 그 사진들을
찍으면서 느꼈을 감정들과 생각들을 멀찍이서
따라가 보았다. 그는 환경과 오브제를 분리 시키고
순수하게 그 오브제로서 이미지 위에 떠오르게
했다. 마치 수면 위로 떠오른 빈 병처럼.
— 바른

캡션캡션 캡션

192

ၳ ⩣
 ᯛ
᩠

무제(교복과 양말)(After 현일영)
Untitled(Uniform and Socks)(After HYUN Ilyoung)
Pigment print, 53.5×65.3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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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 Ilyoung
BAREUN

Surface(After HYUN Ilyoung),
2014
What do I know about Korean early
photogrpers. It has been passed half
century and there was only their
works after they departed this life
already. There is no work titles and no
statements only an image what they
left. Only thing I could figure out is
their life that passed down through
generations and explanation by
someone. Nevertheless it didn’t take
so long time and complicated thought
to decide to homage the photographer
HYUN Ilyoung. It just naturally bonded
between me and HYUN Ilyoung when I
faced his works. So I picked up his work
easily and start working on it. But It was
the most Interesting part that I could
pick up his work easily and start mine.
How could I start follow back his work
without resistance. Where did the bond I
felt came from. I tried to find the reason
from the beginning of my photo works.
His eyes that aiming an object is
not focused on the figure. It penetrate
into the object and focusing on the
inside and the backside. I could feel not
only a matter but the attitude of him
facing the life through the apple cut
into two pieces, ashtray and clothes in
his photographs. He had an ability to
express that the seeing things are not
everything. And I thought I also seek to
focusing on the existence rather than the
forms with various point of view to see
them afresh. I followed from a distance
the object that he also observed to feel
what he felt and thought when he was
shooting it. He separates the object and
environment, and made the object to
floats up as a pure itself over the image.
It’s like resurfacing empty bottle above
the water surface.
— BAR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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